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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Design of Yeong-gwang

Magic Lily Festival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y : Seo, hye kyung

Advisor : Prof. Kim, nam hoon

Major in Brand Communic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pt on character is rapidly being recognized by consumers 

and its role is growing bigger as way of visual communication, furthermore it is 

being expanded to character industry. As Korea entered into stabilization recently 

after performing local-governing system in 1995, each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publicity of each area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 of each area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local image and also held local festivals based on 

culture tourism, special local products and people symbolizing the area in order 

to notify creative local cultures. Also, as local festivals are vitalized, added value 

will be created and it occupies large part of local economy development. Like 

this, as the role of festival becomes bigger, interest on festival charact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ublicity means of festival, increased a lot. 

Local governments’ festival characters should play role of information delivery 

medium which is easy to recognize and remember and deliver image accurately 

due to characteristic of visual element, and also it should be developed as 

differentiated design for development as tourism product. But, amo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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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festival characters,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haracters 

cannot show their function as character and it is estimated that development 

of new character design will be performed according to revitalization of local 

festivals. 

The character for Yeonggwang Magic Lily Festival is also being developed 

and utilized in order to promote local festival and make tourism product of 

festival character. But,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character is short, it is not 

properly utilized for publicity of festival and it is hard to consider the character 

as excellent as visual symbolic icon due to flat and static image expression which 

is not corresponding to modern sensitivity. Also, it is hard to approach because 

symbolic image of area and festival and factor of story to express are not 

harmonized each other. Therefore, I started to conduct this research in order 

to suggest strategic plan of festival character design which may establish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for development of Yeonggwang 

Magic Lily Festival.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festival characters, I selected 8 local 

governments’ festival characters which are being actively utilized as means 

of revitalizing  festival and area culture, in case the image symbolizing the area 

and the characteristic of festival representing the area correspond each other, 

and analyzed formative factors such as symbol meaning and expression method 

of each charact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devise the direction of more 

effective local government festival character design in order to play the role of 

symbolic icon representing the area and representative tourism products rather 

than simple visual factor by investigating, analyzing and suggesting the result 

of opinions on awareness, preference and symbolism and formative factor of 

character throug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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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alysis, local government festival character 

should express the topic and target of festival preferentially and directly and 

make the character to be recognized and remembered easily of its characteristic 

and purpose as symbolic icon representing the festival. Here, it should be 

developed as unique and friendly image and active movement so that it 

can induce interest on festival, cause interest and provide vitality and these 

expression factors should be harmonized as well. In formative factor, it should 

contain unique ability and trend of the times with trendy design corresponding 

to modern sense by solid expression rather than flat image, and we should use 

vivid color increasing attention and use color which is not complex or countrified 

and not disturbing symbolism of material due to characteristic of character. 

I wis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all become the reference of developing 

domestic local governments’ festival character design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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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에 대한 개념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나아가 캐릭터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자체 실시 이후 최근 안정화에 접어 들면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 이미지 개선을 목

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앞세워 지역 홍보에 집중하였고, 독창성 있는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

기 위해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관광, 특산품, 인물 등을 소재로 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 되면서 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몫을 차

지하고 있다. 이렇듯 축제의 역할이 커지면서 축제의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인 축제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시각적 요소의 특성상 인지가 용이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빠르고 정확

하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의 개발을 위해 차

별화 된 디자인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지자체 축제 캐릭터 중에는 캐릭

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 축제의 활성화에 맞추어 새로운 캐릭터 디

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도 있다.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또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축제 캐릭터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의 개발기간이 짧아 축제 홍보를 위한 활용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대적 감성에 맞지 않는 평면적이고 정적인 이미지 표현으로 인해 캐릭

터의 역할인 시각적 상징물로서 우수하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 및 축제의 상징 

이미지와 표현하려는 스토리의 요소가 어우러지지 않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

서 영광상사화축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캐릭터 디

자인의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중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격이 일

치하는 경우 지자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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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8개 지자체 축제 캐릭터를 선정하였고, 각 캐릭터의 상징의미 및 표현방법 등의 조형

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지자체 축제와 축제 캐릭터의 인지도 및 호감도와 

상징성, 캐릭터의 조형적 요소에 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축제 캐

릭터가 단순히 시각적 요소로서의 캐릭터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및 대표관광상품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지자체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사 분석 결과,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축제의 주제 및 목표를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

하여 캐릭터가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축제의 특징 및 목적을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모습과 활동적인 동작으로 개발하여 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며 생동감을 줌과 동시에 표현 요소들이 조화로워야 한

다. 조형적 요소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이미지가 아닌 입체적인 표현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독특함과 시대성을 담고 있어야 하며, 캐릭터의 특성상 주목도를 높이는 

선명한 컬러를 사용하면서도 복잡하거나 촌스럽지 않고 소재의 상징성을 방해하지 않는 컬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개발 방

향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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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지자체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 확립을 위해 다양한 문

화축제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활성화되

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독창성 있는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관광상품화를 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축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지역을 상징하는 지자체 

캐릭터 이미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하여 

축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1) 이처럼 지역의 특성이 집약된 캐

릭터는 축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상품개발 및 홍보에 이용되면서 지자체

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축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간의 유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캐릭터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축제의 특징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정보전달매체로서 시

각적 표현전략에 맞춰 조형적 요소를 잘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지자체 축제 캐

릭터 디자인 중에는 상징요소의 표현이 약하거나 현대적인 감각이 부족해 친근하게 다가가 흥

미를 유발하는 캐릭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진행중인 

곳도 있었다.

1) 고봉희(2004), 지역축제 캐릭터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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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축제 캐릭터는 지역 축제 및 이벤트들을 위한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축제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흥미를 유발함에 있어 좀 더 효과

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축제 캐릭터가 축제 이미지의 전달 뿐 아니라 지역을 상징하는 대

표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자체 캐릭터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지자체의 축제 캐릭

터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지자체의 축제 캐릭터 디자인

의 요소를 분석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축제 홍보를 위한 캐릭터 이미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영광상사화

축제 캐릭터 디자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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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 범위는 지자체를 상징하는 캐릭터 이미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

격이 일치하여 지자체의 캐릭터를 축제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는 8개의 캐릭터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된 국내의 문헌에 대한 연구와 유사 논제 등을 통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축제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상징성, 표현기법, 동작, 컬러 등의 요소 분석 

및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분석을 통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선호도와 영광상사화축제 캐릭

터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참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캐릭터의 개요와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특성을 선행 연구, 문헌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분석 및 소비자 조사에서는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현황

을 살펴보고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

한 소비자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이론과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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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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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논문의 구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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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캐릭터의 개요

1) 캐릭터의 개념 및 기능

(1) 캐릭터의 개념

캐릭터의 정의는 ①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②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

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으로 장난감이나 문구, 아동용 의류 따위에 많이 쓰인다.2)라고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현대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는 캐릭터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오늘날 캐릭터라는 용어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상 미디어, 팬시용품, 잡화, 동화책, 장난

감, 지자체나 기업의 홍보물, 정부의 장단기 전략 산업 등에서 다종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빠른 속도로 대중 속에 인식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3)

캐릭터는 시각적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어떤 대상의 특화된 성격이나 상징을 나타내며 모든 

시각적인 특화된 대상을 일컫는 것으로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캐릭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특정 대상을 나타내고 인식시키기 위해 만든 인물이나 동식물 등 시각적 상징물로 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개성이나 특징을 부여하는 것

이다. 인물을 상징화 하거나 동식물을 의인화 하여 상징화 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실적 표현보

다는 과장하거나 변형하여 친근한 요소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도 하며 기업이나 단체, 

행사 등에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대표적인 상징물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캐릭터는 어떤 내용이나 상징물을 포함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효과

를 얻기 위해 인물, 동식물 및 무생물 등 다양한 형태에 의도한 대로 특징적인 의미를 불어넣

은 시각적 상징물이며, 이는 또한 이성(異性)이든 어떤 성질이나 성격에 빠져들어 매력을 느꼈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료검색일 2017. 10. 17.
3) 김수경(2011),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대전지역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국일러스트학회,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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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 또한 캐릭터라 말할 수 있다.4) 이렇게 특화된 성격을 상징물로 만들어 소비자들에

게 인지되는 모든 것을 캐릭터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대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캐릭터란 소비

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식시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에서부터 스

토리의 내용과 전개, 홍보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계획되어 상품화 한 후 소

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다시 말해, 어디서부터 출발한 캐릭터이든 상품과 여러 매체를 통해 일관된 아이덴티티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때만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사업으로서의 가치

를 갖게 될 것이다.5)

(2) 캐릭터의 기능

캐릭터는 심벌, 로고타입과는 별도로 기업을 좀더 체계적이면서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

조 그래픽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의 주요기능은 심벌이 갖는 추상적 이미지를 보

완하여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기능은 크게 매니지

먼트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구분된다.6)

가. 커뮤니케이션 기능 

캐릭터는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기업 또는 단체

들이 이벤트나 캠페인 등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캐릭터는 행사나 이벤트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나. 매니지먼트 기능 

특화된 개성을 가진 캐릭터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쟁 캐릭터와 차별화를 두어 캐

릭터를 활용해 개발한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며 기

업이나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데 도움

을 주기도 한다.

