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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캐릭터는 도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도시 문화를 전파하는 데 유
용하다 잘 만든 도시캐릭터는 많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으. 
며 도시의 홍보 모델로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인문 정신을 전파, , , 
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되어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도시에서 도시캐릭터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해 왔지만 도시캐릭터 산업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늦게 시작되었, 
고 기존에 있는 도시캐릭터의 개발수준이나 활용방식에서 좀 더 향상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베이징은 중국 수도로서 경제문화역사를 대표할 수 . · ·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유명 도시와 같이 그 도시만의 대표, 
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을 . 
소재로 한 도시 캐릭터 디자인 연구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는 베이징
의 다양한 문화 및 경제 가치를 캐릭터화함으로써 베이징을 해외에 효과
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리
라 본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이하 메신저의 등장은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Network Service, SNS) 

을 만들며 표현과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의 무한한 확산으로 이. SNS
어지면서 의 메시지는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이성적인 소통과정을 넘SNS
어 감성적인 이모티콘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포토 , , 
그리고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유형SNS
이 다양해졌다 잘 만든 도시캐릭터도 새로운 역할인 마케팅의 특성. SNS 
에 맞는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국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시 활성화에 더욱 높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 , 
발과 이를 토대로 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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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외 중국 한국 일본 의 도시캐릭터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캐릭터가 ( )･ ･

가져야 할 디자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도. 
시캐릭터의 디자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베이징 시
의 도시캐릭터 디자인이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 선행연구에서 도시이미지 및 상징에 대2

한 정의 도시캐릭터와 도시이미지의 관계 정의 및 특성 분석 이모티, , SNS
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캐릭터의 특성분석과 캐릭터의 이SNS
모티콘 활용방식을 고찰하였다 장 사례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 4
도시캐릭터 분류기준에 따라 국내외 중국 한국 일본 의 도시캐릭터의 사( , , )
례를 분석하여 기존의 도시캐릭터가 가지는 디자인적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 상징요소 개발된 도시캐릭터를 활용하여 도시를 홍보하기 위, , 
한 방식과 활용매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장에서. 5

는 본 연구의 대상인 베이징 시의 도시이미지와 도시특성 분석을 토대로 
베이징 도시의 역사 문화 지역 특성 등을 상징요소로 하는 도시캐릭터를 , ,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도시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디자인하여 향. , SNS 
후 베이징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절한 마케팅 방안과 활용방식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 , 6
발된 베이징 도시캐릭터의 디자인 결과 및 이모티콘 디자인을 제시하SNS
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다음은 ,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캐릭터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캐릭터, 

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상징요소의 적용방식 개발된 도시캐릭, , 
터의 활용방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베이징 시의 전통 및 문화요소를 포함하는 투예 징연 도시캐, ‘ & ’ 

릭터 디자인을 통해 베이징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시캐릭터를 개발하였다.
셋째 도시캐릭터 투예 징연 을 이모티콘으로 개발하여 베이, ‘ & ’ SNS , ‘

징 방언 일상편 과 베이징 여행편 을 통해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 ’ . ,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적용과 예를 제시하여 상품 활
용과 시장창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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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근 마케팅의 중요성에 따라 도시캐릭터는 도시 이미지를 , SNS
상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 
향적 도시 활성화의 매개체로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도시캐. 
릭터는 상징성만이 주로 중요시되었으나 현재의 도시캐릭터는 에서 , SNS
효과적인 지역민 소통과 내외부적 홍보가 중시되므로 친밀성을 가지도록 ·
디자인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도시 캐릭터는 대중의 기호를 반영하여 시각적으로 높은 매력, 
을 가져야 한다 조형적으로 우수한 친밀성과 독창성을 가진 도시 캐릭터. 
는 캐릭터의 기호성 상징성 다양성 등 다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 , 
미친다 매력적인 캐릭터는 도시 내의 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 대중들의 . ,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도시캐릭터는 디자인은 해당 도시를 ,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의 구현과 함께 경제적 가치와 시장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에서 주목성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도시캐릭터는 한, SNS
눈에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독창적이어야 하며 표현 소재 표정 의복 소, , , , 
품 등에서 차별된 디자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캐릭터는 디자인과 이름만으로도 해당 도시를 연상할 , 
수 있음과 동시에 상징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도시캐릭터 개발 과정에서 베이징 도시의 지역
적 상징성을 포함하여 캐릭터의 특성과 도시 캐릭터의 역할 고려를 통해 , 
친밀성과 오락성을 중시한 이모티콘과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였다 이. 
를 통해 향후에는 중국 도시 캐릭터들이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고 지역 활성화에 더욱 높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 
기대한다.

주요어 : 도시 캐릭터 디자인 도시 상징 이모티콘 개발 베이징, , SNS , 
학  번 : 201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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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베이징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
제적 위치와 영향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그게 맞게 국제적으로 도시의 ,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 베이징의 경제 문화 역사를 대표할 수 있으며. , · ·
세계 속의 유명 도시와 같이 그 도시만의 대표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한 지역의 특성을 대. 
표할 수 있는 도시 및 지역 캐릭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주로 해당 지역 , 
및 도시의 문화행사나 지역 축제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만 존재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도시캐릭터는 도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도시 문화를 전
파하는 데는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1) 또한 잘 만든 도시 캐릭터는  , 
많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으며 도시의 홍보 모델로 도시, 
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인문 정신을 전파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 , 
양한 산업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되어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

국외에서 도시 캐릭터 디자인은 큰 주목을 받아왔으며 특히 일본 한, 
국 등 국가에서는 도시 캐릭터를 아주 중시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 
에서는 지역 및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도시 . 
캐릭터를 통해 국제 도시의 형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거두
었다 도시 캐릭터는 도시의 이미지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 
제고시켰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양시에서는 고양이를 형상화한 도시 캐. , 
릭터 고양고양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일본, 

1) Chen Si, Research and application of modern city design mascot , 「 」

석사학위논문Guangxi Normal University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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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에서는 도시 캐릭터 개발을 통해 지역 관Kumamoto Kuma-mon 
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2)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나 국제경기에서 이용된 캐
릭터를 제외하면 극소수의 도시 캐릭터만이 개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인기를 얻었다 즉 현재까지 중국의 도시 캐릭터 디자인은 일본과 한국. , 
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을 . 
소재로 한 도시 캐릭터 디자인 연구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는 베이징
의 다양한 문화 및 경제 가치를 캐릭터화 함으로써 베이징을 해외에 효
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리라 본다. 

베이징은 국제 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표적인 캐릭터를 구하고 
있으며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베이징의 특성을 전, 
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의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시 캐릭터 개
발을 통해 도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베이징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 캐릭터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이하 메신저의 등장은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Network Service, SNS) 

을 만들며 표현과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웹 을 기반으로 하는 제 . 2.0
세대 미디어 의 등장으로 표현과 소통의 기회가 비약적으로 확대3 SNS

되면서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텔레비전 미디어의 보급. 
으로 시작한 영상미디어 제 세대는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웹이 1

등장하면서 미디어 제 세대로 이어졌다 그 후 웹 의 등장으로 시작2 . 2.0
된 미디어 제 세대는 텔레비전 퍼스널 컴퓨터 모바일뿐만 아니라 태3 , , , 
블릿 등 손안에 미디어 스마트폰까지 포함하여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 

2) 조윤주 김승인 마케팅을 위한 지역 캐릭터 개발 방안 연구 한국과  , , SNS 「 –
일본 지역 캐릭터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 , Vol.14 No.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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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매체의 변화는 의 무한한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의 메시SNS SNS
지는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이성적인 소통과정을 넘어 감성적인 이모티
콘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포토 그리고 동영상에 이, , 
르기까지 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유형이 다양해졌다SNS .

일본의 경우 지역 캐릭터 온라인 인기 대회 유루캬라 그랑프리 에 , ‘ ’

년 개의 지역 캐릭터가 참여해 약 만 개의 투표를 받으며2014 1,168 2,267 , 
일부 캐릭터는 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외까지는 큰 관심SNS
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지역 캐릭터는 단순히 한 지역만의 . 
홍보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3) 따라서 잘 만든 도시 캐릭터도 새로운 역할인 마케팅의  SNS 
특성에 맞는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도시 심지어 
국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시 활성화에 더욱 높은 영향을 ,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이미

지 홍보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이모티콘 역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시 캐릭터와 이모티콘의 활용, 
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시 이미지 . 
제고를 위해 도시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사례는 개
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 
위해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모티SNS
콘과 연계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양서 한 중 일 도시상징 캐릭터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국 난징시 캐릭터  , · · : 「

디자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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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방법1.2  

본 연구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과 이를 토대로 를 활용SNS
한 이모콘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외 도시캐릭터 사례를 
분석하여 각 도시캐릭터의 특성분류를 토대로 도시캐릭터가 가져야 할 
디자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도시. 
캐릭터의 디자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베이징 시의 
도시캐릭터 디자인이 개발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 , 
발된 도시캐릭터의 활용과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를 통한 마케팅 SNS
전략의 방법으로 이모티콘으로 도시캐릭터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시이미지 및 상징에 , 
대한 정의 도시캐릭터와 도시이미지의 관계 정의 및 특성 분석 이, , SNS
모티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캐릭터의 특성분석과 캐릭터의 

이모티콘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중한일 의 도시SNS . , ( )
캐릭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의 도시캐릭터가 가지는 디자인적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도시캐릭터 개발 대상도시인 . , 
베이징 시의 도시이미지 및 도시 특성 분석을 토대로 베이징 도시캐릭터
를 개발하도록 한다 넷째 개발된 도시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개. , SNS 
발하여 도시캐릭터의 활용과 마케팅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베이징 도시캐릭터의 디, 
자인 결과 및 이모티콘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SNS ,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그림 과 같은 절.  [ 1]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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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연구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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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2. 

도시 이미지 및 상징2.1 

도시 이미지의 관한 이해2.1.1 

도시 이미지의 개념 및 유형1) 
이미지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

생된 것이다.4) 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받은 느낌을 마음속에 그 
리는 것을 뜻한다 도시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투영된 도시의 상. 

이며 사람들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도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 ) , , 像
름의 공간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5) 초기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지 측정 및 구성요인  
도출에 있어서 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였지만 점차 정서적 관점에도 관심, 
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결합하였을 때 이미
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자들은 주장하고 되었으며,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브랜드 국가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 , 
에서 보다 넓게 연구가 수행되었다.6)

이에 도시이미지란 도시와 관련되어 형성된 각 개인의 이미지가 겹쳐
진 결과로서 하나의 공적 이미지 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Public image) . 
각 개인이 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 , 
이미지가 모여 하나의 총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

4)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5) 김형보 이준형 을 이용한 도시이미지요소 산업기술연구 · , Cognitive Mapping , 「 」

지 권, 2007, 21 , pp.27-36.
6) 김한선 한류 및 도시 관광환경이 도시이미지 사후관광행동에 미치는 영 , ·「

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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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현재까지 도시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 1]

다.

연구자 연구 내용

Boulding(1956)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마음의 세계와 경험의 총체적 결과

Lynch(1960)
각 개인의 이미지가 도시와 관련되어 형성된 결과로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공적 이미지

Allport(1979)
이미지의 대상을 사건 사물 등으로 확장시키고 집단에 대한 , , 
이미지가 도시 또는 그 지역의 문화를 대신하여 지역주민 혹은 , 
도시를 대상으로 형성된 것

Kotler(1986)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지역에 대한 일련의 신념으로   
지역이미지를 정의하며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기대하는 
결과로서 야기됨.

박영춘(2002)

도시의 역사성 경관과 함께 그 도시의 매력이 나아가 경정력을 , 
높이는 단서이자 건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그 도시의 
정향성 을 높여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orientation)
안정감을 주며 인간과 도시 환경간의 특정한   교감을 가지는 것.

최기종(2002)
도시가 가진 특성이나 개성 혹은 도시 공간전체에 대한 통일성, 
랜드마크 네온사인 등을 통해 형성, 

고민석(2005)
특정 도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도시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추론된 심리적인 작용 지각 또는 , 
관념의 결과물

김남정(2005)
도시이미지를 도시가 가지는 시설 건축물 자연 도시환경 장소   , , · , 
등으로 구성된 실제적 이미지와 역사성 도시생활 도시 기능 및 , , 
분위기로 상징적 이미지로 구분

표 [ 1 도시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출처 이규상 관광행동유형과 도시이미지에 ] ( : , 「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2, p.29)」

기존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이미지는 연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 

7)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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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고 다른 이미지와 결부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되풀이한다 따. 
라서 도시 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 관리자 도시민 관광객 , , 
등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정보 그리고 대상의 평가척도에 의해 이미, 
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이미지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다룬 연구와 함께 소수의 연구  , 
자들은 도시이미지의 유형화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김남정, (2005)8)은 사람들이 도시라는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종합적이
고 복합적인 삼상 감정 인상이 도시 이미지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적이고 , , , 
복합적인 의미가 도시의 실체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동 연구자는 도시 이. 
미지를 실제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를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유형화[ 2]

하였다.