4) 쓰치야 신타로(2001), 캐릭터 비즈니스, 문지사, p.16
5) 박소연(2003), 캐릭터 마케팅, 소담출판사, p.11
6) 손일권(2003), 브랜드아이덴티티, 경영정신,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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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의 분류

캐릭터는 표현방법, 사용목적, 소재나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

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7)

(1) 형태에 따른 분류

가. 디멘션별 분류

  a.  2D 캐릭터 : 평면적인 형태의 캐릭터로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캐릭터가 2D캐릭터

이다. 봉제제품, 사출제품에의 적용,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위해 2D캐릭터의 3D

버전을 제작한다.8) 

  b.  3D 캐릭터 : 3D 기법을 활용한 입체적인 형태의 캐릭터로서 3D 표현만 적용된 경우

는 애니메이션, 게임캐릭터에서 주로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나 '몬스터주식

회사' 등이 해당된다.

 나. 스타일별 분류 

  a.  사실적 형태 : 실물과 유사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개발한 캐릭터로 실존인물 등 캐릭터 

소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b.  단순화된 형태 : 실물보다 단순화하게 표현한 캐릭터로 형태의 활용이 용이하다. 현재

의 캐릭터 대부분이 이 형태에 속한다. 

  c.  만화적 형태 : 만화적 표현기법을 사용한 캐릭터를 말한다.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가. 팬시캐릭터

독자적인 제품군이 있으며, 제품의 주체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로서 캐릭터 산업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말한다. 바른손의 '떠버기', '헬로키티' 등이 해당된다.

7) 이원아(2005), 지방자치단체캐릭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8) 박영송(2010),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적용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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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팬시캐릭터의 사례

바른손 떠버기 헬로 키티 금다래 신머루

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초기에는 만화영화를 토대로 등장인물이 캐릭터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만화영화와 캐

릭터를 동시에 개발하여 하나의 컨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 워너브라더스의 '트위티', 디즈니

사의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9)

다. 게임캐릭터 

게임의 등장인물이 캐릭터로 발전한 경우인데 최근에는 게임 기획 단계부터 캐릭터로 활용

하기 위해 기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이플스토리의 등장인물 캐릭터나 카트라이더 게임의 

주인공 '다오, 베쯔'가 이에 해당된다.10)

트위티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그림 3]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례

9,10) 이원아(2005), 지방자치단체캐릭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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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화캐릭터

만화캐릭터란 만화책의 주인공이 캐릭터로 발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화 아기공

룡 둘리의 경우도 만화책을 기초로 하여 캐릭터로 발전하였다.11)

마. 스마캐릭터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맨 등 유명인물을 소재로 한 캐리커쳐에서 시작하여 캐릭터로 발전

된 경우이다. 개그맨 이홍렬, 노무현 전대통령 캐릭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메이플스토리 등장인물 카트라이더 다오, 베쯔

[그림 4] 게임캐릭터의 사례

아기공룡 둘리

[그림 5] 만화캐릭터의 사례

11) 이원아(2005), 지방자치단체캐릭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이홍렬 노무현 김대중

[그림 6] 스마캐릭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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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고 및 프로모션 캐릭터, 브랜드 캐릭터 

광고 및 프로모션 캐릭터는 마케팅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해 개발된 

캐릭터로서 제품 이미지 상승과 판매촉진을 위한 캐릭터이다. 

브랜드 캐릭터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한 캐릭터로서 분류 기준에 따라 광고 및 프

로모션 캐릭터와 중복되기도 한다.  

사. 기업 및 기관, 단체캐릭터 

기업 및 기관을 대표하는 마크, 로고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으로 CI 및 브랜드와 맥락이 같다. 이 캐릭터들은 지자체나 기업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조직의 

이미지를 표현한 상징물로서 기업의 마스코트의 역할을 한다.

아. 캠페인 캐릭터 

사회계몽이나 공익을 위한 캐릭터이다. 환경운동연합의 '푸르미', 중앙선거관리공단의 '공명

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캐릭터와 중복되기도 한다. 

팹시콜라 '팹시맨'캘로그 '토니'해태음료 '쿠우'오리온치토스 '체스터'

[그림 7] 광고 및 프로모션 캐릭터의 사례

삼성생명 '비추미' 장성군 '홍길동' KFC '커넬'

[그림 8] 기업 및 기관, 단체캐릭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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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벤트 캐릭터 

각종 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캐릭터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품 판매

를 위한 캐릭터를 말한다. 최근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 지자체에서 행사를 위해 개발하고 있

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캐릭터를 축제 등 행사에 사용하기도 한다. 88올림픽의 '호돌이', 

대전엑스포의 '꿈돌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12) 

(3) 소재에 따른 분류

가. 인물캐릭터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캐릭터로 표현이 가능

하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은 상품이나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9] 인물캐릭터의 사례

나. 동물캐릭터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동물을 의인화 하여 직립의 형태나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는 형태

의 캐릭터이다. 개체가 많은 만큼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할 수 있으며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과 캐릭터의 특성을 접목시켜 대중들에게 독특함과 친근함으로 높은 선호도를 이끌어 낼 수 있

다.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표현방법에 따

라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응용이 필요하다.13)

12) 이원아(2005), 지방자치단체캐릭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3) 한영현(2004), 롱셀러 캐릭터 개발에 관한 연구-디즈니, 산리오, 둘리나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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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미현(2007), 십이지신을 소재로 한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그림 10] 동물캐릭터의 사례

다. 식물캐릭터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꽃이나 과일, 채소, 식물 등을 의인화한 캐

릭터로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소재를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한 형태이다. 식물의 형태 그대로

를 눈이나 입, 팔과 다리를 부여하는 경우와 식물의 형태를 신체의 일부로 표현하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1] 식물캐릭터의 사례

라. 대상 의인화 캐릭터

캐릭터화 하려는 소재가 무생물이나 단순 대상일 때 그 자체를 의인화함으로써 개성과 특징

을 강조한 캐릭터로, 다른 매체에 적용할 경우 상품과 직접적인 표현과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

게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에 눈, 코, 입만 그려 넣는 단순 의인화, 대상에 손과 발

을 붙이는 반 의인화, 대상에 머리를 붙이거나 반대로 대상이 되는 소재를 머리로 하고 몸통을 

합성하는 합성 의인화로 구분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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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상 의인화 캐릭터의 사례

마. 신체 일부분 의인화 캐릭터

신체 일부분을 의인화하는 방법은 디자인상의 약점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으므로 그

리 흔하게 활용되지 않아서 주로 의약품에 사용된다.15) 동부화재 '프로미'의 경우 고객과의 약

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들고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손을 사용하여 연출 가능한 

모든 종류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신체 일부분의 의인화 캐릭터는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그림 13] 신체 일부분 의인화 캐릭터의 사례

바. 연상을 유도하는 캐릭터

기업이미지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데서 시작된 캐릭터로 상품의 내용과 관련된 특징을 기

업이나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캐릭터이다. 전력회사의 심볼에 등장한 번개 이

미지가 캐릭터에 등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의 사업 내용을 연상시키는 가공의 의

인화 방법이나 연상화 방법이다. 

15) 최영미(2000),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에서 캐릭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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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상을 유도하는 캐릭터의 사례

3) 캐릭터의 요건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독창성, 다양성, 친근성, 대중성, 상징성

이 있다.16)

(1) 독창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개발되고 있는 캐릭터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하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랑 받는 캐릭터는 많지 않다. 무수히 많은 캐릭터 중 소재

나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요구

하는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 붙잡아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에 있어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는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독

창성이 없다면 개성이 없는 단순한 일러스트에 불과할 것이다.17) 

(2) 다양성 

기본형의 캐릭터에 부가적인 응용 동작을 추가 디자인 하는 것은 캐릭터의 활용도를 더 높이

고 다양한 매체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기본동작 한개만을 가진 캐릭터는 독창성

을 갖춘 캐릭터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만한 이미지를 찾지 못해 만족하지 

못 할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동작 이미지의 신체적 언어는 소비자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

게 해준다. 여러 응용 동작으로 다양성을 갖춘 캐릭터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가족

16) 탁정은(2006), 지역이미지와 관광캐릭터의 관계(경주시 캐릭터의 지역상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17) 이정엽(2000), 유전자 알고리즘을 응용한 디지털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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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친구 캐릭터는 그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마다 호감을 느끼는 캐릭터를 찾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 친근성

캐릭터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는 의미이며,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심리적 매력은 즐거움, 애교, 귀여움, 온화함 등

과 같은 이미지에서 생성되기도 한다.18) 

(4) 대중성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중적인 이미지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캐릭터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나이와 성별 등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상징성 

캐릭터는 시각적 상징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한다. 캐릭터의 커뮤니케이션 기

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캐릭터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은 기업 또는 단체의 이벤트나 캠

페인 등에서 기업의 사업 내용이라든가 추구하는 이념 및 사업 목적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

하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때의 캐릭터는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이미지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18) 김수정(1998), 캐릭터상의 형태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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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자체 축제의 개요

1) 지자체 축제의 개념

축제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

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었다. 지

역 축제는 넓은 의미의 제의(祭儀)의 한 형태로서 구조적으로는 비종교적인 제의성과 예술, 놀

이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축제는 일과 놀이, 생산과 유희의 연결고

리로써 상호보완과 규제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일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뒤

바뀌는 것은 바로 지역축제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19)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지자체 축제의 의미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전통적인 의미로써 지역의 역사 기록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져 온 전통

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 한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전통적인 의미를 담은 축제 뿐 아니라 문화

제, 예술제, 민속예술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20) 최근들어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지자체의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대내외적으로 지

역을 홍보하여 관광 상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다.21)

일반적으로 축제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전통, 그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총

체적인 문화행사이며 관광지로서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

켜 주는 관광요소 중 하나이다.

2) 국내 지자체 축제 현황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지역 축제의 개최 빈도도 늘어나고 있

다. 축제들이 증가한 이유는 지자체 시행과 지방 정부들의 문화 축제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신규사업에 지역 축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의 정체성 확립, 지역 문화가치의 공유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19) 정철상(2005), 지역문화와 축제, 글누림, p.37
20) 문화체육관광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p.24
21) 오만석(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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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지역축제 현황은 1,214개로 서울 175개, 인천 32개, 대전 35개, 부산 56

개, 대구 34개, 울산 24개, 광주 15개, 경기도 161개, 강원도 124개, 충청북도 58개, 충

청남도(세종시 포함) 75개, 전라북도 88개, 전라남도 105개, 경상북도 94개, 경상남도 

[그림 15] 국내 지역축제 현황22)

22)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국지역축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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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제주 3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축제의 개최빈도가 계속 늘어나

고 있다. 2014년 국내 지역축제 현황은 앞 페이지의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국외 지자체 축제

국외의 지역축제는 시기별로 6월과 8월 사이에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대륙별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미주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은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국외

의 지역축제는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축제가 주를 이루는 국내 축제와는 달리 여러가지 예술 

및 산업과 관련된 축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 지자체 축제의 사례로 세계 3대 축제로 잘 알려진 브라질의 리오카니발, 일본의 삿뽀

로 눈축제, 독일의 뮌헨 맥주 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24)

(1) 브라질 리오카니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축제로 토요일 밤부터 수요

일 새벽까지 밤낮없이 축제가 열린다. 리오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 생겨났다.25) 이때부터 점

차 발전하여 20세기 초 카니발이 완성되었고, 1930년대 이후 삼바학교들이 설립되고 퍼레이

드를 펼치면서 큰 규모의 카니발로 발전하였다.

23) 최은수(2001), 유럽의 민속축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24) 자료출처. 세계축제협회 http://www.ifea.com. 자료검색일 2017. 11. 5.
25) 자료출처. 브라질 리오카니발 홈페이지 http://www.ipanema.com. 자료검색일 2017. 11. 5.

[그림 16] 브라질 리오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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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이 열리는 때에는 전 세계에서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브라질 국

내 관광객의 수도 2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브라질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리

오카니발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방문한다고 한다. 

리오카니발은 처음에는 삼바클럽 사람들만의 행사였지만, 이제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제

가 되었다. 거리의 시가행진과 퍼레이드는 화려한 춤과 의상 등이 시선을 사로 잡아 이 축제의 

대표 볼거리라 할 수 있으며, 카니발 참가자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  

(2) 일본 삿뽀로 눈축제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일본의 최대 겨울 축제다. 눈

이 많이 내리는 자연 조건과 겨울 스포츠가 활성화된 지역적인 특징을 살려 다양한 행사와 주

변 온천을 묶어 축제로 개발하였다. 이 축제는 1950년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오도리 공

원에 눈 조각 작품을 설치한 데서 시작되었으며,26) 점차 규모와 수준이 확대되어 현재는 매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였다.

삿포로 눈축제는 삿포로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과 스스키노 행사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눈 조각과 얼음 조각 전시가 중심을 이루는 축제이다. 시내 중심

에서 벗어나 있는 츠도무 행사장에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직접 눈과 얼음을 체험할 수 있다.

26) 자료출처. 일본 삿뽀로 눈축제 홈페이지 http://www.snowfes.com. 자료검색일 2017. 11. 5.

[그림 17] 일본 삿뽀로 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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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뮌헨 맥주축제

독일 뮌헨 맥주축제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주도 뮌헨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세계에서 가

장 규모가 크다. 1810년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 루트비히와 작센의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기념해 축하 연회와 민속 스포츠 경기가 벌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매년 9월 개최되는 맥주

축제는 전 세계에서 옥토버페스트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방문객 수만 해도 매년 평균 600만 

명에 달하며 1985년에는 최대 710만 명을 기록하였다.

축제는 화려하게 치장한 마차와 악단의 행진으로 시작되며, 민속 의상을 차려 입은 시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져 뮌헨 시내 7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시가행진으로 흥겨움을 더한다. 대회

장인 테레지아 구릉에 맥주회사가 설치한 대형 텐트 속에서 남녀와 인종의 구별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밴드와 더불어 맥주를 즐기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각종 이벤트를 즐긴다.27)

제3절.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이해

1)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가치

지자체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 홍보 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 홍보 효과를 보는 캐릭터 사업을 벌였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상징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이 축제를 위

27) 자료출처. 독일 뮌헨 맥주축제 홈페이지 http://www.oktoberfest.de. 자료검색일 2017. 11. 5.

[그림 18] 독일 뮌헨 맥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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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면서 캐릭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축제를 통해 그 지역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축제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축제 캐릭터는 그 지역의 특징을 중

심으로 개발되어 지역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의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효과

가 있다.

2)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기능

(1) 홍보의 기능

지자체의 축제 캐릭터는 지역의 특성을 이미지화 하여 축제의 특성을 알리고 시선을 집중시

키는 시각적 요소로서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캐릭터가 홍보에 탁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강한 개성을 지닌 상징적인 기호로서 그 영

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들은 축제 홍보를 위해 캐릭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기호인 캐릭터를 활용하여 축제 홍보를 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주

목도를 높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캐릭터 홍보는 영상 매체나 온라인 서

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추세에 있어 가장 좋은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28)

지자체 축제의 성공적 홍보를 위해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캐릭

터의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라이센싱을 통한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2) 수익 사업의 기능

1995년 지자체가 실시된 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해서 지방 재정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관광상품화 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

고 있다.

28) 송경자(2006),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활용 개선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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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 축제에 캐릭터를 이용하여 홍보 전략을 세워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발

전시킴으로써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산업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효과로는 관광객이 모여들게 되면서 먼저 음식과 

숙박 등 각종 위락시설이 발달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은 새로운 일자

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행사를 통해 지역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되고 

이런 지명도가 쌓이면 이 지역을 위한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 간접자본이 확충되는 경우가 있

다.29) 결과적으로 지역의 규모나 영향력이 커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단순히 축제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를 기념품, 문구, 완

구 등으로 상품화하여 판매 수익을 올림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 축제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

됨으로써 수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29) 송경자(2006),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활용 개선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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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분석 및 소비자조사

제1절.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현황

1)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조사

지자체 캐릭터는 각 지자체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그 지자체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들간의 유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지역축제와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지자체 캐릭터는 고부가가

치산업의 일환으로 부각되면서 각 지역의 축제나 이벤트가 문화산업화의 주요 내용으로 부각

되고 지자체의 후원으로 학계나 단체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30)  

지역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각종 이벤트들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이미지를 확립시키기 위해

서는 지역 이미지 통합 전략의 하나로 지역상징의 캐릭터가 지역이미지와 일치해야 한다. 지

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격이 일치하여 지자체 캐릭터를 적극 활용

하여 축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역이미지 확립에 긍정적 요인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캐릭터이면서 지역 이미지 홍보 전략 중 하나로 문화

축제 및 행사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들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 축제의 성격과 캐릭터들의 

소재와 상징요소, 컬러 등 조형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건을 갖춘 캐릭터 중 설문조사, 웹사이트 게시 여부, 홍보물 연계사용 및 기념품 개발 등

에 사용되고 있는 국내 축제 전문 캐릭터 8개를 선별하였다. 부산자갈치축제의 '자갈치 아지

매', 보령머드축제의 '머돌이, 머순이', 금산인삼축제의 '삼신령, 삼돌이', 남원춘향제의 '성춘

향, 이몽룡', 장성홍길동축제의 '홍길동', 곡성심청축제의 '심청이', 담양대나무축제의 '대돌

이', 봉화송이축제의 '솔봉이, 솔향이'가 선별된 캐릭터들이다.