그림 [ 2 도시 이미지의 유형 출처 김남정] ( : ,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 「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8) 김남정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 , , 「 」

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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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2)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인지된 이미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물

리적 형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Lynch(1960)9)는 도시이미지를 설명
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는 거의 모든 형태의 규모에서 도. Lynch
시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도시설계의 유용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통로 가장자리 지역(Paths), (Edges), 

결절점 랜드마크 로 제시하였다 또한(Districts), (Nodes), (Landmarks) . , 
는 읽히는 도시 읽기 쉬운 도시 찾기 쉬운 도시가 이미지가 선명Lynch , , 

한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 3 도시이미지의 구성 범위 출처] ( : 
한국디자인진흥원도시이미지 개선 사례 모음집, )

Jon Lang(1994)10)는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활동들과 용도 공공시설, 

9)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 』
1960, pp.12-31
10) Jon Lang, Urban design: The American experience , New York, 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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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미적 표현 이용자 관리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소들과 인공재료, 
건축물 광장 장치물 등 및 자연재료 식물 돌 바람 등 로 환경과 관련( , , ) ( , , )

된 구성요소로 도시이미지를 구분하였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2001)11)은 도시이미지의 구성 요소 및 범위를 다

은 그림 와 같이 상징체계와 환경체계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구분하[ 3] , 
였다.
박경렬(2002)12)은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로 경계선 도시 , , 

공원 등 도시 구조적 요소와 기념물 건축물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 도, , 
시의 역사 전통과 같은 문화적 요소 공간환경적 요소와 도시 기능적 요, ·
소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박경애(2004)13)는 국가이미지를 응용하여 경제수준 시민성 보수성, , , 

발전가능성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인이라고 하였다.
고민석(2005)14)은 국가이미지를 응용하여 도시개방화 도시현대화 정, , 

체성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
이상의 도시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다음 표 [

에 나타내었다2] . 

pp.180-192
11)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이미지 개선 사례 모음집 , , 2001, pp.13-89『 』
12) 박경렬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 이미지 구성요인 도출 및 측정척도 개발 , : 「

도시관광상품 개발에 주는 시사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2, pp.7-45」
13) 박경애 국가이미지를 응용한 도시이미지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국지 , : , 「 」

역지리학회지 제 집 제 호, 2004, 10 1 , pp.96-109
14) 고민석 도시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소마케팅 개념을 중심으로 , : , 「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p.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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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Lynch
(1960)

구성
요소 물리적 요소

구성
요인

통로 가장자리 지역 결절점(Paths), (Edges), (Districts), (Nodes), 
랜드마크(Landmarks)

Jon Lang
(1994)

구성
요소

행위와 관련된 
환경요소 자연환경

구성
요인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활동 각종 
공간들의 미적 
표현 이용자 , 
관리

인공재료 건축물 광장 가로경관 공원, , , 
조성

자연재료 돌 식물 토양 바람 태양, , , , 

한국디자인
진흥원
(2001)

구성
요소 문화 상징 환경

구성
요인

무형문화 정서 의식 역, , 
사 전통 관습, , 도 시 대 표   

상징물 안내, ･
홍보 관광, 

공간 교통 시･
설물 테마랜, 
드마크유형문화 지역환경 상, 

품 매체관리, 

박경렬
(2002)

구성
요소 구조적 도시 기능적 상징적 문화적

구성
요인

도로 경계선, , 
도시공원

인구 산업구, 
조 경제발전, 

기넘물 건축, 
물 랜드마크, , 
심벌

역사 전통, , 
생활풍습 축, 
제

박경애
(2004)

구성
요소 경제수준 시민성 보수성 발전가능성

구성
요인

경제적 발전, 
생활수준 경, 
제적 안전성, 
연구수준

친절성 정직, 
성 규범 준수, 

배타성 정체, 
성 시민 정치, ･
적 보수성

발 전 가 능성   
및 잠재력이 
있는 도시

고만석
(2005)

구성
요소 도시 개발화 도시 현대화 정체성 안정성

구성
요인

기업환경 도, 
시 선호도 도, 
시미의 친절도

경제수준 민, 
주화 수준 기, 
술 수준

고 유 문 화   
수준 세계화, 
의 잠재력

치안수준 노, 
사관계 정치 , 
환경

정강지 서 운･
석
(2006)

구성
요소 경제적 여건 삶의 질 사회화수준 자연문화

구성
요인

경제수준 기업,
환경 도시기, 
반시설

생활환경 교, 
육 의료복지, , 
도시안전

시민의식 공, 
공질서

문화견관 환, 
경의 질

표 [ 2 도시이미지 구성요소 출처 김훈 송윤환 도시이미지 결정요인과 도시규모별 ] ( : · ,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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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상징에 관한 이해2.1.2 

도시 상징의 개념 및 유형1) 
도시상징이란 특정 지역 사람들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그들이 오, 

랫동안 공유해 온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자연물이나 인간이 만든 도구. , 
와 행동규범이 스며 있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이해하, 
기 어려운 깊은 의미가 내재해 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 
마음속의 상징체계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 년 수. 
천 년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 내려온 문화의 앙금이기 
때문이다.15) 상징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를  , 
전달하는 매체물이고 하나는 그 매체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의미이다, .

상징은 분류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형성방식에 따라 자연적 상
징과 인위적 상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존재방식에 따라 무형적인 상, 
징과 유형적인 상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황홍섭 은 상징의 존재 . (1997)
양식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상징을 표 과 같이 아홉 가지의 유형으[ 3]

로 분류하였다 언어에는 연설 슬로건 기호 등이 해당하고 행위에는 . / / , 
신호 몸짓 의례와 같은 일상적 행위와 규범적 행위가 있다 상상의 산/ / . 
물은 신화 전설 음악 미술과 같은 것들이 해당하고 관념에는 이데올/ / / , 
로기 신념 태도 가치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된다 인물에는 / / / . 
영웅 성인 위인과 같은 긍정적 인물뿐만 아니라 반역자 악인과 같은 / / / 
부정적 인물도 포함되고 사물에는 깃발 건축물 조형물 자연적 사물과 , / / / 
같은 것들이 있다 사건에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여 자연 재해 정치적 . / 
사태 등이 포함되고 제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제도가 , / / / 
해당된다 그 밖에 국가 도시 군구 별로 존재하는 새 동물 나무 꽃. , , / / / / ·
노래 기 휘장 등이 포함된 지역적인 유형에 따라서 상징이 분류된다/ / .

15) 황홍섭 한국 도시 상징의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Vol.3 No.2, 1997, 「 」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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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양식 종류

언어
말 연설 웅변 대화 논쟁, , , 
글 단어 표어 슬로건 기록, , , 

기호 논리적 기호 수학적 기호 일상적 기호, , 

행위 일상적   행위 신호 몸짓, 
규범적   행위 의례 의식 주술, , 

상징의   산물 신비적   산물 신화 전설 꿈, , 
예술적   산물 음악 미술 공간구성, , 

관념 정치적   관념 이데올로기 준이데올로기, 
비정치적   관념 신념 태도 가치관, , 

인물 긍정적   인물 영웅 성인 국부 위인 애국자, , , , 
부정적   인물 악인 적 반역자 침략자, , , 

사물 인위적   사물 깃발 건축물 조형물 도구 의상 배지, , , , , 
자연적   사물 해 달 별 산 나무 불 물, , , , , , 

사건 역사적   사건 건국 전쟁 발견 발명 혁명, , , , 
극적 돌발적 사건, 자연 재해 정치적 사태 사회적 사건, , 

제도

정치제도 헌법 정당 선거 투표, , , 
경제제도 자유시장 경제 통제 계획경제, , 
사회제도 가족 교육 언론 종교, , , 
문화제도 관습 규범 생활양식 예절, , , 

지역

새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새, ( ), , ·
동물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동물, ( ), , ·
나무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나무, ( ), , ·
꽃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꽃, ( ), , ·

노래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노래, ( ), , ·
기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기, ( ), , ·
휘장 국가 도 주 시 군구의 휘장, ( ), , ·

표 [ 3 상징의 존재 양식과 종류 출처 황홍섭 한국 도시 상징의 분석] ( : , )

또한 도시의 상징은 특정지역에서 공통된 인식으로 그 지역의 다양하, 
고 복잡한 이미지를 결합한 표현물이기도 하다 많은 요소들과 관련된 .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도시상징은 그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무형적 요소를 해석하여 그 
지역의 핵심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도시상징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도시상징을 분류하는 . 
첫 번째 기준으로 유형적 도시상징과 무형적 도시상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유형적인 도시상징은 실제 물건 같은 유형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 
를 연계하는 도시상징물이다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도. , 
시의 유형적 도시상징이다 반면에 무형적인 도시상징은 어떤 보이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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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적인 문화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어 역사 전통 같은 . , , , 
문화적 요소는 도시의 무형적 도시상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도시상징은 발생유형에 따라 인위적 계획이 아닌 스스로 발, 

생하는 자연 발생형 과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개“ ”

발된 인위적 개발형 그리고 인위적 상징과 자연발생적 상징이 혼합되“ ”, 
어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내는 복합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6) 도시의  
주요 구성원은 사람이고 도시의 주요 활동자도 사람이다.

세 번째 도시상징은 표현방식에 따라 소통적인 도시상징과 표상적인 , 
도시상징으로 나누어진다 소통적인 도시상징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활용. 
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과 사람의 교류 이야기. , , , 
여행 공부 등 행위를 통해 얻는 도시상징정보이다 반면에 표상적인 도, . 
시상징은 소통 없이 특정한 행위 장식 토템 등 물건을 통해 알게 되는 , , 
도시상징이다. 

네 번째 강조 유형에 따라서는 의미보다는 상징의 형식 규모 등이 , , 
더 강조되는 상징기표 중심형 과 형식보다는 상징이 가지는 의미가 더 “ ”

중요한 상징의미 중심형 으로 나뉜다“ ” .16) 

다섯 번째 도시상징의 분류는 역사성에 따라 역사적인 도시상징과 현, 
대적인 도시상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도시상징은 오랫동안 역사의 . , 
흐름을 통해 형성되어진 것으로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반. 
면에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 새로운 도시상징을 인위적, 
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따라 도시상징은 내부적인 . ,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 하면 표 . [ 4]

과 같다.

16) 홍군선 도시상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연구 서울시 상징개 , : 「

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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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구분 내용

형태
유형 실재 재하는 실물들

무형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문화요소

발생유형

자연   발생형 스스로 발생하는 자연 상징물

인위적   발생형 인위적인 것으로 개발하는 상징물

복합적   발생형
인위적인 것과 자연 발생적이 혼합되는 경
우

표현
소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전달하는 상징

표현적 기호이나 장식을 통해 전달하는 상징

강조유형
상징기표중심형

상징의 의미보다 기호 형식이 더 강조하는 , 
경우

상징의미중심형 상징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경우

역사성
역사성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상징물

현대성 새롭게 개발하는 도시상징물

대상
외부적 도시 외부적으로 보이는 상징

내부적 도시 내부적으로 보이는 상징

표 [ 4 도시 상징의 유형] 

도시 상징의 중요성 및 구성요소2) 
현대에는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규모의 증가와 함께 도시의 

인구도 점차적으로 혹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가까운 지역에. 
서도 서로간의 소통이나 연락이 어려웠던 상황과는 달리 현대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국가의 개념이 점점 약해
지는 반면 도시의 개념과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지구촌, . 
이라는 배경과 상황에서는 도시간의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마케팅 활동
이 필요하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여 도. 
시상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상징은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가 다. 
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자기다움이다 왜 우리가 도시상징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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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상징은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측면에서 중요하다 도시의 , . 
역사적 유물 전통문화와 풍습 언어 기예 그리고 자연자원은 그 도시의 , , ,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시상징은 그 도시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 
귀한 보물이며 공공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적인 . 
도시상징은 특별해서 타 도시와 차별화 되는 도시상징이 될 수 있다.
둘째 도시상징은 도시 공동체 의식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도시의 정, . 

체성이 살아난 도시는 영혼이 숨 쉬는 도시 그래서 시민이 살기 좋고 ,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는 확실한 도시정체성에 기초해 . 
역사 문화 사회경제 환경 교통 등 모든 것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환, , , , 
경 친화적으로 쾌적하며 경제적으로 생활하기에 좋고 지속 가능하면서 , , 
잘 살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17) 다시 말하면 도시상징을 통해 시 
민들은 원하는 생활공간의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자. 
부심 도시에 대해 안정감과 책임감 그리고 도시 내부의 응집력도 키울 , 
수 있다.
셋째 도시상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도시상징 디자인 개발, . 

의 목적중 하나는 도시를 차별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
는 것이다 도시상징을 통해 도시와 다른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 차별화. 
가 만들어지며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이익을 창출한다 투자자뿐만 아. 
니라 관광객의 시선을 끌 수도 있다 서울시는 년 월드컵 이후부터 . 2002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서울시 상징물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얻고 서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념 서울관광객은 만 명이 넘었고 . 2013 1,000
지출된 경비는 인당 평균 만원으로 나타났다1 141 .18) 도시가 더 유명해지 
면 투자자의 관심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도시상징은 외부적으로 볼 때 흡인력이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 

다 도시상징은 그 도시의 시민들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 , 
시 외부의 사람들은 도시상징을 통해 호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특히. , 

17) 김민수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 , 2009, p.19『 』
18) 안횽성 , “남대문 지고 홍대앞 뜨고 외국인 관광 만 시대1000 ” 중앙일보(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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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는 지식경제 시대이며 인재와 기술에 대해 수요가 증가한다 도시21 . 
상징은 도시와 외부사람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
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상징은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공동, , 
체 의식 형성 경제적 측면 그리고 도시와 도시 외부의 연결고리 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상징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각 도시의 자연적 요소, , , 
인공적 요소 인적 요소 역사전통적 요소 생산적 요소 개 요소들은 도, , , 5

시상징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 하면 표 과 . [ 5]

같다.  