30) 박종민(2000), 지방자치제 캐릭터의 홍보와 수익사업 기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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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자갈치 아지매'

부산자갈치축제는 매년 10월이면 자갈치아지매들의 억척스런 삶의 터전인 자갈치시장에

서 펼쳐지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물축제이다. 자갈치축제는 1992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1996년부터 순수민간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해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에서 적극 지원하

여 국가가 지정, 육성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31)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개발하여 사용하던 캐릭터를 버리고 자갈치 아지매라는 부산시 중구 

캐릭터를 부산자갈치축제의 캐릭터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지역을 상징하면서도 부산자갈치축

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캐릭터 활용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캐릭터 변

화 이후에 다양한 상품으로의 활용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캐릭터 활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9]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자갈치 아지매'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부산 자갈치시장의 대명사인 자갈치 아지매

와 물고기를 소재로 평범하고 소박하며 청순한 자갈치 아지매를 형상화하였다. 밝고 다정 다

감한 이미지 표현으로 친근감을 갖게 하고 부산자갈치축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부산자갈치축제의 모습을 표현하였다.32)

31) 자료출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http://tour.bsjunggu.go.kr/02/index.php?code=020201
자료검색일 2017. 11. 11.
32) 자료출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http://www.bsjunggu.go.kr/bsjunggu/junggusub.
php?midx=512. 자료검색일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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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자갈치 아지매

분류 인물형

상징

자갈치시장의 대명사인

자갈치 아지매와 물고기를

소재로 형상화

축제 개최시기 1996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4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아주머니, 물고기

보조구성물 모자, 앞치마, 장갑, 장화 착용

색채 블랙, 청록, 블루, 오렌지 컬러

동세 손을 들어 환영하는 모습

[표 1]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분석

시장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물고기라는 소재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로서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아주머니의 이미지를 파마머리와 앞치마 등의 포인트가 되는 요소를 적용해 한눈

에 시장 아주머니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손을 잡고 있는 물고기를 통해 생선 파

는 아주머니, 나아가 수산시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갈치 아지매의 표정은 활기찬 느

낌을 주지만 가만히 서서 손을 들고 있는 동작에서는 생동감이 떨어지고 입체적인 표현을 사용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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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삼신령, 삼동이'

금산인삼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집산지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 약초 시장이 있

는 충청남도 금산군의 대표적인 향토축제이다. 금산 인삼은 1,500여 년의 전통 속에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세계가 주목하는 약재이다. 금산의 전통문화와 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인삼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33) 

예로부터 전해오던 인삼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1981년 금산인

삼축제로 발전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규모 행사로 성장하였으며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함께 그 의미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매년 9월초에 진행되는 금산인삼축제는 축제 메인 행사장소에 대형 인삼 캐릭터를 제작, 설

치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홍보의 효과를 노리고 있고 행사장의 집중도를 높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림 20]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삼신령, 삼동이'

33)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433&cid=40942&
categoryId=37404. 자료검색일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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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축제 캐릭터는 금산 고유의 신비로운 인삼을 의인화한 캐릭터로서 활기찬 고장, 즐

거운 고장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 마크와 같이 자연스러운 붓 터치의 느낌으로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는 삼신령과 삼동이를 통해 금산이 신비의 

고장임을 나타낸다. 34)

인삼 약초의 고장, 금산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로서 인삼을 의인화 하여 신령의 이미지와 

청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꽃이 달린 잎을 모자처럼 쓰고 있으며 뿌리를 팔과 다리로 표

현하였다. 사람의 신체와 생김새가 비슷한 인삼의 특징을 살려 동적이고 밝고 활기찬 표정으

로 표현하였다. 표정과 움직임은 활동적이나 컬러 조합에서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

다. 컬러는 인삼을 표현하는 옐로우 계열의 컬러를 메인으로 꽃과 잎의 레드컬러, 그린컬러가 

포인트가 된다.

34) 자료출처. 금산군청 http://www.geumsan.go.kr/html/kr/sub04/sub04_040204.html. 
자료검색일 2017. 11. 11.

이름 삼신령, 삼동이

분류 식물형

상징

금산의 특산품이자

금산을 상징하는 인삼을

의인화

축제 개최시기 1981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6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인삼

보조구성물 신령을 상징하는 수염

색채 인삼의 컬러(옐로우, 레드, 그린)

동세 뿌리의 특징을 살린 활기찬 모습

[표 2]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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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머돌이, 머순이'

대천해수욕장이 자리하는 보령시에는 해안선의 길이만도 무려 1백 36km. 이 해안에 산재

되어 있는 진흙을 이용해 이미 머드팩이 상품화되어 있는 상태로 해안선을 따라 무진장 존재

하는 질 좋은 진흙에다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대천 해수욕장, 진흙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고 일찌감치 눈뜬 진흙 전문가, 그리고 시의 적극적인 축제개최 의지라는 삼박자가 딱 들어맞

아 보령머드축제가 탄생했다.3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하나로 당당하

게 지정되었을 만큼 보령머드축제는 내실을 다져 나가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보령머드축제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축제로서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아 소

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축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축제의 상황에 맞추어 보령머드축제의 축제 캐릭터를 개발,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홍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림 21]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머돌이, 머순이'

보령머드축제 캐릭터는 해수욕장에서 썬탠을 하는 남녀의 이미지와 머드이미지를 반영한 캐

릭터로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선으로 나타냈다. 피카소의 기하학적이고 언바란스한 이미지를 

35) 자료출처. 보령시청 http://www.brcn.go.kr/prog/attraction/tour/sub01_07/view.do?listOr
der=&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LocalCode=&searchMonth=&themeCode=10
69&attractionCode=10. 자료검색일 201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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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보령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서기 위해 브라운 칼

라를 기본으로 원색의 칼라를 포인트로 표현하고 있다.36)

머드를 활용하여 얼굴, 몸통, 팔과 다리의 형태를 만들어 의인화한 캐릭터로 몸의 비율이

나 손과 발의 움직임이 매우 자유로워 특이하면서도 흥에 겨워 보이고, 눈의 모양이 익살스러

워 보이지만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활동적인 움직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수영복을 입은 모습에서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며 머드라는 소재로 보

령의 대표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축제가 떠오른다. 컬러는 머드의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였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 사용으로  남녀 성별 구별도 가능하다.

36) 자료출처. 보령시청 http://www.brcn.go.kr/kor/sub06_01_01.do. 
자료검색일 2017. 11. 11.

이름 머돌이, 머순이

분류 대상 의인화

상징

보령시의 대표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의 머드를

의인화

축제 개최시기 1998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4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머드

보조구성물 수영복 착용으로 해수욕장 연상

색채 머드 컬러(브라운), 핑크, 오렌지, 청록

동세
손과 발의 움직임에 비해

전체적인 움직임은 약해보임

[표 3]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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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남원에는 춘향의 사연이 얽혀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남원은 흔히 춘향골이라 부른다. 이도

령과 춘향의 애틋하고도 고결한 사랑이야기 춘향전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감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춘향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춘향의 절개와 정절을 부덕의 상징으

로 숭상하고 이를 숭모하기 위한 춘향제는 매년 석가탄신일 전후에 5일간 개최되고 있다.37)

남원 시민들은 춘향과 춘향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춘향 캐릭터는 각종 홍보물

과 이벤트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사용된다. 남원춘향제는 현재 추진 중인 캐릭터 사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캐릭터 이미지 활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

다. 남원춘향제 캐릭터는 상징, 표현방법, 컬러에 있어 지역의 정서를 잘 반영시킨 것으로 평

가 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상품화 전략으로 수익사업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림 22] 남원춘향제 캐릭터 '성춘향, 이몽룡'

남원춘향제 캐릭터는 남원의 역사 속 인물인 성춘향과 이몽룡의 모습을 그대로 인물 소재로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형상화한 캐릭터이다. 고전을 통해 대중적으로 잘 알

려진 주인공들인만큼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활발한 홍보 활동과 프

로모션 제작에 유용하다.

37) 자료출처.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tour/board/view.do?boardId=
BBS_0000028&menuCd=DOM_000001002003001000&orderBy=VIEW_COUNT%20
DESC&startPage=1&dataSid=185. 자료검색일 2017. 11. 12.



- 34 -

지역을 상징하는 고전소설 속 주인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낸 캐릭터로서 컬러나 디

자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현대적 이미지로 잘 표현되었다. 선 처리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부

드럽고 매끄러운 테두리로 처리되어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표정이나 움직임이 정적이어

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차분한 모습이다. 컬러의 조합에서는 선명한 컬러인 레드 컬

러와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강한 인상을 주지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더해 주어 선명

함과 강렬함 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다. 비율에 있어서는 몸통에 비해 머리를 크게 하여 캐릭

터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귀여움을 강조하였다.