유형 내용

자연요소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지와 초목 푸른 바다 호수 지하자원 등 자연환경의 , , , 
대표 요소

인공요소
경제기반시설 연구단지 산업단지 현대식 호텔 스포츠 레저시설 문화시, , , , , 
설 전망대 케이블카 빈집이나 폐가 등의 인공적 요소, , , 

인적요소
도시 내의 전통기술 지혜 경험 등 내부적인 가치 창출 요소와 외부로는 , , 
운동선수 정치가 등 여러 방면에서 각광을 받으며 도시를 간접적으로 빛, 
내는 도시의 대표 요소

역사 
전통요소

도시에서 내려오는 전설 역사적인 사건 동화 집이 늘어선 거리 전통행, , , , 
사 민속놀이 등 도시의 역사적 전통 요소, 

생산요소 농림업 수산업 축산업 전통공예 특산물이나 토산품 등의 생산적 요소, , , , 

표 [ 5 도시상징의 개 요소] 5

비슷한 자연환경 요소 도시 구성원들의 행동 요소 오래된 역사전통 , , 
요소 복합적 도시문화 요소 등의 모든 요소들은 도시상징의 구성요소가 , 
될 수 있다. 

자연환경 요소는 도시상징의 구성요소 중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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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요소를 버리면 도시의 개념이 없어진다 각 도시는 산이나 식. 
물 같은 자연환경 요소가 지닌 그것이 바로 도시상징이 될 수 있다 많. 
은 중국도시들은 자기 도시의 대표적인 식물을 선택하여 자기 도시의 상
징물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식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 . 
연요소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내고 생성하게 된다.

도시 구성원은 도시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의 상징은 그 도시 . 
시민들의 사고 문화 철학 전통에 의해 빚어진 것들의 결정체로서 상징 , , , 
자체가 사회적 소통의 기능과 상징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성 문화성, , 
경제성까지도 포괄하고 있다.19)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다 도시상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구성원의 행동은 도시가 지닌 독특한 문화적 역사. , 
적 정치적인 이미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상징은 도시 구성원의 행, . 
동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전통 요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언어 문자 역사 등 다른 도시, , 
에 없는 것들을 말한다 역사전통 요소는 가장 차별화 있는 높은 도시상. 
징 요소이다 현재 지구상 여러 역사도시의 대표상징물들은 자연스럽게 . 
형성된 역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로마의 콜로세움 포룸 로마눔 로마. , , 
의 탄생신화에 등장하는 늑대 파리의 에펠탑 모스크바의 크램린 광장, , , 
뉴욕의 자유여신상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베이징의 텐안먼 광장과 , , 
같은 지구상의 여러 역사 도시들의 상징물들은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도시상징은 도시와 도시 내의 시민은 물론이고 도시문화를 담을 수 , 
있는 상징성이 높은 매체로서 특정 단체의 상징 캐릭터로만 한정 짓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 
논의와 관광 홍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던 가운데 도시나 지역 고유의 
문화는 도시 관광의 상품 소재가 되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 
는 각 도시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게 하는 주요한 도시상징 
요소가 되었다. 
 

19) 홍군선 앞서 눈문 ,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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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2.2 

도시 캐릭터의 개념 및 특징2.2.1 

도시캐릭터는 캐릭터디자인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 
문헌에서는 도시 캐릭터를 캐릭터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캐릭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 , 
성격 특징 그래픽적 마크나 알파벳 등의 기호 활자 소설이나 연극 등 , , , , 
극중의 인물 자격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

캐릭터는 개발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캐릭터는 사용목적상 광고캠페인 캐릭터 인물유명. , · ·
인 캐릭터 팬시문구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기업 캐릭터 브, , , , · ·
랜드 캐릭터 이벤트 캐릭터 스포츠 캐릭터 시티 캐릭터 게임 캐릭터, , , , , 
이모티콘 캐릭터로 분류되고 있다 캐릭터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 . 
사례를 표 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 6] [ 4] .

20)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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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캠페인 ·
캐릭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등장한 캐릭터를 말하며 일번적으로 제품과 기업
의 이미지를 손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인물유명인 ·
캐릭터

실존하는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인물 캐릭터를 말한다 스캔. 
들이나 인기도에 의해 캐릭터의 인기가 변하는 단점이 있다.

팬시 문구 ·
캐릭터

팬시 문구희사에서 해당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발된 오리, 
지널 캐릭터로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비해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애니메이션 만·
화 캐릭터

영상 매체 즉 영화나 비디오 그리고 출판만화를 통하여 등장한 캐릭, 
터를 말하며 현재 캐릭터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업 캐릭터
기업을 대표하기 위해서 심벌로 사용되거나 고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캐릭터

브랜드 캐릭터
기업의 한 제품 또는 제품군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
는 캐릭터로 해당 브랜드의 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벤트 캐릭터
각종 이벤트 전시 문화 지역 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효과적인 행사, , , 
의 홍보를 위해   취지와 성격에 맞게 개발된 캐릭터

스포츠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를 위하여 개발된 캐릭터로 이벤트 캐릭터 안에 포함되
기도 하지만 최근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로 의해 독자적인 영역으로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시티 캐릭터
지방자치 단체가 이벤트 행사 및 각종 수익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개
발된 캐릭터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제작된다.

게임 캐릭터
컴퓨터나 기타의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오리지널 캐릭터로 최
근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모티콘 
캐릭터

이모티콘 캐릭터는 커뮤나케이션 MIM(Mobile Instant Messenger) 
환경에서 감정표현과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개성이나 성격이 부
여된 이미지로 자체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지닌 캐릭터로 볼 수 있다, .

표 [ 6 사용목적에 따른 캐릭터의 분류 출처 이정민 이모티콘 캐릭터가 사용자의 ] ( : , 
친숙도에 따라 제품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카카오프렌즈와 라인프렌즈를 :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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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사용목적에 따른 캐릭터의 분류] 

표 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에 따른 캐릭터의 분[ 6] [ 4] , 
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티캐릭터가 도시캐릭터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 
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시티캐릭터를 토대로 도시캐릭터를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캐릭터의 필요성 및 기능2.2.2 

지역이나 도시캐릭터는 캐릭터의 속성인 캐릭터에 의한 차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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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 이미지로 대중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캐릭터 자, 
체가 인격체로서 인지됨에 따라 다른 상징물에 비해 높은 시각적 차별성
으로 해당 도시 시민과 타 도시 시민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 주면
서 지역의 이미지를 통일하여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21)도시캐릭터는 
도시의 성격을 대변하는 홍보활동의 주인공이자 홍보를 돕는 보조적 수
단이기도 하다 이는 도시에 대한 우호적인 호감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 
친근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도시 시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전달 매개체로 도시 시민의 지지와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도시의 특산품 구매나 관광유치를 통해 .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시 캐릭터의 강조되는 ·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능을 토대로 도시 캐릭터는 크게 행사용 . 
캐릭터와 도시의 상징적 캐릭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2) 행사용 캐릭터 
의 경우 행사의 이미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지만 해당 행사, , ·
가 종료됨과 동시에 캐릭터의 존재도 잊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가 많다 반면 도시의 상징적 캐릭터로 활용되는 캐릭터는 도시의 . , 

나 의 일환으로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City Identity)
개발되었다.23) 

기업의 캐릭터가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 소비촉진 효과
를 보는 것과 같이 도시 캐릭터는 해당 도시의 홍보를 위한 전략으로 활
용되면서 도입되었다 기업 캐릭터의 필요성이 상품화를 통한 소비촉진. 
에 있다면 도시 캐릭터의 필요성은 축제 문화제 엑스포 웹 등에 사용, , , , 
함으로써 관광정보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의 이미지 전달과 홍보에 ,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24) 또한 친근한 도시 캐릭터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 

21) 이원아 지방자치단체캐릭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 , , 「 」

위논문, 2005, p.17
22) 이진희 지역캐릭터 관광기념품의 브랜드이미지와 구매의도 간 관계 한 , : 「

국인·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7, 」

p.8
23) 유카리 캐릭터를 활용한 지자체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인 , , 「 」

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혜승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조형요, 2015, pp.14-15; , 「
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pp.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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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도시홍보를 강화하여 도시특산품 등에 캐릭터를 도입하고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의 다각적인 개발로 도시 브랜드로서 부
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도시 시민의 경제적문화적 수준 향상과 함께 도시·
나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25) 도시 캐릭터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적인 효과에 도움이 되 
며 이러한 도시 캐릭터가 갖는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이미지 전달1) 
도시 고유의 유형무형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

미지를 개발하여 다른 도시나 지역의 변별력을 준다 또한 도시이미지와 . 
일치하는 캐릭터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시 시민의 동질감 제고2) 
캐릭터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시 시민의 도시에 대한 애착, 

애향심을 심어주며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호응이 시민의 지지와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도시 시민과 행정기관의 의사 전달3) 
캐릭터는 행정기관과 도시나 지역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산업의 , 

활성화에 따른 복합성을 단순하면서 효과적으로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유도한다.

도시의 홍보4) 
도시캐릭터를 대표하는 상징 캐릭터로서 고장을 찾는 방문객이나 외

국인에게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도시를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 
캐릭터로 하여금 도시를 떠오르게 하는 인지효과의 기능으로 좋은 이미
지를 갖춘 캐릭터는 재방문의 욕구도 느낄 수 있게 한다.

24) 박영송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적용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 , 「 」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0
25) 이원아 앞서 눈문 ,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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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의 활성화5)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의 특산품이나 도시 축제 이, 

벤트를 통한 도시 경제의 발전을 꾀하여 캐릭터 상품으로서 매출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호적 이미지 향상6)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개인의 현장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형성

되기 마련이다 도시를 방문하여 접하는 캐릭터는 개인의 기억 속에 좋. 
은 이미지로 남는다면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것이다.26)

그림 [ 5 도시캐릭터 효과 연결도 출처 황춘필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디자인 활용에 ] ( : , 
관한 연구) 

이모티콘2.3 SNS 

이모티콘의 개념 및 특징2.3.1 SNS 

이모티콘의 개념1) SNS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아닌 인터넷을 통해 인스

26) 김경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홍보에 따른 캐릭터의 효용가치 연구 동아대 , ,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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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터 메신저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등의 것을 이용하여 비언어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다 이모티콘은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 
션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27) 이모티콘은 감정 과 아이 (Emotion)
콘 의 합성어로서 그림의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시(Icon)
각적 기호이다 이모티콘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 , 
래 컴퓨터상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상황 중 이루어지던 것이다 상대. 
방하고 대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하기 힘든 표정 억양 제스처, , 
의 감정을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28)

이모티콘의 특징2) SNS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표정을 볼 수 있고 손동작 신체 동작, , 

뿐만 아니라 참여자 상호 간의 공간 위치와 같은 비언어적 정보도 얻을 ,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컴퓨터. 
를 매개로 하여 문자화된 메시지를 통해 정보교환을 할 경우 비언어적 
메시지를 공유하지 못하여 일부 메시지가 유실되기도 한다 또한 정보 . , 
전달을 수행하는 매체의 한계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가상 환경에서 진행되는 교류활동. 
으로 실질적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 
모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커뮤니케. , 
이션에서 문자화된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가 되고 이모티콘은 비언어, 
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모티콘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첫째 상형성 으로 이모티콘은 다양한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 ( ) . 象形性

29)상형 문자는 원시 그림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 

27) 심이 유료 캐릭터형 이모티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기술 , -「

수용모델을 적용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17, p.8」
28) 이서 이모티콘의 활용 조사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 , : , 「 」

위논문, 2013, p.4
29) 김선진 모바일 메신저의 이모티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국내 해외 대 , : , 「

표 앱 카카 오톡 라인 페이스북 왓츠앱 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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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시각 기호이다 시각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강화시킨 이코티콘은 형. 
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반영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존의 이모. 
티콘에서 나타나는 상형성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정과 상태. 1)
의 형상화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을 통해 표정과 상태를 생동. 
감 있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행동의 형상화이다 행동을 형상화. 2) .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달리다 인사하다. , ‘ ’, ‘ ’, 
나르다 등은 어휘에 붙어 다중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의미에 맞는 자‘ ’ 

신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행동은 위트 있는 대화. 
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사물의 형상화이다 표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 3) . 
문자 이모티콘에 비하면 사물이 형상화된 이모티콘은 더욱 독창적인 특
징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 또한 복잡하다.30)
둘째 사회의 급변으로 인해 가치가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또한 달라졌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이모티콘의 . 
형태와 의미 또한 가변성을 갖게 되었다 가령 최초의 이모티콘으로 여. , 
겨지는  스마일 은 사람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소 짓는 표정‘ ’ 
을 전달하도록 간단한 문장 부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애용되어 사용되
어 왔다 최근에는 동글동글한 사람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 페이스마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귀여운 캐릭터와 움직임을 가미한 이모(facemark) , 
티콘도 등장해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소를 의미하
는 이모티콘도 다양화 및 고도화되어 왔으며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 , 
및 심미적 기준도 변화되어 왔는데 이를 반영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 
령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이모지 이모티콘“ ” (Emoji) 
은 중국에서 웃겨서 눈물이 난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그 “ ” , 
같은 용례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즉시성 을 내포한다 이모티콘은 즉시성을 기반으로 하기 , ( ) . 即時性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생된 정서와 느낌 등 추상적인 감정을 신속

구 제 권 제 호, 14 1 , 2014, pp. 87-96』
30) 문영신 시각적 감성표현 도구로서 이모티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 『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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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보조수단인 이모티콘이 구체화된 이미. 
지를 통해 감정이나 형상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자신의 의도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 , 
장으로 메시지를 보낼 경우 글자를 입력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되는 데 반해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이는 결국 의사소통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며 동일한 시간에 더 많. , 
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효율성을 높
여 준다.31)
넷째 창의성이 있다 이모티콘은 출처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 . 