이름 성춘향, 이몽룡

분류 인물형

상징 남원 역사 속 주인공

축제 개최시기 1931년

캐릭터 개발시기

구성물

주요구성물 성춘향, 이몽룡

보조구성물 인연을 이어준 그네

색채 은은한 느낌의 레드, 블루

동세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모습

[표 4] 남원춘향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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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 '홍길동'

장성군은 최초 한글소설 「홍길동전」 주인공인 홍길동이 장성군 아치실에서 태어난 실존인물

로 고증되어 그 생애와 사상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홍길동생가 복원, 캐릭터 개발 등 

홍길동 관련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홍길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38) 서자로 태어나 영웅의 

삶을 살았던 홍길동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장성홍길동축

제는 의적 홍길동과 함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영웅 캐릭터 퍼레이드, 홍길동 인

물재현, 4D영상 체험, 전통 무예체험, 병영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림 23]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 '홍길동'

장성군은 지난 1997년부터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장성군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홍길

동 캐릭터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98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73종의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하고 185개 종

류에 대한 의장 및 상표등등록을 마쳤다. 거듭된 홍길동 캐릭터의 개발로 현재는 4차에 이르

렀고, 2007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홍길동 캐릭터가 선정되었다.

장성홍길동축제의 캐릭터는 장성군을 대표하는 홍길동을 형상화 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38)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View.
jsp?pSeq=625. 자료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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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청년처럼 보이는 이미지에서 익살스런 개구쟁이 꼬마 이미지로 반

복, 변화하다가 4차 캐릭터에서는 청년이미지와 꼬마 이미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밝은 

표정의 얼굴과 구름모자, 동작 등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홍길동의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모

습을 엿볼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꼬마 이미지 캐릭터는 몸집에 비해 머리가 크고 손이나 발

동작이 커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컬러 표현에 있어 

평면적이지만 동작이나 표정에서 생동감을 더해 준다. 

이름 홍길동

분류 인물형

상징
장성군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홍길동을 형상화

축제 개최시기 1999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2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대표 이미지 홍길동

보조구성물 활동성을 보여주는 구름모자, 칼

색채 레드, 그린, 옐로우 컬러

동세 홍길동이라는 특성에 맞게 활동적인 모습

[표 5]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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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성심청축제 캐릭터 '심청이, 심학규'

곡성심청축제는 가을 장미, 추억의 증기기관차와 심청이가 함께 어울려 현대적인 효의 위상

과 의미를 재정립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

다. 섬진강 마을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한다.39)

곡성군에서 개발한 심청이 캐릭터는 소설, 만화, 극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디자인한 

것으로서 효녀 심청과 아버지 심학규 캐릭터를 통해 심청의 효심을 선양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곡성군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릭터로 개발하였으며, 심청, 심학규 캐릭터의 응용형은 적용 및 응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동작들이 개발되었다.40)

[그림 24] 곡성심청축제 캐릭터 '심청이, 심학규'

소설의 주인공인 만큼 심청이, 심학규 등 기본형 외에 조연 역할을 하는 다양한 보조 캐릭터

(뺑덕어멈 등)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이미지 홍

보를 위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명확한 지역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9) 자료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
festival.jsp?cid=1322668. 자료검색일 2017. 11. 12.
40) 자료출처. 곡성군청 http://www.gokseong.go.kr/main/?pid=33. 
자료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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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소설 심청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모티브로 개발한 곡성군의 효녀 심청과 아

버지 심학규 캐릭터는 당시 시대의 특징과 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 내었고, 밝고 흐믓한 표정과 

반짝이는 눈에서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다. 컬

러 사용은 포인트가 있지만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의 표현으로 전체적인 컬러의 조합은 튀지 않

고 편안한 느낌이지만 자칫 밋밋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비율에 있어서는 몸통에 비해 머리를 

확연히 크게 하여 표정에 시선이 집중되며 귀여운 느낌을 더한다.

이름 심청, 심학규

분류 인물형

상징
곡성군을 대표하는 

소설 속 주인공

축제 개최시기 2001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0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심청, 심학규

보조구성물 지팡이

색채 은은한 느낌의 옐로우, 그린, 블루

동세 큰 움직임 없이 정적인 모습

[표 6] 곡성심청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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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양대나무축제 캐릭터 '대돌이, 딸리'

담양대나무축제는 1999년부터 군내에서 실시하던 각종행사(군민의 날 행사, 농업제 등)를 

통폐합하여 대심는 날(죽취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나무를 통한 지역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이

루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였다.

담양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효용성과 가치, 지역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 녹색축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담양군 대나무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

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이다. 축제 홍보와 지역 이미지 프로모

션을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축제 캐릭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대

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기틀을 더욱 더 다지는 한편, 대나무 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특산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소 마케팅을 통한 산업형 축제로 주민소득은 물론 세계 대나무 엑스

포 개최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여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41)

[그림 25] 담양대나무축제 캐릭터 '대돌이와 딸리'

담양군의 캐릭터는 대나무를 의인화시킨 형태로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 친근감 있

는 표정과 동작을 강조하였다. 특히 담양의 대표적 산물의 캐릭터화는 대외적 홍보 효과와 군민

들의 공동체 정서를 부여하고 있다. 보조 캐릭터 딸리는 담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딸기를 의인

41) 자료출처. 담양군청 http://tour.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
OM_000002704001001000. 자료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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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딸기는 전국 3대 주산지로서 담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며 딸리 캐릭터는 대돌이

를 보조하거나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42)

대나무와 딸기를 의인화시킨 형태로 머리와 신체의 구별을 두지 않고 대나무와 딸기 자체가 

머리이면서 몸통인 경우이다. 모티브가 되는 대상을 머리로 사용하고 몸통을 새로 만들어 준 경

우보다 단순해 보이고 더 귀여움을 느낄 수 있으나 세련미가 떨어진다. 눈코입과 팔과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상징물이 많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색채는 대나무의 컬러인 그린, 딸기의 

컬러인 레드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채도를 조금 낮추어 시각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42) 자료출처. 담양군청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
OM_000000106003001003. 자료검색일 2017. 11. 12.

이름 대돌이, 딸리

분류 식물형

상징
담양의 대표적 산물인

대나무와 딸기 의인화

축제 개최시기 1999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4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대나무, 딸기

보조구성물 팔과 다리, 성별 구분을 위한 꽃 장식

색채 그린계열의 대나무 컬러, 레드계열의 딸기 컬러

동세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큰 움직임은 없음

[표 7] 담양대나무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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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봉화송이축제 캐릭터 '솔봉이, 솔향이'

전국 최대의 송이주산지로 알려진 봉화에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송이, 신비에 쌓인 숲

속의 보석인 송이의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캐보고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봉화송이축제가 

1997년부터 매년 9월경에 개최된다. 봉화 송이축제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과 

지역문화 관광축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축제라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사전행사로 개최되

는 춘양목송이배 산악자전거 대회 등의 즐길거리와 뗏목체험, 한지공예 및 만들기 체험 등의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신비에 쌓인 송이의 생태를 관찰함은 물론 직접 맛과 향을 느낄 수 있

으며, 청정자연에서 재배한 지역 농특산물 또한 축제에서 빼어놓을 수 없다.43)

2002년에는 봉화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으며 봉화송이축제의 홍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자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용중인데,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및 각종 홍보물 활용을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

[그림 26] 봉화송이축제 캐릭터 '솔봉이, 솔향이'

봉화군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솔봉이와 솔향이는 봉화군의 대표 특산품인 송이버섯을 모티

브로 의인화하여 개발되었다.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소박한 봉화의 면모를 상징하며 캐릭터 솔

봉이와 솔향이는 봉화송이축제, 봉화은어축제 등 봉화군의 문화축제 및 이벤트에 지역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43) 자료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
festival.jsp?cid=506544. 자료검색일 2017. 11. 12.



- 42 -

캐릭터인 솔봉이와 솔향이의 반짝이는 커다란 두 눈과 표정에서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만 움직임이 없는 동작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적 감각의 입체적인 효과를 주어 세련된 느

낌이 있지만 요소들이 단순해 밋밋해 보인다. 컬러는 브라운과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면서 채도

를 낮춰 전체적으로 은은하면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름 솔봉이, 솔향이

분류 식물형

상징 봉화 특산품 송이버섯

축제 개최시기 1997년

캐릭터 개발시기 2002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송이버섯

보조구성물 없음

색채 은은한 브라운, 오렌지 컬러

동세 머리와 신체가 1.5:1의 비율

[표 8] 봉화송이축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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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 분석

가. 축제 상징성

각 지자체는 지역의 상징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발하

고 이 축제를 위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대부분이 

지역의 상징성 확보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재 선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자연, 문화, 역사, 지역 특산물 등의 소

재를 의인화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캐릭터의 소재가 중복되거나 비

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접적

상징적 비상징적

간접적

[그림 27] 지자체 축제 캐릭터 상징성 분석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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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캐릭터들 모두 지역의 상징물인 특산물, 인물 등을 소재로 개발되었고, 대부분

이 요소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봉화송이축제 캐릭터의 경우 금산인삼축제

와 담양대나무축제의 캐릭터처럼 소재 자체로만 의인화 한 것과 달리 송이모양의 머리에 몸통

을 새로 부여해 금산인삼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우보다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동작

캐릭터의 동작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손을 들고 있거나 정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캐릭터 고유의 개성을 묘사한 동작보다는 거의 비슷한 자세로 정형화된 모습이 많다. 

대부분 캐릭터가 기본형 이외에 응용동작을 사용하지만 기본형의 부가적인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동적인 정적인

복잡한

[그림 28] 지자체 축제 캐릭터 동작 분석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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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동작은 그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감성을 자극하고 친근

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일반적이고 정적인 자세보다는 활동적이고 율동감이 느껴

지는 동작이 필요하다. 남원 춘향제의 캐릭터에 비해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가 더 귀엽고 생

동감이 느껴지는 이유이다.

다. 표현기법

캐릭터의 표현기법에는 만화적기법과 입체적 표현인 3D표현기법이 있다. 만화적기법이란 

대상 요소를 단순화하고 과장되게 그리는 기법으로 특히 얼굴 표현에 있어 표정을 과장되게 묘

사하는 경우가 많다. 3D표현기법은 캐릭터에 3D 효과를 주어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한 경우

이다.

생동감 있는

평면적인 입체적인

단순한

[그림 29] 지자체 축제 캐릭터 표현기법 분석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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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캐릭터들은 대부분 만화적기법으로 개발된 형태들이다. 선을 강조한 평면적인 

이미지로 단순한 느낌을 가진다. 최근에는 현대적 감각의 3D표현기법이 많아졌다.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남원춘향제의 캐릭터와 봉화송이축제의 캐릭터의 경

우로 친밀감을 높여준다.

라. 컬러

캐릭터 개발에 있어서 사용해도 되거나 사용하면 안되는 컬러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

만 캐릭터가 캐릭터로서 인식되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를 고려한 컬러 설정이 필요하다. 컬

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속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정서나 그 캐릭터의 개성을 

이해한 컬러 선택이 요구된다. 

고채도

많은 컬러 적은 컬러

저채도

[그림 30] 지자체 축제 캐릭터 컬러 분석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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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가 캐릭터의 기본 설정은 아니더라도 시각적 차별성을 주는 요소이므로 캐릭터의 이미

지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컬러 선택이 중요하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대부분이 요소의 원래 컬러나 상징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컬러가 사용되고 있다. 캐릭터의 개성이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그림으로서의 표현에 치중하

다보니 캐릭터로서의 시각적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채도란 색의 선명도, 즉 색의 진하고 엷음을 나타낸다. 캐릭터의 경우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남원춘향제 캐릭터,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의 

경우 고채도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채도의 컬러를 사용한 봉화송이축제 캐

릭터에 비해 도드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2)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현황

(1) 영광 상사화의 이해

수선화과에 속하는 상사화는 세계적으로 20여종이 분포돼 있고 한국, 중국, 일본에만 분포

하는 동북아시아 특산물이다. 상사화는 염색체 크기가 크고 수가 다양하며 구근식물이고 종간 

자연교잡종이 많이 있다.

영광의 상사화 종류 중 석산(꽃무릇)은 약 300만㎡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로 알려져 

있다. 상사화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기존의 군화인 진달래를 상

사화로 변경하였다. 2015년 영광군 관광슬로건으로 '상사화 피는 굴비의 고향'을 선정하여 상

사화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림 31] 영광 상사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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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상사화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고민이던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다. 간절히 빌어 뒤늦게 외

동딸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이는 얼굴이 고울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 그러

던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효심 지극한 딸은 아비의 극락왕생을 빌며 백일동안 탑돌이

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절의 스님은 여인에게 연정을 품게 된다. 귀의한 몸으로 여인에게 

고백이나 할 수 있었을까. 말 한마디 못한 채 끙끙대던 스님은 탑돌이를 마친 여인이 돌아가자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만다. 그리고 이듬해 봄, 스님 무덤가에 어느 풀꽃이 돋는다. 푸른 잎과 

붉은 꽃이 함께 피지 못하고 번갈아 나는 모습에 사람들은 상사화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스님의 절절한 사랑과 닮았기 때문이리라. '이룰 수 없는 사

랑'이란 꽃말을 품은 상사화의 전설이다.44)

(2) 영광상사화축제의 특징과 현황

영광 불갑산의 상사화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마다 9월 중순경에 

축제를 개최한다. 단풍이 물들기 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을 꽃 테마축제로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불갑산에는 7월 중순부터 진노랑상사화가 피기 시작하여 붉노랑상사화, 백양꽃 등 다양한 

상사화 속 꽃이 차례로 피어나며, 9월 중순에는 전국최대의 군락지를 가진 석산(꽃무릇)이 불

갑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활짝 피어나 절정을 이룬다. 이렇듯 영광군에 상사화가 차지하는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상사화'라는 꽃을 주제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사

화 속 식물 모두를 영광군화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45)

영광상사화축제는 2001년 영광불갑산 상사화꽃길등반대회 및 제5회 불갑면민의 날을 시작

으로 2005년 제5회 축제 개최 당시 영광상사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후 매년 꾸준히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44.45) 자료출처. 영광군청 http://tour.yeonggwang.go.kr/tour_fest/?type=view&fe_
type=5&site=tour&mn=1674. 자료검색일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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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는 영광군의 군화인 상사화 종류 중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로 알려진 

석산(꽃무릇)을 의인화 한 캐릭터로서 머리 위의 상사화 꽃잎을 포인트로 전체적으로는 큐피

트의 화살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상사화의 전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날개를 달아 천사의 이미지를 부여해 큐피트의 화살과 함께 사랑을 이어주는 매

개체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사화 이미지가 약해 보인다.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큰 비율과 동글동글한 얼굴, 큰 눈과 표정에서 캐릭터의 특징인 귀여움이 강조되

고 있다. 컬러의 사용은 천사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화이트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포인트 컬

[그림 32]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석이'

(3)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현황

영광군은 2015년 영광 상사화의 관광상품화 및 미래자원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단을 

발족시키고, 상사화류 품종별 군락지 조성, 스토리텔링 테마파크 조성, 교육·전시·체험 및 

판매관을 조성하여 상사화의 산업화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상사화를 군

화로 지정하고 사업단을 발족시키고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사화 군락지로서 매년 상사

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상사화를 영광군의 대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에 반비례하여 영광군 상사화를 연상케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불분명하였다. 영광과 상사

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영광상사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영광상사화

의 캐릭터 개발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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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이

분류 식물형

상징 영광 군화 '상사화'

축제 개최시기 2001년

캐릭터 개발시기 2015년

구성물

주요구성물 상사화 천사

보조구성물 날개, 화살

색채 상사화 상징 '레드', 천사 상징 '화이트'

동세 머리와 신체가 1.5:1의 비율

[표 9]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분석

러로 상사화(꽃무릇)의 컬러인 레드 컬러를 사용해 깔끔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자 했으나 다

소 밋밋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차분하

지만 평면적인 느낌을 주고 천사의 소재를 사용한 것에 비해 율동감이 없고 재미를 느끼지 못

한다. 전체적으로 캐릭터다운 귀여운 느낌의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컬러의 제한적인 사용과 움

직임이 없는 정자세의 동작에서 생동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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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분

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이다. 따라서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후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외 7개 지자체 축제 캐릭터)를 제시하고, 현재 활동 중인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발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단으로써 영광상사화축제 

이미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외 7개)의 경우, 국내 지자체 축제 캐

릭터 디자인 중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 디자인 전공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총 

8개의 사례 선정과 18개 항목의 설문지 문항이 작성 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사항, 국내 지자체 축제 캐

릭터를 본 후 인식도와 호감도, 차별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의 범위는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로 호남지역 거주민

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기능직, 전문직, 디자인관련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일 동안 실시하

였으며 총 23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 중에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설문 30부를 제

외하고 200부의 유효 응답을 통한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

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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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학생

기능직ㆍ단순노무직

자영업

전업주부

전문직

디자인 관련직

기타

100만원 이하

100 ~ 200만원

200 ~ 300만원

300 ~ 400만원

400만원 이상

107

93

22

80

64

34

27

15

42

23

56

11

45

27

34

53

31

55

53.5

46.5

11

40

32

17

13.5

7.5

21

11.5

28

5.5

22.5

13.5

17

26.5

15.5

27.5

성별

연령별

직업별

월평균

소득별

빈도(명) 비율(%)

합 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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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전체 응답자 200명 중 남자가 107명으로 53.5%, 여자가 93명으로 46.5%로 나

타났다. 연령대를 살표보면 20대가 22명으로 11%, 30대가 80명으로 40%, 40대가 64명

으로 32%, 50대 이상이 34명으로 17%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27명으로 13.5%, 

기능직·단순노무직이 15명으로 7.5%, 자영업이 42명으로 21%, 전업주부가 23명으로 

11.5%, 전문직이 56명으로 28%, 디자인 관련직이 11명으로 5.5%, 기타 45명 22.5%

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은 27명으로 13.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4명으로 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53명으로 26.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31명으로 15.5%, 400만원 이상은 55명으로 27.5%로 조

사되었다.