다 문자 특수 기호 그림 사진 만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 여러 가. , , , , , , 
지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이모티콘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초적인 이모티콘의 제작 기술을 이해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 
이모티콘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발전으로 즉각. , 
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이에 사용자는 더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이모티콘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정을 바탕으로 . 
한 것 외에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모티콘들이 각광받기 시작하였
다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은 다양한 패션 요소를 함축해서 그것 자체로. , 
도 패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모티콘 사용자의 대부분은 젊은 층. , 
인데 그들은 항상 패션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각적인 표현과 상상력 측면을 강화한 이모티콘 사용자는 자신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창의적인 . , 
이모티콘 사용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
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포용성을 내포한다 이모티콘은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더라, . 
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용성을 갖는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배경을 가지는 대화 참여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모티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달과 공감이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기본적으로 상형성을 . 
지니고 있어 타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미지적으로 형상화된 

31) 김선진 앞의 글 , , pp. 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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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상의 이모티콘의 특징을 . 
표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7] .

이모티콘의 특징 상세 내용

상형성1) 
표정 상태의 형상화a. , 
행동의 형상화b. 
사물의 형상화c. 

가변성2) 
심미적 취향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a. .
인터넷 문화의 발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b. .

즉시성3) 
신속하게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a. .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b. .

창의성4) 
이모티콘은 상징성 심미성 독창성이 있어서 그 자체가 예술이, , 
다.

포용성5)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시각
적 이모티콘을 통해 공감이 가능하다.

표 [ 7 이모티콘의 특징 ] 

이모티콘의 트랜드 및 시장 현황2.3.2 SNS 

이모티콘 트랜드 1) SNS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메시지의 그래픽화로 인해 이모티콘이 발전

하게 되었다 년 잡지 에서 인쇄기호로 조합하여 감정을 표. 1881 “Puck” 
출하는 얼굴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그림 이는 인쇄매체에서 이모티콘[ 6]. 
의 첫 등장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쇄기술의 제한으로 인해 널리 퍼뜨. 
리지 못했다 년 미국 스콧 팔먼 교수가 컴퓨터 과. 1982 (Scott Fahlman) 
학전자 게시판에서 기호를 조합해 처음으로 와 같은 표정을 사':-)' ':-(' 
용하였다 그림 이 기호들을 옆면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과 닮은 간결[ 6]. 
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표현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언어적인 , 
커뮤니케이션 중에 메시지 전달의 오차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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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조합된 이모티콘이 그 후에 많은 세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
었다 그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간단한 기호로 조합하여 만든 이모티. 
콘을 넘어 사람 얼굴과 흡사한 표정 이모티콘 으로 발전하였다“ ” .

출처( : http://krang.tistory.com/401) 

출처( : http://sundaybus.tistory.com/73) 

그림 [ 6 잡지에 등장한 최초의 이모티콘] “P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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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웃음표시를 창안해낸 스콧 팔먼 교수좌 과 친구들에게 보낸 이메일 우] ( ) ( )

이모티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화된 이모티콘에서 풍부한 요
소들이 첨가되어 생생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이모티콘으로 발전하였다. 
이모티콘은 시대의 변화를 거쳐 점차 진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
림 과 같이 이모티콘 세대 텍스티콘 세대 그래픽콘8] 1 (text+icon), 2

세대 애니콘 사운도콘 으(graphic+icon), 3 (animation+icon) / (sound+icon)
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 되고 있는 것이다.32) 세대 미래의 이모티콘은  4
인포콘 으로 발전할 예상이다(information+icon) .

그림 [ 8 이모티콘의 진화] 

세대 텍스티콘에서는 주로 키보드의 문자 기호 숫자로 조합하여 감1 , , 
정표현이 이뤄졌다 그림 는 이모티콘 삽입 화면에 보여지는 이모티콘 . [ 9]

32) 이모티콘의 진화 : http://amprists.blog.me/22027123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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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모티콘 세대에서는 텍스티콘 이라 불. 1 ‘ ’

리는 만큼 단순한 기호 사용의 이모티콘이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텍스티콘은 사용자의 문자 입력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준다 따라서 간단한 텍시티콘이 보편적으로 쓰이. 
고 있고 복잡한 텍스티콘이나 인지가 어려운 텍스티콘은 잘 쓰이지 않, 
고 있다.33) 

그림 [ 9 세대 이모티콘 예시출처 이모티콘의 진화] 1 ( : , 
http://amprists.blog.me/220271236801)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의 조합인 이모티콘은 컴퓨터 등 , 
통신 기기의 발달과 그 흐름을 같이 해왔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 , 
인간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
들어 냈다 이모티콘의 그림화 세대 그래픽콘은 다양하고 섬세한 감성. 2

을 전달했다 그림 처럼 세대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기호가 아닌 시. [ 10] 2

각적인 그래픽 이모티콘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그란 얼굴 모. 
양에 감정을 나타내는 그래픽 이모티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웃는 얼. 
굴 우는 얼굴과 같은 표정뿐만 아니라 음식 날씨 교통수단 소품 등 문, , , , 
자기호로 감정을 전달했던 세대 이모티콘과는 달리 한층 감정표현 전달1

33) 안성혜 윤세진 비언어적 감정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의 제작방· , 「
향 제시 상명대학교 한국콘텐츠학회, , 200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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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 이모티콘이 생겨나면서부터 문자 하. 
나하나를 입력 해야 하는 문자 이모티콘에 비해 쉽게 감정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픽 이모티콘은 핸드폰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쓰이지만 . 
거의 메신저를 통해 쓰인다 단순한 문자에서 벗어나 도형에 색과 입체. 
감을 주어 생동감 있게 표현 하였다 페이스 이모티콘은 엽기적이고 우. 
스꽝스러운 표정들도 많으며 과장된 표현으로 감정표현이 더욱 강조 되
고 있다.34)

그림 [ 10 세대 이모티콘 이모지 예시] 2 ‘ ’ 

문자나 기호 등으로 간단하게 표시됐던 이모티콘은 이모지를 넘어 움, 
직이는 애니콘 소리가 나는 사운드콘 (anicon, animation + icon),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soundcon, sound + icon) .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이모티콘
의 사용빈도와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애니콘 사운드콘과 같은 이. , 
모티콘의 발전된 형태는 단순한 감정표현의 수단을 넘어 의사소통의 수
단이 된 것이다 세대 이모티콘은 살아 움직이는 의사소통 즉 이모티콘. 3 , 

34) 공현희 이모티콘의 종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 「 」

회, 2007,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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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캐릭터화로 볼 수 있다 이모티콘이 단순한 이미지 형식이 아닌 애니. 
메이션을 추가한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는 캐릭터로 변화된 것이다 기존 . 
이모티콘에 비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나타내어 타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35)  

현재 이모티콘은 보다 시각적으로 편하고 재미있게 변화하는 추세이, 
다 캐릭터 이모티콘은 사용자들의 성향에 부합한 가장 발달된 이모티콘. 
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36)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라인 이모티콘을 들 수 있다 그림 ‘ ’ , ‘ ’ [

카카오톡과 라인에서 보이는 이모티콘은 각각의 캐릭터들의 특징이 11]. 
있으며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다 또한 단순한 표현과 과장, . , 
된 표현으로 사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재미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림 [ 11 세대 캐릭터 이모티콘 카카오프렌즈 와 라인프렌즈 예시 출처] 3 ‘ ’ ‘ ’ ( :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프로 귀요미들VS , ,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5042621117262700)

35) 김태영 앞서 눈문, , p.10
36) 공현희 이모티콘의 종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 , , 「 」

2007,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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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은 발전하면서 미래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 
즉 인포콘을 발전할 예상할 수 있다.

이모티콘 시장현황2) SNS 
이모티콘 캐릭터는 기존의 캐릭터보다 사용자와 더욱 일상적이고 친

근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수익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캐릭터들이 . KT
지면과 방송 영화 등의 매스미디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 ‘ ’ ‘

어 세대에서 탄생한 반면 이모티콘 캐릭터는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는 ’ , 
퍼스널 디바이스 플랫폼 을 통해 탄생했다는 특성으로 분석했다‘ ’ .37) 과 
거 모바일 폰을 통한 메신저 이모티콘 사용은 단순한 기호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유료인 이모티콘 캐릭터. , 
를 구매할 만큼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마. 
케팅 업체인 미디어 가 조사한 바로는 가 모바일 메신저DMC (2014) 90.8%
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는 로 카카오톡이 92.1%
위를 차지했고 라인이 로 위를 의 이용자가 마이피플을 사1 4.3% 2 , 2.1%

용한다고 답했다.38) 해외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 
모티콘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7) 스마트폰을 뛰쳐나온 카톡개 모바일 메신저 캐릭터 시장 분석 및 전망 - - , 「 」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kt , 2015, p.4
38) 문가영 모바일인스턴트 메신저 이모티콘 특성이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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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한국의 주 이용 모바일 메신저 출처 미디어 보고서] ( : DMC : 
http://app.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1

148.html?related_all, 2015.3.26.)

네이버 라인 과  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 ’ ‘ ’ 
용자의 감정을 전달해주는 각종 이모티콘의 캐릭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매일 억개가 넘는 대화창에서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도 이모. 1 2030

티콘을 활용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39) 한국의 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단순한 기호로 오고 갔(SNS) , “
던 대화 속 감정표현들이 최근 애니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과 사운드콘( )
소리가 재생되는 이모티콘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캐릭터 산업으로 전개( )

되고 있다 며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기 때문에 미국 디즈니나 일본의 ” “

헬로키티처럼 거대한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았다” . 
특히 모바일 메신저 속 이모티콘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
에 키덜트 아이 감겅을 지닌 어른 를 겨냥한 브랜드 매장 ‘ (Kid+Adult, )’ 
수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년 월 일 일분 센다이 지역. , 2015 9 19

에 문을 연 라인프란즈 정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 총 개의 매장을 37

운영 중이며 각 매장의 얼 평균 매출은 약 억원에 이른다 또한 올 초, 10 . 
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캐릭터 체험 테마공원을 개장하였다 네이버 관. 
계자는 지난 월 중국 상하이 매장은 개점 일 만에 만명이 넘는 사람“ 7 3 1

이 방문했다 며 최근엔 라인프렌즈 캐릭터 문구류 뿐 아니라 음료수와 ” “

39) 일자http://www.fws.com/news/201510041655594402 (2015.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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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까지 출시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고 말했다” .40)
중국시장에서 위챗 은 중국 메신저 시장의 년기준(Wechat) 93%(2015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모티콘은 스티커이란 이름으로 카카오톡과는 다, 
르게 모두 무료이다 그렇지만 위챗의 스티커 이모티콘에는 보상 이라는 . ‘ ’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자에게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따샹 이라( )打赏
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그림 는 따샹 보상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 14] ( ) , 
이를 통해 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이모티콘 사용료를 지불3

하였다 년 월기준. (2017 9 )
중국시장은 아직 한국의 카카오프렌즈와 라인프렌즈와 같은 경쟁력 

있는 이모티콘 개발과 관련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에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의 중국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캐릭터 개발과 이SNS 
모티콘의 활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0)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5100416555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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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 무료 이모티콘의 보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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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3. 

서울 한류 투어 인포그래픽 디자인3.1 

서울 한류투어 인포그래픽 디자인 연구 그림 는 서울의 한류 관 을 ( 14) ‘ ’

주제로 한류란 무엇인가 한류가 어떻게 여행 산업을 유도할까 한‘ ?’, ‘ ?’, ‘
류 관광의 발전 여행자들이 원하는 한류관광상품 한류관광의 부족한 ’, ‘ ’, ‘
점 등에 대한 문제를 토대로 도시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 및 문화 컨텐’ 
츠에 대해 여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다 동 디자인 연구를 통해 서울을 여행하고자 하거나 방문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
들이 한류 관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
다 동 연구는 한류 관광의 중심인 도시 서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도시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와 한류 문화컨텐츠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
행객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서울만의 특별한 한류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의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식 관광홈페이지. , 
에서 제공 및 추천하는 다양한 한류 관광코스를 적절히 디자인에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한류투어 인포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서울에 분포. 
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어 서울의 주요 장소와 문화컨텐츠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 디자인에 소개된 추천코스들을 적절히 조합. 
한다면 여행객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여행 테마를 만들 수도 있어 여행객
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디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 한류 투어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나타난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추천 여행에 대한 정보를 , K-Pop, K-Drama, K-Star, K-TV 

등 가지 코스들로 순차적으로 나열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Show 4 , 
할 시각화를 고민하였다 한류 관광코스들을 별자리를 메타포로 삼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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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각 경로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한류 스타들을 연상시킨다. .
순차적 정보의 표시를 위해서는 선형으로 구성된 경로를 원형으로 변

경하였다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별자리가 수 놓인 밤하늘을 보며 여정을 .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지하철 접근 가이드라인 그림 을 제시하였다 위치 표시의 내부에( 15) . 
는 근접한 지하철의 대표색으로 채우고 자 순서로 경로를 표시한다, Z . 
실제 경로에서는 배경색 대신에 글자색을 지하철 대표색으로 설정하여 
여러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따라가기 쉽게 구성하였다. 

그림 [ 14 한류관광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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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 한류관광 지하철 가이드라인 ] 

지하철 가이드라인을 밤하늘의 별자리와 함께 적용하고 주제별로 한
류 관광 유형을 덧붙여 소개하였다 최종적으로 하단의 정보 창에는 한. , 
류의 관광 유발 효과와 의의 관광 상품의 유형 관광객들의 희망 경험, , , 
불편 사항들을 나열하였다.