2) 조사결과 및 분석

국내 지자체 축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 중 32명 16%가 매우 그

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75명으로 37.5%, 보통이다라고 답변

한 응답자는 63명으로 31.5%,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명으로 10.5%,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명으로 4.5%로 답변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보통

이다의 답변 비율로 보아 국내 지자체 축제에 대한 인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국내 지자체 축제 인지도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75

63

21

9

16

37.5

31.5

10.5

4.5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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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15명 7.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3명으로 31.5%, 보통이다라

고 답변한 응답자는 50명으로 25%,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4명으로 27%,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8명으로 9%로 답변하였다. 지자체 축제 인지도에 비해 

축제 캐릭터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인지도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63

50

54

18

7.5

31.5

25

27

9

빈도(명) 비율(%)

[표 13]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축제 홍보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

80

58

18

9

17.5

40

29

9

4.5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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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축제 캐릭터가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35명 

1.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0명으로 40%, 보통

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8명으로 29%,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8명으로 9%,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명으로 4.5%로 답변하였다. 국내 지자체 축제 홍보

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에 있어서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해당 축제를 상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32

명 16%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1명으로 40.5%,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8명으로 29%,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2명으로 

11%,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7명으로 3.5%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10배가 넘는 수치로 현재 국내 지자체 축제 캐

릭터들은 해당 축제의 특성과 소재를 기본 바탕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축제 상징성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81

58

22

7

16

40.5

29

11

3.5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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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요소의 중요도

구 분

축제 상징성

이미지(형태)

동작

컬러

146

42

10

2

73

21

5

1

빈도(명) 비율(%)

[표 16]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호감도

구 분

18

24

27

32

43

10

15

31

9

12

13.5

16

21.5

5

7.5

15.5

빈도(명) 비율(%)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아지매’

보령머드축제

‘머돌이, 머순이’

금산인삼축제

‘삼신령, 삼동이’

남원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장성홍길동축제

‘홍길동’

곡성심청축제

‘심청, 심학규’

담양대나무축제

‘대돌이’

봉화송이축제

‘솔봉이, 솔향이’

현재 국내 지자체 축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제 캐릭터 8개를 제시하고 지자체 축제에 있어

서 캐릭터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은 축제 상징성 146명으로 73%, 이미지 

및 형태는 42명으로 21%, 동작은 10명으로 5%, 컬러는 2명으로 1%의 비율로 선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73%의 높은 비율로 축제 상징성을 선택하였으며, 축제 

캐릭터의 여러 요소들 중 해당 축제를 상징하는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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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호감도

구 분

18

24

27

32

43

10

15

31

9

12

13.5

16

21.5

5

7.5

15.5

빈도(명) 비율(%)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아지매’

보령머드축제

‘머돌이, 머순이’

금산인삼축제

‘삼신령, 삼동이’

남원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장성홍길동축제

‘홍길동’

곡성심청축제

‘심청, 심학규’

담양대나무축제

‘대돌이’

봉화송이축제

‘솔봉이, 솔향이’

제시된 8개의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가운데 설문조사 대상의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는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장성홍

길동축제 캐릭터 '홍길동'이 21.5%, 남원춘향제 캐릭터 '성춘향, 이몽룡'이 16%, 봉화송이

축제 캐릭터 '솔봉이, 솔향이'가 15.5%,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삼신령, 삼동이'가 13.5%,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머돌이, 머순이'가 12%,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자갈치아지매'가 9%, 

담양대나무축제 캐릭터 '대돌이'가 7.5%, 곡성심청축제 캐릭터 '심청, 심학규'가 5%의 비율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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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호감도 분석

구 분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고 있어서

디자인이 입체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컬러가 세련돼서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어서

111

58

12

11

8

55.5

29

6

5.5

4

빈도(명) 비율(%)

제시된 8개의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고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디자인이 입체적이

고 활동적이어서가 29%, 컬러가 세련돼서라는 답변이 6%,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가 5.5%,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어 있어서는 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8]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비호감도

구 분

32

63

10

22

8

22

32

11

16

31.5

5

11

4

11

16

5.5

빈도(명) 비율(%)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아지매’

보령머드축제

‘머돌이, 머순이’

금산인삼축제

‘삼신령, 삼동이’

남원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장성홍길동축제

‘홍길동’

곡성심청축제

‘심청, 심학규’

담양대나무축제

‘대돌이’

봉화송이축제

‘솔봉이, 솔향이’



- 59 -

[표 18]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비호감도

구 분

32

63

10

22

8

22

32

11

16

31.5

5

11

4

11

16

5.5

빈도(명) 비율(%)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아지매’

보령머드축제

‘머돌이, 머순이’

금산인삼축제

‘삼신령, 삼동이’

남원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장성홍길동축제

‘홍길동’

곡성심청축제

‘심청, 심학규’

담양대나무축제

‘대돌이’

봉화송이축제

‘솔봉이, 솔향이’

제시된 8개의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가운데 설문조사 대상의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비선호도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호감이 가지 않는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 '홍길동'이 4%,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삼신령, 삼동이'가 5%, 봉화송

이축제 캐릭터 '솔봉이, 솔향이'가 5.5%, 남원춘향제 캐릭터 '성춘향, 이몽룡'과 곡성심청축

제 캐릭터 '심청, 심학규'가 각각 11%,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자갈치아지매'와 담양대나무

축제 캐릭터 '대돌이'가 각각 16%,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머돌이, 머순이'가 31.5%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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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비호감도 분석

구 분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32

77

36

28

27

16

38.5

18

14

13.5

빈도(명) 비율(%)

 

제시된 8개의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비중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컬

러가 마음에 안들어서가 18%,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16%, 다양한 상

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14%,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는 13.5%로 그 뒤

를 이었다. 

 앞서 설문의 지자체 축제 캐릭터 요소의 중요도와 지자체 축제 캐릭터 호감도와 선택의 이

유, 비호감도와 선택의 이유에 대한 질문 결과를 보면,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있어 소비

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해당 축제의 상징성이며, 호감을 불러 있으키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디자인이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며, 동작이 정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캐릭터

이며, 호감이 가지 않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동작이 활동적이지 않은 

캐릭터임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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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9

91

35

24

11

19.5

45.5

17.5

12

5.5

빈도(명) 비율(%)

[표 20] 영광상사화축제 인지도 여부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35

25

83

45

6

17.5

12.5

41.5

22.5

빈도(명) 비율(%)

[표 21]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인지도 여부

영광상사화축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39명 19.5%가 매우 그

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1명으로 45.5%, 보통이다라고 답변

한 응답자는 35명으로 17.5%,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4명으로 12%,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1명으로 5.5%로 답변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영광상사화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62 -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 응답자 200명중 12명 6%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5명으로 17.5%, 보통이다라고 답

변한 응답자는 25명으로 12.5%,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3명으로 41.5%,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5명으로 22.5%로 답변하였다. 영광상사화축제의 인지도

에 비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축제 캐릭터에 대한 우수성에 대

한 물음에 대해서 총 200명의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에 15명으로 7.5%, 그렇다에 40명으

로 20%, 보통이다에 82명으로 41%, 그렇지 않다에 49명으로 24.5%, 전혀 그렇지 않다에 

14명으로 7%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보통이다

의 비율보다 크게 차이가 나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수성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구 분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40

82

49

14

7.5

20

41

24.5

7

빈도(명) 비율(%)

[표 22]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우수성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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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힘든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디자인이 평면

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가 32.6%,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가 24.8%, 타 캐릭터

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가 19.4%,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와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각각 11.6%로 응답해 소비자들은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면서도 입체적이고 활동

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지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구 분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32

42

15

15

25

24.8

32.6

11.6

11.6

19.4

빈도(명) 비율(%)

[표 23]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장애요인

[표 24]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발전 방향

구 분

지자체 축제의 상징성을 강조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

친근한 캐릭터

단순하고 평면적인 캐릭터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캐릭터

102

46

21

21

2

7

51.3

23.1

10.6

10.6

1

3.5

빈도(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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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상사화축제와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자체 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한 캐릭터를 51.3%,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캐릭터를 23.1%, 

독특하고 친근한 캐릭터가 각각 10.6%,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캐릭터가 3.5%, 단순하고 

평면적인 캐릭터가 1%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와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중요 요소나 우수성, 필요성, 호감도 등 모

든 면에서 축제를 상징하면서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캐릭터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분석 결과

본 설문 조사의 결과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30대와 40대 사이의 

전문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남·여의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

다. 설문을 통해 현재 국내 지자체 축제 및 축제 캐릭터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 지역경제

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국내 지자체 축제와 축제 캐릭터에 대한 기존의 인지도에 대해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높은 비

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축제를 떠올리거나 축제 캐릭터 이미지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자체 축제에 비해 축제 캐릭터에 대한 답변 중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축제의 인지도에 비해 축제 캐릭터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

자체 축제 홍보를 위해서는 축제 캐릭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해당 축제를 상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40%를 차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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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요소 중 축제 상징성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맞물려 있다. 결과적으로 축제 캐릭터의 여러 요소들 중 해당 축제를 상징하는 요