- 41 -

그림 [ 16 한류 투어 인포그래픽 디자인] 

중국전통 장난감 투얼예 캐릭터 디자인3.2 ‘ ’ 

중국전통 장난감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가장 기본
적인 심미관과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통문화와 같이 전. 
통 장난감도 생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 
람의 심미적 경향과 기호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기호에 . 
맞게 만들어진 장난감으로 인해 전통 장난감은 현대인들의 기억에서 사
라지고 있다 투얼예는 베이징에서 대표적인 전통 장난감이며 베이징의 .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투얼예에 나타난 전통 특성을 . 
계승하고 새로이 디자인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투얼. 
예는 아이들의 장난감이었고 지금은 노인들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물
건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아이들은 투얼예에 대한 추억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투얼예는 다양한 현대 장난감에 의해 대체되었고 시장 경쟁. 
력을 잃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투얼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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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투얼예는 중국전통 아동 장난감으로서 오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

으며 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얼예의 전통적디자인 특성을 연. 
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와 미래의 트랜드에 맞는 투얼예 케릭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얼예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은 중. 
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넒히고 새로운 이익과 가치 창출에, 
도 기여할 수 있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투얼예 캐릭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 17 로고] Mr.Tuye 

투얼예는 토끼가 타고 있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그 상징성이 다른다. 
그러므로 투얼예의 전통과 상징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탈것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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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다만 기존의 탈 것인 코끼. , 
리 호랑이 모란 꽃 박 과일 등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하며서 탈것의 디, , ( ), ( )
자인을 좀 더 과장되거나 재미있게 현대의 교통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

그림 [ 18 투얼예 캐릭터 및 탈것 디자인] 

그림 [ 19 스테이셔너리] Mr.Tuye (Statio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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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4. 

도시 캐릭터의 사례 연구4.1 

본 장에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에 대해 현재 국내외 도시 
캐릭터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로는 중국 도시캐릭. 
터를 국외 사례는 도시캐릭터 산업이 활발한 한국과 일본의 도시캐릭터, 
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캐릭터 분석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지 기준에서 국내외 도시캐릭터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3 . 
에서 도시캐릭터 분석 시 적용된 분류기준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다. 
첫째 해당 도시 캐릭터의 일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 . 

캐릭터의 일반현황은 메인캐릭터와 서브캐릭터 유무와 이미지를 정리하
였으며 이외에 도시캐릭터의 이름 유형 배색 머리와 몸의 비례 응용, , , , , 
동작 스토리텔링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둘째 도시캐릭터의 디자인은 도시이미지와 도시상징의 활용이 중요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캐릭터는 도시 상징요소가 어떻게 활용. ,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상징요소를 기본적, 
인 조형요소와 보조적인 조형요소로 분류하여 도시캐릭터 사례를 분석하
였다. 
셋째 도시이미지 및 도시상징을 활용하여 개발된 도시캐릭터의 활용 ,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때 도시캐릭터의 활용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 
으로 분류하여 도시캐릭터의 활용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오프라인은 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기념품 교통수단 등에 대한 활용, , , ( ), , ·
여부와 온라인은 웹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활용되는지를 조사, ,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캐릭터 사례분석을 위해 각 도시캐릭터의 일반. 
현황과 도시상징요소의 이용 도시캐릭터의 활용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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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준을 다음 표 에 나타낸다[ 8] .

도시 
캐릭터

이름 캐릭터의 이름
메인캐릭터 메인캐릭터 상황
서브캐릭터 서브캐릭터 상황

유형 캐릭터의 유형 인물 동물 식물 인공물 자연물( , , , , )
배색 베색 상황

비례 머리 몸( : ) 캐릭터의 비래
응용동작 응용동작 상황

스토리텔링 캐릭터의 스토리텔링 상황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캐릭터의 기본적인 조형요소와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보조적인 요소
캐릭터의 보조적인 조형요소와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나는 ·

상황
포스터 포스터에서 활용 상황
광고 광고에서 활용 상황

애니메이션 방송( ) 방송에서 활용 상황
기념품 상품화 상황
교통수단 대중교통에서 활용 상황

온라인
(online)

웹 웹에서 활용 상황
앱 앱에서 활용 상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서 활용 상황SNS

표 [ 8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례 분석 기준] 

국내 도시캐릭터4.1.1 

현재 중국의 도시 캐릭터 시장은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 
역에서 도시캐릭터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캐릭터의 확립은 미래, 
에 중국의 도시 아이덴티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 
근 몇 년간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캐릭터 사업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늦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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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기존에 있는 도시캐릭터의 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 , . 
중국 국민들의 도시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 
전국의 도시캐릭터를 고려하더라도 사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
로 도시캐릭터에는 속하지 않지만 지역캐릭터와 같은 작용을 하는 중요, 
한 행사에 사용되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대상이 되는 중국의 도시캐릭터로는 우시 시 의 아복1) ( ) ‘ (无锡 阿
과 아희 지서우 시 의 지와 상하이 시)’ ‘ ( )’, 2) ( ) ‘ ( )’, 3) ( )福 阿禧 吉首 吉娃 上海

의 르르 항저우 시 의 태드 샤먼 시 의 샤‘ ( )’, 4) ( ) ‘ ( )’, 5) ( ) ‘乐乐 杭州 泰德 厦门

먼묘 으로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지역 및 도시캐( )’ 5夏萌猫
릭터로 여기지는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우시 시1) 1. ( )无锡

년 우시 시는 우문화 축제에서 도시의 새로운 도시상징 2008 ( ) 吴文化
캐릭터를 발표하였다.41) 복만우시 희락인간 이라 “ , ( )”福满无锡 喜乐人间，
는 주제로 개발된 우시 시 도시상징 캐릭터인 아복 과 아희 는 전( ) ( )福 禧
통 민간 흙인형 금동옥녀의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아복과 아희의 일반적. 
인 디자인 현황을 살펴보면 머리 스타일은 고대 사회의 민족 특색을 나, 
타내며 앞치마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므로 도시캐릭터의 이름을 , 
홍보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외형은 귀여운 모습으로 친근하고 검박한 . 
수향 문화를 전달하고 있다 배색은 포화도 높은 색깔을 이용하고 ( ) . 水鄉
붉은색과 녹색을 통해 그들의 성별을 구분했다 그러나 로 표현된 캐. 3D
릭터는 입체감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토인형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 
기 때문에 차별성이 약하디 캐릭터의 비율에서 있어서는 머리와 신체의 . 
비례가 비슷해서 귀여운 느낌을 강조하여 아이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충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캐릭터의 활용방식에서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활용되었으며 문화관, 

41) 우시일보 
http://www.wxrb.com/365/2008wwhj/2008wwhj_bd/200804/t20080410_236409.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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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축제와 도시홍보 행사에 많이 활용되었다 온라인에서는 활용된 사례.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캐릭터

이름 우 아복 좌 아희: ( ), : ( )阿福 阿禧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물형

배색

비례 머리 몸( : ) 1:1
응용동작 없음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민간 전통 예술 점토 인형‘ ’ 
중의 금동옥녀

보조적인 
요소

중국 길상 문자 ( )吉祥
시 와 부 각자 ( ) ( ) 禧 福

이름으로 옷에 붙어 있음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포스터 없음
광고 없음

애니메이션 방송( ) 없음
기념품 점토 인형 기념품이 있음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중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없음

표 [ 9 우시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无锡

사례 지서우 시2) 2. ( )吉首

지서우 시 는 후난성 샹시투자족 묘족자치주 ( ) ( ) (吉首 湖南省 湘西土家
의 주부 소재지인 현급 시로 원수 유역 중부에 ) ( ) ( ) 族苗族自治州 州府 沅水

위치해 있다.42) 년에 행복을 주제로 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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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우 시의 자연을 컨셉으로 한 도시상징 캐릭터 지와 를 개발하‘ ( )’吉娃
였다.43) 지와는 지역의 특별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 

캐릭터의 일반현황과 상징요소를 살펴보면 캐릭터의 머리는 묘족의 , 
묘북 형태를 형상화했다 캐릭터 몸에 있는 로고는 지서우 시의 한( ) . 苗鼓
자이름 길 자 형태를 본 따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양이 있는 스( ) . 吉

카프는 샹시의 유명한 전통 채색 견직물을 참고하여 형상화하였으며 스, 
카프는 중국어에서 웨이보 와 발음이 비슷하여 커뮤니케이션 상“ ( )”微博
징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배색은 산의 녹색 강의 푸른색 그리고 묘북의 . , 
황색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각각의 색상이 상징하는 의
미하는 바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일관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색상의 , . , 
순도가 낮음으로 인해 캐릭터의 깨끗하고 귀여운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
였다 디자인 측면에서 지와 는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로는 적절. ‘ ’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캐릭터의 활용방식은 주로 신문이나 시청의 . 
홈페이지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홍보를 위한 , 
활용은 다양하게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네이버 지식백과
43) 뉴스sina : http://hunan.sina.com.cn/city/gdyw/2012-08-17/30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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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지와( )吉娃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공물형

배색

비례 머리 몸( : ) 1:1.5
응용동작 없음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샹시 묘족 전통 악기 
묘북 의 요소를   “ ( )”苗鼓
이용해서 지역문화와 
인문풍속을 표현함

보조적인 
요소

지서우 시의 logo

지서우 시의 청산녹수와 
협곡 상징함

샹시의 유명한 전통 채색 
견직물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포스터 없음
광고 없음

애니메이션 방송( ) 없음
기념품 없음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중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없음

표 [ 10 지서우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吉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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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하이 시3) 3. ( )上海

상하이 시 는 년에 도시 관광홍보에 위해 도시 캐릭터 르르( ) 1998 ‘上海

를 개발하였다( )’ .乐乐 44) 르르 는 꽃사슴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과거에 해 ‘ ’ , 
당 지역은 토지가 비옥해서 사슴을 번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꽃사슴
이 유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캐릭터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에서 . 
즐겁다 의 발음은 즐거운 사슴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꽃“ ( )” “ ( )” , 快乐 快鹿

사슴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상하이의 방언과 관련이 많은 언어적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르르 캐릭터는 .  [ 20] , ‘ ’ 

년에 개발된 이후로 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된 디자인이 발표되1998 2017

었다 이러한 디자인적 변화는 매년 상하이의 관광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 
것으로 조사되었다 르르의 색상은 주황색을 통해 활발한 사슴의 느낌을 . 
표현하고자 하였다. 

년에는 이모티콘으로 개발되어 온라인에 공개되었는데 이전2015 SNS , 
에 비해 몸의 비례가 기존의 머리와 몸의 비율이 에서 로 변화하1:2 1:1

고 이미지는 더 귀엽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디자인이 수정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된 도시캐릭터를 통해 도시 홍보를 위한 활용방. 
식에서 이모티콘의 등장을 의미하며 중국 내에서 좋은 시범 역할SNS , 
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5-09/74689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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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르르( )乐乐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 머리몸( : ) 1.5: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상하이 쑹장구는 
용성 이라고 부름( )茸城
엣날에 쑹장구의 토지가 

비옥해서 사슴을 번식하기에   
적합한 것이라서 꽃사슴이 

유명함
보조적인 

요소
없음

도시 
캐릭터

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포스터 홍보 포스터
광고 없음

애니메이션 방송( ) 없음
기념품 없음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상하이 여행관광구 홈페이지 

활용중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르르의 이모티콘은 에서 SNS

활용하고 있음

표 [ 11 상하이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上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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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0 상하이 도시 캐릭터의 변화] 

사례 항저우 시4) 4. ( )杭州

년 월에 정상 회2016 4 “The Value Of Animation To A City Brand” 
담이 항저우 창의디자인센터에서 열렸으며 항저우 시는 도시 캐릭터 태, ‘

드 를 공개하였다( )’ .泰德 45) 태드 는 첸탕장 지역에 살고 있 ( ) ( ) 泰德 钱塘江
는 해오라기를 의인화하여 캐릭터로 디자인되었다 외형은 미소짓는 표. 
정을 매우 귀엽게 표현되었으며 머리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 젊은, 
이들에게 친근하도록 디자인되었다 파도 문양의 야구복을 입은 것은 첸. 
탕장 해변가의 웅장한 파도 장면을 연출하는 동시에 도시홍보를 위한 도
시상징 요소이다 캐릭터의 응용동작을 통해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 
작을 통해 도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캐. 
릭터의 색상은 파란색을 통해 물을 상징하고 물은 생명의 근원임을 은연 
중에 드러내도록 상징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입술을 노. 
란색으로 처리하여 해오라기의 부리를 형상화하였으며 체형의 비율에서, 

45) http://www.hangzhou.gov.cn/art/2016/4/29/art_812254_6906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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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리가 크게 디자인되어 귀여우면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캐릭터의 활용방식에는 항저우 시는 태드를 개발한 이후에 온라인 시(

청 웹사이트 이모티콘 과 오프라인 신문이나 기념품 을 통해 적극, SNS ) ( )
적으로 도시캐릭터 태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캐릭터

이름 태드( )泰德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머리몸( : ) 1.5: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주인공 태드는 침착하고 진중하는 아빠 상냥하고 친절한 , 
엄마와 활발하고 귀여운 여동생이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
다 일가 네 식구가 세계를 느비며 거소를 찾고 있다 마지. . 
막으로 아름다움 항저우 첸탕장 강변에 정착했다.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항저우 시 첸탕장( ) 钱塘江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해오라기

보조적인 
요소

청춘과 활력을 상징하는 
헤드폰

옷의 그림은 첸탕장의 
파도를 상징하고 태드의 

소속을  명시함

표 [ 12 항저우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杭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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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포스터 없음
광고 없음

애니메이션 방송( ) 없음

기념품 관련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음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시청 웹사트에 홍보하고 있음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활SNS 
용하고 있다

항저우 시 캐릭터 사례 분석 계속( ) ( )杭州

사례 샤먼 시5) 5. ( )厦门

캐릭터 샤먼묘 는 년 월에 샤먼 시 에서 개발하였“ ( )” 2016 6 ( )夏萌猫 厦门

다 샤먼을 상징하는 캐릭터로서 도시 이름의 비슷한 발음과 귀여운 모. 
습을 주목을 받았다.46) 샤먼 시는 고양이의 섬 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 ”

도시의 어느 장소에서나 고양이들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도. 
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샤먼 시에서는 고양이를 도시를 대표하는 캐
릭터로 발전시켰다. 
샤먼묘의 색상에 있어서 상징요소를 살펴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 

용해서 따뜻하고 편한 느낌을 주며 노란색은 샤먼 시의 햇빛과 모래밭, 
을 대표하고 빨간색은 부겐빌레아 꽃의 색상을 의미하는 상징요소이다. 
동 캐릭터는 와 를 통해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가지도록 디자인되2D 3D
었다 도시캐릭터로 개발된 이후에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샤먼묘는 표 그림 에서 . [ 13], [ 21]

보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 
성공적인 도시캐릭터로 평가 받고 있다.

46) http://xm.fjsen.com/2016-06/25/content_180614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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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샤먼묘( )夏萌猫

캐릭터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머리몸( : ) 1: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샤먼묘는 자기가 지향하는 인류세계를 와서 친구와 같이 기
묘한 탐험을 시작하였다.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샤먼 시에 공양이가 많아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고양이   

형상을 선택함

보조적인 
요소

샤먼묘의 귀는 샤먼 시를 
대표하는 꽃 부겐빌레아

도시 
캐릭터
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포스터 홍보
광고 홍보광고 비디오등 많음

애니메이션 방송( ) 비디오방송에서 나타남

기념품 샤먼묘 기념품 가게에서 상관 
문화제품 판매중

교통수단 샤먼묘 주제 자동차쇼 버스등，

온라인
(online)

웹 샤먼묘 브랜드 웹사이트 홍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홍보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S)
웨이보 페이지 이모티콘을 , SNS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표 [ 13 샤먼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厦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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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1 샤먼묘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국외 도시 캐릭터4.1.2 

한국 1) 
한국은 년대 후반부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나 도시1990

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징캐릭터를 개발했다 각 지역과 . 
도시가 차별화된 이미지를 활용한 상징캐릭터를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과 
외부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도시의 가치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는 다양한 도시캐릭터들이 개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개발 중인 것
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 
서울특별시 경주시 고양시 부천시 제주특별시의 도시캐릭터를 대상으, , , , 
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서울특별시(1) 1. 
서울특별시는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제고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 등과 관련된 서울의 상징물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의견 , , 
수렴을 거쳐 년에 해치 를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표하2009 ‘ ’

였다.47) 해치는 서울의 년 역사와 함께한 전통과 문화이미지가 있는  600

상상의 동물이다 서울 시민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꿈과 희망 그리고 행. 

47)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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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주는 감정을 지니 해치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탄생했다. 

해치 캐릭터는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치에게 어울리
는 색 중 하나인 황금색을 토대로 캐릭터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 형
성에 용이한 은행 노란색과 꽃담황토색을 사용하였다 해치는 전체적으. 
로 노란색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이는 노란색은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 중 , 
중앙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의미하며 직관 포용, , , 
풍요의 색으로서 뛰어난 분별력과 밝고 따뜻하며 인자한 성격 꿈을 이, 
루어 주고 복을 주는 해치의 능력을 표현하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요소이다 또한 꽃담황토색과 고궁갈색은 조선시대부터 민. , 
가 길가 궁궐 등 도시곳곳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했던 해치의 역사성을 , , 
표현하는 상징요소이기도 하다.48)

해치는 다양한 동작을 가진 서브캐릭터도 존재하는데 이는 일상생활, 
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들도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의 
홍보에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다.

해치의 활용방식은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으로 오프라인온라인 모·
두에서 활용도가 높다 온라인에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함. , 
께 현재 서울시가 개발된 앱 중에 서울 앱 다산콜셑터 앱 그, “ 119” , “120 ” 
리고 말하는 해치 앱 등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년 월에 “ ” . , 2010 7

에서 기획된 애니메이션 내 친구 해치 를 통해 활용된 바 있SBS TV < >
다 오프라인에서는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기념품 샵을 운영하고 있고 특. , 
정한 행사 동안에는 해치의 조형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를 방문. 
하는 관광객을 위해 제작된 관광안내서에도 해치가 활용된 지도를 볼 수 
있다. 

48)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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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해치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유형 상상형 동물

배색
비례머리몸( : ) 1: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서울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동해물과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기를 받아 탄생한 해치 임무교대를 받기 위해 년 임, 100

기를 마친 청해치를 찾아간다 그러나 청해치는 엉뚱한 임. 
무만 내리고 혈기왕성한 해치는 서울을 해하려는 마물과 , 
싸우다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 
여기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상태의 해
치는 본능적으로 경복궁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새봄이네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해치 주. 
변에서 끊이질 않는 사건과 사고들 이를 겪으면서 해치는 , 
진정한 의미의 꿈과 희망 용기 사람을 알아가며 점점 성, , 
장해가고 서울을 지키고 서울의 수호수로 거듭난다.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큰 도롱뇽은 국가 급 보호2

동물이고 주요 서식지가 장
자제

보조적인 
요소 없음

표 [ 14 서울특별시 캐릭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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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애니메이션 내 친구 SBS <
해치>

기념품 해치서울 전문판매점안에 
해치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해치로 새단장 서울 

시티투어버스 택시등, 

온라인
(online)

웹 서울시청 홈 페이지 활용중
앱 다산콜센터 등 개 앱을 120 3

활용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치 페이스복 페이지 

활용중

서울특별시 캐릭터 해치 사례 분석 계속( )

그림 [ 22 해치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사례 경주시(2) 2. 
년에 경상북도 경주시는 역사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2003

왕조의 위엄과 지혜 예술혼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의 기상과 진취성을 , , 
나타낸 캐릭터 금이와 관이 를 개발하였다 신라시대의 역사적 측면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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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측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왕과 왕비를 캐릭터 상징요소로 설정하
였다 찬란한 문화를 가진 경주의 과거와 현대를 이끌었던 왕과 왕비의 . 
모습을 통해 경주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 
자인했다 캐릭터의 복장은 귀족적인 무게와 우아함 그리고 그만의 독특. , 
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캐릭터의 빛나는 눈빛에서는 신라인의 총
명함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배색부분은 자색과 . 
비색의 조화를 통하여 신라 문화의 귀족적 우아함과 섬세함을 표현 하였
다.49) 경주의 천년 문화를 담아 경주시민의 진취성을 보여 주려는 목적 
으로 제작된 관이와 금이의 다양한 형태와 동작을 나타내며 응용형태도 
많다. 

캐릭터는 오프라인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오프라인 경. ·
우에는 행사 축제 때 홍보하고자 하는 조형물과 기념품 판매를 통해 활
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지 그리고 . 
경주탐험대 라는 앱 게임에도 주요 캐릭터로 활용되었다“ ” .

49) 경주시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도시 
캐릭터

이름 관이좌 와 금이 우( ) ( )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물형

배색

비례머리 몸( : ) 1:1

응용동작

표 [ 15 경주시 캐릭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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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3 관이와 금이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 사례 고양시3) 3. 
고양시는 년 월에 로고를 단순하게 고양이 로고로 사용하2012 11 SNS 

면서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고양시의 상징 캐릭터로 자리잡, 

스토리텔링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왕과 왕비를 주제로 함으로써 
경주의 찬란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된다.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금관을 착용한 신라의 왕과 
왕비

보조적인 요소 없음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없음
기념품 금이관이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경주시청 홈 페이지 활용중
앱 경주탐험대 앱 게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지 활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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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게 되었다 고양시 캐릭터로 고양고양이 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 ‘ ’

고양시 지역특색에 있다 년부터 시작된 일산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 1992
인구증가로 거주 시민에게 까지도 일산이라는 도시브랜드가 고양시 브랜
드 가치보다 훨씬 앞서갔다 시에서는 고양시 브랜드 가치 확보가 무엇. 
보다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고 고양이 캐릭터의 고양 이 캐릭터 선정 , ‘ ’

사유가 되었다.50)
고양고양이는 캐릭터의 이름대로 고양이를 소재로 제작된 도시캐릭터

이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의 귀여운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고. . 
양고양이는 각종 상황에 맞는 응용동작이 종 넘게 개발되어 애니150 3D 
메이션 제작에도 활용되었다 특히 동 캐릭터는 고양고양이가 말할 때 . , 

다는 고양 다옹 등 고양이체와 같은 소리를 부여해 기존의 “~ ”, “~ ” SNS 
이모티콘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양고양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없지만 탁월한 운영SNS 
에 힘입어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캐릭‘ ’ , 
터는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의 측면에서 활용·
도가 높다 오프라인 경우에는 국제고양꽃박람회 조형물 인형탈 등에 활. , 
용되었고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고 버스 택시등 고양고양리이 나, 
왔다 온라인에는 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지에 활용되고 . , , 
있으며 고양시 통합앱 고양 택시 앱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 . 

50) 고양시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도시 
캐릭터

이름 고양고양이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동물형

표 [ 16 고양시 캐릭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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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

비례머리 몸( : ) 1.5: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고양시와 이름이 일치하는 
고양이

보조적인 요소 없음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관광 축제등 애미메이션 , 
홍보

기념품 다양한 고양고양이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버스 택시등 고양고양이 , 
나왔다.

온라인
(online)

웹 고양시청 홈페이지 활용중
앱 고양시통합앱 고양   , 

택시등 앱 주인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지 페이스복 , 

페이지 이모티콘 , SNS 
활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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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고양고양이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사례 부천시(4) 4. 
부천시는 년 월에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미디2014 11 , 

어용 캐릭터 부천핸썹 을 선보였다 부천핸썹은 손 모양의 캐릭터로 손‘ ’ . , ‘
을 들어 함께하자 는 뜻의 이 부천 과 발음이 비슷’ ‘Put Your Hands Up’ ‘ ’

한 데에서 힌트를 얻어 탄생했다.51) 이 캐릭터는 부천시의 공식 계 SNS 
정 방문객을 배 가량 늘렸으며 이모티콘으로도 활용돼 부천을 널리 18 ,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손 동작을 바탕으로 제작한 부천핸썹은 액티브하고 자유로운 젊은 세

대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젊은 부천을 상징하고 있다 부천핸썹은 스냅. 
백과 런닝을 입고 힙합의 손동작을 연상시키는 머리 등 힙합 스, Peace 
타일로 힙합을 컨셉으로 해썹 했어 있썹 있어 등 썹 ㅆ어 어미로 ‘ ( )’, ‘ ( )’ ‘~ (~ )’
각운을 맞춘 말투와 상황별 다양한 표정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핸썹은 온라인으로 블로그와 트위터[ 17] , , 
페이스북 등 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신문 포스터 광SNS , , , 
고 애니매이션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51)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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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부천핸썹(Bucheon Hands up)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공물형

배색

비례머리 몸( : ) 1: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발음이 ‘put your hands up’

부천의 발음과 비슷함으로 손 
모양의 캐릭터를 디자인함

보조적인 요소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를 붙어 ‘BUCHEON’
있는 힙합스타일 스냅백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관광 축제 등 애니메이션 홍보, 
기념품 종이접기 핸드폰케이스만   , 

나왔다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부천시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없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 
이모티콘 활용 중SNS 

표 [ 17 부천시 캐릭터 사례 분석] 



- 66 -

그림 [ 25 부천핸썹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사례 제주특별시(5) 5. 
제주시는 년 제주를 상징하는 캐릭터 돌이와 소리 를 개발하여 2013 ‘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캐릭터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루방과 해녀를 소재로 

지역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생명력과 특성을 .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로서 캐릭터 얼굴의 눈이 영문 의 형태이고‘J’ , 
여자 캐릭터의 코도 의 형태로 영문 를 상징하고 있다 캐릭터의 ‘e’ ‘JEJU’ . 
이름은 한국어 이름으로 친근감을 주는 돌이와 소리 이며 제주도를 대표‘ ’

하는 상징 중에서 돌 과 바람 을 의미한다 즉 제주의 전통성이 담긴 상‘ ’ ‘ ’ . 
징인 돌 바람 여자 중에서 두 가지를 캐릭터의 이름으로 활용한 것이‘ , , ’ 
다 돌이는 돌하루방의 모자와 무채색의 의복을 입은 남자 어린이로 형. 
상화했으며 해녀는 현대의 해녀복이 아닌 전통적인 해녀복을 입고 전통
적인 소품을 들고 있는 여자 어린이로 형상화하였다 비례는 머리가 몸. 
보다 약 배 크고 특히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1.5 , , 
이다 색채는 제주도가 지닌 상징적인 색채를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에 . 
사용된 난색을 제외하고는 주로 회색의 무채색이 사용된 특성이 있다. 
제주도가 대표하는 돌하루방과 전통적인 해녀인 해녀복의 색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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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채색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응용. 
동작이 제주도의 특색을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동작과 의상을 디
자인했다.

캐릭터의 활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 활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에는 관광문화 상품개발과 농축수산업 서비스업 등 도민소득 증대에 적, 
극 활용되었다 온라인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지만 활용. 
하고 있고 를 통해서는 홍보가 많지 않다 또한 캐릭터가 귀엽지만 SNS . , 
가진 다양한 스토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
고 있진 못하고 있다.