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중 호감을 느끼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고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호감이 가지 않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은 어떤 이미지와 상징을 

가지는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긍정적인 관심과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지 알 수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현재 영광상사화축제와 축제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축제는 그렇다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축제 캐릭터는 그렇지 않다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축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인식으로는 호감이 가지 않는 지자체 축제 캐릭

터의 이유에 대한 답변과 같이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것과 축제 상징성의 부족

을 이유로 명확하게 우수한 이미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으로는 호감도와 우수

성에 대한 답변과 연결하여 지자체 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한 캐릭터가 51.3%, 입체적이고 활

동적인 캐릭터가 23.1%의 답변을 얻음으로서 소비자들은 지자체 축제 캐릭터 이미지의 인식

에 있어 단순하고 평면적인 이미지의 캐릭터 보다는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면서도 디자인이 입

체적이고 활동적이며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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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를 부산자갈치축제 캐릭터, 보령머드축제 캐릭터, 

금산인삼축제 캐릭터, 남원춘향제 캐릭터, 장성홍길동축제 캐릭터, 곡성심청축제 캐릭터, 담

양대나무축제 캐릭터, 봉화송이축제 캐릭터의 8개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또한 영광상

사화축제 캐릭터를 같은 조건으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축제에서의 역할과 캐릭터로서

의 이미지 등 시각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와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축제의 홍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축제를 인지하는 것에 비해 축제 캐릭터를 잘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홍보에 비해 축제 캐릭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 중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활용되는 일부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 캐릭터들은 인지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축제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에 대한 우수성 평가 및 호감도와 선택의 이유를 통해 살펴 보

면, 지자체 축제의 특성을 상징하고 있고 디자인이 입체적이며 동작이 활동적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세련된 컬러를 사용한 캐릭터들이었다. 활발한 지자체 시대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 축제들이 생겨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지

금, 축제 캐릭터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캐릭터 디자인 개발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광상사화축제의 경우는 축제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축제 캐릭터에 대한 인지

도는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영광상사화축제의 경우도 축제 홍보에 비해 캐릭터의 개발시

기가 늦고 홍보기간이 짧아 축제 캐릭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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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개발시기가 짧은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축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축제 캐릭터의 이미지 정립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를 상징하

는 요소의 이미지가 약하고 현대적 감각이 부족하며 정적이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조되어 있어 

젊은 층이나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거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의 고전적인 전설을 품고 있는 상사화 캐릭터에 서양 이미지로 인식되는 큐피트 이미

지를 더해 줌으로써 완성된 이미지로의 접근력이 떨어져 자칫 소비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

게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봤을 때,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소비자 관

점에서의 욕구 충족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얻어내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축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광상사

화축제 캐릭터 역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디자인 측면의 아쉬움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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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향

본 논문의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

자인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기억되어 호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

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축제 캐릭터의 핵심 목표를 파악하고 디자인 개발

에 앞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을 상징하는 지

자체 축제 캐릭터를 개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캐릭터를 인식하는 것은 순간이므로 소비자들

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알아보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축제 및 지역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및 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문제점을 바

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인지도 측면에서 볼 때, 축제 캐릭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리뉴얼

이나 디자인 개발 및 다양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시급하다. 더욱이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경우 개발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

들이 캐릭터를 통한 축제의 활성화가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야하나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내 지

자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외부인들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리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캐릭터 디자인이 개발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여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축제 캐릭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단순히 축제 캐릭터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역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을 상징

하는 차별화된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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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캐릭터 우수성 조사와 호감도 조사

에서도 나타났듯이 축제 캐릭터는 해당 지역의 축제를 상징하고 있어야 하고 축제 캐릭터의 이

미지를 소비자들이 한 눈에 인식할 수 있게 알아보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아야 한다.  또한 상

징요소와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

인 시각적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징 이미지 즉 축제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이미지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축제 캐릭터들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평면적이고 정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재에 대한 사

실적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른 디자인적 요소를 무시하고 소재의 사실적 표현에 집중

하다보면 심미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캐릭터 개발에 있어서 이전 방식의 디

자인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3D 표현기법과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느낌의 표현

과 활동적인 동작과 표정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대적이고 트렌

디한 축제 캐릭터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컬러 사용에 있어서도 캐릭터의 특성상 주목도를 높이는 고명도, 고채도의 컬러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여러 의미를 부여하다보면 색상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복잡하고 세련

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특히 컬러에 있어서 담고 있는 의미

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주목도를 높이는 선명한 컬러를 사용하면서도 복잡하거나 촌스럽지 

않고 소재의 상징성에 저해되지 않는 컬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축제 캐릭터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지자체 축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정립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있어서 해당 축제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이미지 도구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캐릭터 이미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려면 디자인적 표현 요소에 있어서도 시대성을 

반영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한번 인식된 디자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법이다. 때문에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이미지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지자체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나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지자체 축

제 캐릭터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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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활용과 유지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축제 캐릭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 어떤 상징 요소나 

홍보 수단보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를 주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디자인 개발 

시 콘셉트에 대한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과 캐릭터 디자인의 선정이 필요하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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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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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지자체가 안정화에 접어 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

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의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축제 캐릭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 축제 캐릭

터들이 조형적 가치가 저하되어 지역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시각적 표현전략으로서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단순히 시각적 요소로서의 캐릭터가 아닌 지

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대표관광상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대적인 감각의 트렌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설문조사가 200명 정도로 한정되어 표본을 추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모

든 항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종류가 매우 다양

하고 넓어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의 대상 소비자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이 

연구에 있어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자체 축제 및 캐릭터와 함께 영광상사화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축제 캐릭

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미흡하나마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 본 후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 8개를 제시하고 호감도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자체 축제의 주제 및 목표를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캐릭터가 축

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축제의 특징 및 목적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지자체 축제 캐릭터는 축제의 주제와 목적을 알리는 상징물로서 소비자들이 캐릭터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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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떤 축제인지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캐릭터의 이미지와 축제의 주제가 

일치되어야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 캐릭터는 해당 축제를 상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축제 캐릭터는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모습과 활동적인 동작으로 개발하여 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며 생동감을 주어야 한다. 다만 조화롭지 않은 여러가지 요

소를 한꺼번에 사용해 접근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축제의 가장 큰 홍보 역할을 하는 축제 캐릭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게 하여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모

습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고, 활동적인 동작에서는 활기차고 재미가 있는 

축제 분위기를 전달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캐릭터가 상징하고 있는 요소나 표

현하려는 스토리가 조화롭지 않은 경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소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평면적인 이미지가 아닌 입체적인 표현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독특함과 시대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평면적인 이미지가 아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입체적이

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평범하고 사실적 표현보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선의 

사용을 줄여 현대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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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로 소비자

들의 설문 분석을 통해 실증 조사한 결과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소비자 설문 조사가 200개의 표본으로 실시된 것과 국내 지자체 축제

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대상 소비자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변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광상사화축제 캐릭

터의 정확한 분야와 타깃인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에 사용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는 8개로 한정되어 있어 보편성을 얻기 

힘들고 소비자의 이해도가 어느정도 높은 상태에서 설문에 답했는가에 대한 한계를 가지며, 

향후 다양한 지자체 축제 캐릭터 사례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의 경우, 개발기간이 짧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정확한 인지도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분석한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전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며, 지자체 축제 캐릭

터 개발에 있어 인지성 및 기억 용이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언을 체계화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축제 캐릭터 개발에 있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관점에서 발

전되며 지속적인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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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연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개개인

에 대한 응답은 학문적인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을 약속 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

상사화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월     일

지도교수 _ 김 남 훈

조 사 자 _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서혜경 드림

설  문  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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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거나 해당사

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기능직, 단순노무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전문직        ⑥ 디자인 관련직            ⑦ 기타(                                    )

4.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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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이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국내 지자체 축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가 해당 축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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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내 지자체 축제 캐릭터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 아지매' ② 보령머드축제 ' 머돌이 머순이'

③ 금산인삼축제 '삼신령, 삼동이' ④ 남원 춘향제 '성춘향, 이몽룡'

⑤ 장성홍길동축제 '홍길동' ⑥ 곡성심청축제 '심청이, 심학규'

⑦ 담양대나무축제 '대돌이' ⑧ 봉화송이축제 '솔봉이, 솔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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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기의 축제 캐릭터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축제 상징성     ② 이미지(형태)     ③ 동작     ④ 컬러     ⑤ 기타

2. 보기의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                                                                                             )

3.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고 있어서       ② 디자인이 입체적이고 활동적이서

   ③ 컬러가 세련돼서       ④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⑤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어서

4. 보기의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                                                                                             )

5.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② 디자인이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③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       ④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⑤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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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영광상사화축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영광상사화축제 캐릭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기의 캐릭터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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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②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③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   ④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⑤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5. 영광상사화축제와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자체 축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② 평면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③ 컬러가 마음에 안들어서   ④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⑤ 타 캐릭터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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