도시 
캐릭터

이름 돌이 좌와 소리 우( ) ( )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물형

배색

비례 머리 몸( : ) 1.5: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제주미래비전 홍보만화 돌이와 소리의 이야기 는 < >
제주도 캐릭터인 돌이 와 소리 를 사용해 사람과 ‘ ’ ‘ ’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이라는 스토리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제주도의 생명력과 지역의 
전통성을 대표적인 상징물인  
돌하루방과 해녀를 주제로  

하여 상징하고 있음

표 [ 18 제주특별시 캐릭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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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6 돌이와 소리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일본 2) 
일본에는 개의 도 부 현 시와 기업이 자체 캐릭터를 가지고 있 47 , , , 

다 일본에서 캐릭터는 지역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 ,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 

보조적인 요소 없음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제주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을 기반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3D 
제라진 탐라수호대< >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없음

온라인
(online)

웹 제주도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없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지 활용 중



- 69 -

캐릭터를 개발하여 왔으며 애니메이션의 발전과 함께 각 지역의 캐릭터, 
는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캐릭터로 발전한 사, 
례가 다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도시캐릭터로 유명하며 .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히코냥 시마넷코 쿠마몬 이에야스군 미컁을 , , , ,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히코네 시(1) 1. ( )彦根市

히코냥52)은 년에 히코네 시 시가 국보히코네성 축성 2006 ( ) ‘ 400彦根市 ·
년 축제 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상징 캐릭터이다 히코냥과 관련’ . 
된 캐릭터 상품판매가 시작된 년 월부터 일까지 히코네시가 올린 2007 3 11

판매수입만 억 엔 약 억 원 에 달할 정도로 지역상징 캐릭터 대170 ( 2500 )
표적 성공사례로 꼽힐 수 있는 캐릭터이다.53)
히코냥은 히코네번 대 영주인 이이 나오타카 년 의 목숨을 2 (1590~1659 )

구했다는 전설이 있는 흰 고양이가 가문의 전통인 붉은색 투구를 쓰고 
있는 형상의 캐릭터다 히코냥은 메인캐릭터만 존재하며 외형은 히코냥. , 
의 투구를 포함하는 머리 부분과 몸의 비례가 로 큰 투구에 비해 작2:1 , 
은 신체는 귀여운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히코냥은 히코네 시의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 

히코냥의 공식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히, , 
코네 시 관광과 관련한 앱이나 게임에도 주요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히코네시 곳곳에서 지역 안내를 하고 있는 히코냥을 많
이 볼 수 있다 히코냥은 매일 정해진 시간 때에 히코네 성에서 등장하. 
여 공연한다 그리고 지역공예품 특산품 과자 등 다양한 상품으로 캐릭. , , 
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히코네 시 공식홈페이지: http://hikone-hikonyan.jp
53) 위키백과 유루캬라: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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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히코냥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머리 몸( : ) 2:1
응용동작 없음

스토리텔링
히코네번 대 당주인 이이 나오타카 ( ) 2 ( ) 藩 井伊直孝
공 을 절의 문 앞에서 손짓으로 불러 뇌우로부터 ( )公

구했다고 전해지는 마네키네코 전설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히코네번 대 당주인 ( ) 2藩
이이 나오타카 ( ) 井伊直孝
공 을 절의 문 앞에서 ( )公
손짓으로 불러 뇌우로부터 

구했다고 전해지는 
마네키네코 ( )招 猫き

보조적인 요소
나오타가 군단의 ( ) 井伊直孝

심볼로 불리는 
아카조나에 의 투구( )赤備え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영상비디오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관광버스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중
앱 다양한 앱 개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 , 
불로그활용 중

표 [ 19 히코네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彦根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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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7 히코냥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

사례 시마네 현(2) 2. ( )島根県

시마넷코는 년 월에 시마네 현 의 도시 상징 캐릭터로 관2010 1 ( )島根県

광홍보를 위해 개발되었다.54) 황색 고양이를 모티브로 머리는 신사의 지 
붕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것은 시마네 현 이즈모시에 있는 이즈모 . 
대사라는 유명한 신사 본전의 지붕 모양을 형상화한 상징요소로 시마네 
현에는 상당히 많은 신사가 위치해 있으며 시마네 현의 지역 특징을 나
타내기 위한 상징요소로 볼 수 있다 색상은 밝은 황색으로 신사의 지붕. 
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여 시마네 현의 신사를 상징하도록 디자인되었
다.

시마넷코는 국보 마쓰에 성 이즈모타이샤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등 , , 
시마네 현의 관광 홍보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그림 에. [ 20], [ 28]

서와 같이 시마넷코는 온오프라인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홍보용 시마넷코 전차 버스 등은 관광객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 , 
것으로 유명한데 시마넷코 전차를 타고 멋진 인연을 찾으러 가자 라는 , ‘ ’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마네 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온라인에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와 미디어를 통한 홍. , , SNS
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4) 시마네 현 공식홈페이지: http://www.kankou-shimane.com/shimane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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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캐릭터

이름 시마넷코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머리몸( : ) 2: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없음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마네키네코 를 ( )招 猫き
상징하는 고양이

보조적인 요소

이즈모타이샤의 지붕

이즈모타이샤 중에 유명한 
금줄이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홍보용 관광비디오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전차 버스 자동차 등 , , 
외관으로 장식함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다양한 앱 개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 불로그, , , 
이모티콘 활용 중SNS 

표 [ 20 시마네 현 캐릭터 사례 분석] ( ) 島根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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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8 시마넷코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사례] ·

사례 구마모토 현(3) 3. ( )熊本縣

쿠마몬은 구마모토 현에서 만든 도시상징 캐릭터로 년 규슈2010 ( ) 九州
신칸센 개통 이후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
어졌다.55) 쿠마몬은 국가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년 후반 총칭 유루캬 2011

라라고 부르는 전국 캐릭터 설문조사에서 표를 얻고 위를 기록280,000 1

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로 꼽힌다.
쿠마몬 은 지자체 명을 의미하는 쿠마 곰 와 지역방언인 몬 사람 을 ‘ ’ ‘ ( )’ ‘ ( )’

붙인 캐릭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캐릭터의 이름을 통해 지역 특성.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캐릭터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단순하며 볼 부분에 붉은색
으로 홍조를 강조하였다 비례에는 몸과 신체가 로 사람의 신체비율. 1:2.5
과 비슷하다. 
쿠마몬은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상징 캐릭터 사례로 오프온라인을 통·

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쿠마몬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 
홍보되었으며 다양한 상품으로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다 쿠마몬 캐릭, . 
터는 지역연고의 스포츠 팀이나 기업과 연계하여 상품으로 제작되어 지
역행사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 왔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행사에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 친근감을 , 
심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표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 . , [ 21], [ 29] , 

55) 구마모토 현 공식홈페이지: http://kumamon-officia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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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트위터 불로그 같은 계정을 통해 다, , SNS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도시 
캐릭터

이름 쿠마몬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동물형

배색
비례머리 몸( : ) 1:2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세상에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 풀 한 포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쿠마몬과 구마모토 햔 
동물 친구들의 소소하고 즐거운 일상 이야기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민간 전통 예술 점토 인형‘ ’ 
중의 금동옥녀

보조적인 요소 없음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행사용 포스터
광고 관광홍보관고

애니메이션 방송( ) 쿠마몬 캠페인 방송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와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전철 버스 자동차 등 , , 
외관으로 장식함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다양한 앱 개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 불로그, , , 
이모티콘 활용 중SNS 

표 [ 21 구마모토 현 캐릭터 사례 분석] ( ) 熊本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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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9 쿠마몬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사례] ·

사례 하마마쓰 시(4) 4. ( )浜松市

년에 하마마쓰 시 건립 주년의 기념일을 맞아 제작된 2011 ( ) 100浜松市

도시상징 캐릭터이다.56) 이에야스군 캐릭터는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주용 
한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소재로 하였다 이에야스군의 외형적 특성. 
으로 머리 위의 상투는 장어의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장어는 하마마쓰 시
의 특산물 하마나호 장어를 상징한다 이에야스군은 일본의 전통 옷인 . 
기모노 옷자락에서 하마마쓰 시 특산물 귤 문양 옷 앞자락의 피아노의 , , 
건반 모양의 무늬를 통해 지역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마마쓰 시에. 
는 야마하 가와이 로랜드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메이커가 입지, , 
하고 있어 음악의 수도 라고 불리고 있어 이를 캐릭터에 상징요소로 적‘ ’

용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릭터 체형은 머리가 큰 부분을 . 
차지하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의 용맹스러운 이미지를 상쇄하여 
귀엽고 친절한 감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
었다.

하마마쓰 시는 이에야스군 캐릭터를 개발한 이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온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였다 오프라인 같. ·
은 경우는 기념품판매 축제 홍보 특산물 판매 추진 등을 통해 캐릭터를 , , 

56) 하마마쓰 시 공식홈페이지: https://www.ieyasu-ku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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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였다 온라인에서는 시청 훔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와 함께 각종 . , , 
게임 앱 등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였다 이에야스군 캐릭터는 이모, . SNS 
티콘으로도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스티커 가게에서도 판매되고 있, Line 
다. 

도시 
캐릭터

이름 이에야스군( )出世大名家康君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없음
유형 인물형

배색

비례 머리 몸( : ) 2: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도쿠가와 이에야스 는 하마마쓰성출세성 를 구( ) ‘ ( )’德川家康
축 년간 성주를 역임 후 천하통일을 이룬 스야말로 출, 17 ‘

세 다이묘 의 이야기’ .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도쿠가와 이에야스공 은 하마( )德川家康
마쓰 땅에서 하마마쓰성출세성 을 ‘ ( )’ 
쌓아 올리고 년간 성주를 맡은 후 , 17
천하통일을 완수한 바야흐로 출세 영‘

주 이에야스군은 그 환생이다’. . 

보조적인 요소

하마마쓰의 자랑 하마나코 장어, 

음악의 수도 를 표현한 피아노‘ ’

지역특산품 귤

표 [ 22 하마마쓰 시 캐릭터 사례 분석] ( ) 浜松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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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0 이에야스군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사례] ·

사례 에히메 현(5) 5. ( )愛媛縣

년 월 일 미컁은 에히메 현 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공2011 11 11 ( )愛媛縣

식 발표되었다.57) 미컁은 감귤과 강아지를 소재로 제작된 도시캐릭터이 
다 미컁 이라는 애칭은 일본어 미칸 귤 의 미 와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 ‘ ’ ( ) ‘ ’

나타내는 컁 을 합친 것으로 감귤은 에히메 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며 ‘ ’ , 
개는 에히메 현의 방언 야켄 이니까 의 켄 이 개 견 의 발음 켄 이 ‘~ (~ )’ ‘ ’ ( ) ‘ ’犬
강아지가 짖는 소리인 컁 과 결합해 미컁 이 되었다 게다가 에히메 현‘ ’ ‘ ’ . 

57) 에히메 현 공식홈페이지: https://www.pref.ehime.jp

도시 
캐릭터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잡지· 신문 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비디오방송에서 나타남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과 특산품으로 판매
교통수단 전철 비행기 등 외관으로 장식함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관광 앱 각종 게임 앱 등에 활용,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페이스북 트위터 불로그, , , SNS 
이모티콘 활용 중



- 78 -

의 모양이 동쪽을 향해 달리는 개와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다 또 미컁. ‘ ’

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이 되어 발음이 미칸 과 비슷하다 더‘MICAN’ ‘ ’ . 
욱이 영어 할 수 있다 도 컁 이라고 표기해 그래 할 ‘can( )’ ‘ ’ ‘Yes We Can( , 
수 있어 처럼 다양한 일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마음도 담겨 있다 이와 )’ . 
같이 미컁 캐릭터는 다양한 지역적 언어적 상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미컁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감귤이 머리로 감귤의 잎이 귀로 , , 
머리 위에 있고 강아지의 특성을 지닌다 코를 하트 형식으로 표현한 것, . 
은 미컁의 귀여움을 강조한 것이다 꼬리 쪽은 감귤의 꽃을 사용했고 에. 
히메 현 감귤 왕국 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실‘ ’ . 
제 감귤과 같은 주황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귤의 잎과 , 
꽃 등 다른 색은 보조색으로 사용했다 캐릭터의 비율은 머리가 신체보. 
다 조금 커서 머리가 감귤의 특징을 강화하며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도록 
디자인되었다.

미컁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림 에, [ 31]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철 버스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외관 디자인으로 , , , 
활용되고 있다 또 미컁을 주제로 한 호텔과 커피숍 등은 관광객에게 인. , 
기가 높다 온라인에서는 에히메 현 훔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 , , 
해 다양하게 홍보되고 있으며 각종 게임이나 앱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이에야스군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미컁의 이모티콘도 SNS 
온라인 스티커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다Line .

도시 
캐릭터

이름 미컁

캐릭터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유형 동물형

표 [ 23 에히메 현 캐릭터 사례 분석] ( ) 愛媛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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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 미컁의 오프라인온라인 활용 사례] ·

배색

비례머리몸( : ) 1.5:1

응용동작

스토리텔링 미컁의 적 다크 미컁을 디자인해서 둘이 각종 재미있는 
스토리

도시 
상징 

요소의 
이용

기본적인 요소 에히메 현은 감귤 왕국 으로 ‘ ’

대표되는 감귤

보조적인 요소
강아지 짖는 소리

감귤 꽃

도시 
캐릭터
의 활용

오프라인
(offline)

신문 잡지· 신문잡지에서 나타남·
포스터 관광홍보용 포스터
광고 홍보관광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 재미있는 짧은 미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든 애니메이션

기념품 다양한 기념품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통수단 전철 버스 자동차 등 외관으로 , , 
장식함

온라인
(online)

웹 시청 홈페이지 활용 중
앱 각종 미컁 앱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불로그, , , SNS 
이모티콘 활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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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시 캐릭터 사례 분석 종합 결과4.1.3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내외의 도시 캐릭터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도시, 
상징요소의 이용 상황 활용상황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 , 
의 도시캐릭터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여 표 에 정리하여 [ 24]

나타내었으며 각 도시캐릭터의 특성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

구분
도시명/

캐릭터 이름
메인캐릭터 서브캐릭터 유형 배색 비례

응용동
작

스토리
텔링

중
국

우시 시/
아복 아희, 

× 인물형 1:1 × ×

지서우 시/
지와

× 인공물형 1:1.5 × ×

상하이 시/
르르

× 동물형 1.5:1 ○ ×

항저우 시/
태드

동물형 1.5:1 ○ ○

샤먼  시/
샤먼묘

동물형 1:1 ○ ○

한
국

서울특별시/
해치

상상형 
동물

1:1 ○ ○

경주시/
관이 금이, 

× 인물형 1:1 ○ ○

고양시/
고양고양이

× 동물형 1.5:1 ○ ×

부천시/
부천핸썹

× 인공물형 1:1 ○ ×

제주특별시/
돌이 소리, 

× 인물형 1.5:1 ○ ○

표 [ 24 국내외 중 한 일 도시 캐릭터 일반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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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캐릭터의 일반적 특성1) 
먼저 도시캐릭터 명은 도시의 특산물이나 발음이 쉬운 특성을 가지고 , 

있다 대체적으로 도시캐릭터 명은 사람들이 이름으로부터 도시를 쉽게 . 
유추할 수 있으며 흥미와 기억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도시캐릭, 
터 이름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 도시의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 개의 도시만이 메인캐릭터와 함15 , 4
께 서브캐릭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에서 보는 , [ 32]

바와 같이 서브캐릭터가 있는 도시는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서브캐, 23% . 
릭터를 가지는 도시캐릭터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였으며 최근의 , 
추세는 서브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 32 도시캐릭터 서브캐릭터 유무현황 분석결과 좌 유형 분석결과 우] ( ), ( )

일
본

히코네 시/
히코냥

× 동물형 2:1 ○ ○

시마네 현/
시마넷코

× 동물형 2:1 ○ ×

구마모토 
현/
쿠마몬

× 동물형 1:2 ○ ○

하마마쓰 
시/

이에야스군
× 인물형 2:1 ○ ○

에히메 현/
미컁

동물형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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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도시캐릭터는 동물형이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32] 60%
났다 도시캐릭터에서 동물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좀 더 친근감을 줄 . 
수 있으며 도시캐릭터 용도 구현을 위해서도 작은 체형으로 구현하기에 , 
동물형이 좀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해당 지. , 
역에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 동물 예 항저우 시의 해오라기 서울의 ( : , 
해치 등 만을 주요 캐릭터로 사용했으며 일본의 경우 대표성을 갖는 동) , 
물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강조물을 결합하였다 예 히코냥은 고양이와 장( : 
군투구의 결합 시마넷코는 고양이와 신사의 지붕의 결합 이러한 사례, ). 
는 무생물이나 식물을 캐릭터와 결합하여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화하여 
도시의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 있는 좋은 사례. 
로 판단된다 인물형 캐릭터는 동물형 다음으로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 
타나며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물을 통해 캐릭터에 가지는 불안감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공감을 강화할 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유명인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인물의 출신을 모를 때 사람들에게 지
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으로 인공물을 활용한 도시캐릭터는 가장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인공물형 도시캐릭터 사례인 지서우 시의 지와는 지역 특색 악기 묘, 
북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차이성이 없고 디자인 형태가 귀엽지 않음으로 
인해 친근감이 떨어지며 부천시의 부천핸썹은 도시 명칭의 발음과 비슷, 
하지만 해당도시와 큰 관련이 없어 도시의 문화나 이미지 전달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캐릭터를 색상 조합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을 도입하여 친근하
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색상수는 종의 . 5-10
색상 조합을 통일성 있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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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3 도시캐릭터 배색 분석결과] 

머리와 몸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몸보다 큰 비례를 가지는 도
시캐릭터가 로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큰 캐릭터 형태가 선호되는 것으86%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머리를 통해 캐릭터의 표정을 강조하여 표. 
현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을 강조하기에 머리가 큰 캐릭터가 적합하기 ,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캐릭터의 머리가 큰 비율일 때 신체에 . , 
있는 장식물들은 자제해야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이지 않고 심
플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 34 도시캐릭터 비례 분석결과] 

도시캐릭터의 상징요소2) 
도시 캐릭터들은 도시 상징요소로는 크게 가지가 이용되었으며 도시3 , 

의 특산물 관광지 도시환경 전설역사가 주요 상징요소이다 도시 특산, , . · ·
물을 상징요소로 활용한 사례는 중국의 점토 인형 묘북 전통 견, ( ), 苗鼓
직물 꽃사슴 해오라기 부겐빌레아 한국의 돌하루방과 해녀가 있다 일, , , , ; 
본 장어 귤 악기 감귤 꽃등이 있다 주요 관광지나 환경을 상징요소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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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도시캐릭터는 중국의 지서우 시의 청산녹수 항저우 시의 첸탕장 , 
파도 일본의 이즈모타이샤 신사가 있다 그리고 도시의 전설역사를 활, . ·
용한 도시캐릭터는 한국의 해치 신라시대 금관 일본의 이이 나오타카공, , 
을 구했다는 고양이 전설 장군 투구 역사인물 이에야스공이 있다 이상, , . 
의 도시캐릭터들은 각 도시만의 상징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특색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여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상징요소를 반
드시 포함하고 있다. 

도시캐릭터 활용 현황3) 
도시캐릭터의 활용은 대체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많이 활용되는 편

이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보다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더 .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많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상승시키면서 기념품 판매를 통해 많은 수입을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캐릭터의 홍보를 위한 활용수단을 다음 . 
표 에 정리하였다[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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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캐릭터 이름

오프라인(offline) 온라인(online)

신문･
잡지

포스
터 광고

애니
메이
션 방(
송)

기념
품

교통
수단 웹 앱 SNS

중
국

우시 시/
아복 아희, ○ × × × ○ × ○ × ×

지서우 시/
지와 ○ × × × × × ○ × ×

상하이 시/
르르 ○ ○ × × × × ○ × ○

항저우 시/
태드 ○ × × × ○ × ○ × ○

샤먼 시/
샤먼묘

○ ○ ○ ○ ○ ○ ○ × ○

한
국

서울특별시/
해치 ○ ○ ○ ○ ○ ○ ○ ○ ○

경주시/
관이 금이, ○ ○ ○ × ○ × ○ ○ ○

고양시/
고양고양이 ○ ○ ○ ○ ○ ○ ○ ○ ○

부천시/
부천핸썹 ○ ○ ○ ○ ○ × ○ × ○

제주특별시/
돌이 소리, ○ ○ ○ ○ ○ × ○ × ○

일
본

히코네 시/
히코냥

○ ○ ○ ○ ○ ○ ○ ○ ○

시마네 현/
시마넷코 ○ ○ ○ ○ ○ ○ ○ ○ ○

구마모토 현/
쿠마몬 ○ ○ ○ ○ ○ ○ ○ ○ ○

하마마쓰 시/
이에야스군 ○ ○ ○ ○ ○ ○ ○ ○ ○

에히메 현/
미컁 ○ ○ ○ ○ ○ ○ ○ ○ ○

표 [ 25 국내외 중 한 일 도시 캐릭터의 활용상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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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도시 캐릭터 디자인5. 

베이징 시의 개요5.1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행정구역 면적은 로 매우 넓으며16,410km² , 
인구는 약 만 명 년 기준 이다 전국시대에는 연 나라의 2172.9 (2016 ) . ( ) 燕
수도였으며 연경 은 지금도 다른 베이징의 비공식적 이름으로 사, ‘ ( )’燕京
용된다 년 시 로 정하여 명칭을 베이핑 으로 개정하였다. 1928 ( ) ‘ ( )’ . 市 北平

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명칭은 다시 베이징 으로 개정됨1949 ‘ ’

과 동시에 수도로 정해졌다.

베이징 시의 상징요소5.1.1 

언어1) 
베이징 출신의 사람들 모두 베이징 방언 사투리 을 사용한다 베이징 ( ) . 

방언은 중국의 표준어인 만다린어의 토대가 되는 언어로 만다린어는 중, 
화인민공화국 타이완의 중화민국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용하는 , , 
언어이다 베이징 전 시민의 시골 지역은 허베이 지방의 방언과 유사한 . , 
그들 자신의 방언을 가지고 있으며 베이징 전 지역에 퍼져 있다.

랜드마크2) 
베이징은 년의 역사를 가지는 고도 인 만큼 헤아릴 수 없을 1000 ( )古都

정도로 많은 명승고적들이 베이징 시 안에 산재해 있다 서부의 정치적 . 
중요성으로 더욱 더 알려졌지만 천안문 은 베이징의 가장 요지에 ( )天安门
위치해 있다 그리고 만리장성 천단공원 공왕부. ( ), ( ), (万里长城 天坛公园 恭王

전문 인민대회당 국가체육관 냐오차오 그리), ( ), ( ), ( ), 府 前门 人民大会堂 鸟巢
고 수리팡 워터 큐브 등이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 ) .水立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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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소개

천안문
( )天安门

천안문은 베이징에 있는 청 나라 황성의 남면 전( )清
문이다 문 앞의 대광장 주위에는 중앙관청이 모여 . 
있고 국가적 대행사 때에는 반드시 이 문이 사용되, 
었다 년의 운동 이래 중국인들의 시위집. 1919 5 ·4
회에 많이 이용되었고 년의 중국정권 수립식, 1949
도 여기서 행하여졌으며 매년 월 일 노동절 비, 5 1
롯한 국경일의 의식도 이곳에서 행한다 중화인민공. 
화국 수립 후 문 중앙에 마오쩌둥 의 대형 [ ]毛澤東
초상화가 걸렸고 양옆에는 중화인민공화국만세, ' (中

과 세계인민대단결만세)' ' (华人民共和国万岁 世界人
라고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다)' .民大团结万岁

만리장성
(万里长城

)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며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이다.

자금성
( )紫禁城

자금성은 베이징의 중심에 있는 명과 청 왕조의 궁
궐이다 자금성의 규모는 궁궐로는 세계 최대의 규. 
모이다 현재는 황실이 사라져서 중국어권에서는 주. 
로 고궁 으로 불리고 있으며 년 월 고( ) , 1925 10故宫
궁 박물원 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에( )故宫博物院
게 공개되고 있다. 

이화원
( )颐和园

이화원은 북경 서북부의 하이뎬 구 에 위치( )海淀区
한 전원 공원이자 궁전이다 주로 높이의 만. 60m 
수산과 쿤밍호에 많은 공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다. 
이화원의 면적은 이고 이중에 이 호수2.9 km² 3/4
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곤명호는 인공호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 중국 최대 규모의 황가원. 
림으로 불린다.

천단
( )天坛

천단은 베이징 직할시 충웬 구에 있는 사적으로, 
명청시대 중국에서 군주가 제천의식을 행하던 도
교 제단이다 매년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황제의 . 
연례행사였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

공왕부
( )恭王府

베이징에서 백여채에 달하는 왕의 저택 왕부(王
중 규모가 가장 큰 공왕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府

큰 사합원임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베이. 
징의 왕부는 또한 가장 완정하게 보존된 왕부이다.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왕부
는 급별이 가장 높고 가장 사치하고 호화로운 궁중
과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일반인사이를 연결하
는 교량이다.

표 [ 26 베이징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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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前门

전문을 따라 늘어진 도로 전문다제1,660m ‘ (前门大
는 베이징의 대표적 번화가 중 하나이다 명 청)’ . , 街

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양문대가 라 불렸( )正阳门大街
다가 년 전문다제로 지정되었다 대규모 상업, 1965 . 
지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오래된 가게와 현대식 건
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명 청대에는 음식점 찻집 극장 숙박 시설 양복, , , , , 
점 채소가게 잡화점 비단가게 창고 정육점 보, , , , , , 
석가게 등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인민대회
당

(人民大会
)堂

천안문광장 서쪽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인민대회
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주년을 기념하기 위10
해 계획한 대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10 . 
자원 노동자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중국 공산당 회, 
의 행사 콘퍼런스 등이 열리는 주요 장소이다, , .

국가체육
관

냐오차오
( )鸟巢

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 회 올림픽2008 29
경기대회의 주 경기장이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 
살리면서도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새가 나뭇가, 
지를 얽어 둥지를 짓듯이 뼈대를 얽은 모습 때문
에 새둥지 라는 냐오차오 라고 부르기도 한‘ ’ ‘ ( )’鸟巢
다. 

국가수영
센터

워터 큐브
( )水立方

국가수영센터 다른 말로 워터 큐브(Water Cube)
는 베이징 국가체육광 옆에 있는 수영 경기장이다. 
베이징 국가수영센터는 년 하계 올림픽의 주2008
요 수영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쓰인다 올림픽 . 
끝난 후에 지금까지 워터파크로서 인기가 많은 곳
이라고 한다.

베이징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계속( )

전통문화3) 
베이징처럼 오랫동안 한 나라의 수도로 자리를 지켜온 도시는 세계에

서 찾기가 쉽지 않다 베이징은 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중국 역사와 문. 8

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베이징 도시를 대표하는 문. 
화요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해외에 알려진 중국문화의 특징을 , 
대표하는 베이징 전통문화를 다음 표 에 나타내었다[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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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소개

경극
( )京剧

베이징의 경극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 
중국 문화에서 가장 높은 업적 중의 하나로 친속 

된다 베이징 경극은 노래와 대화 몸짓 움직임 싸. , , , 
움 그리고 곡예와 같이 간결한 행동의 연속의 조합,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합원
( )四合院

사합원은 베이징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거주형식이
다 여기서 사 는 동 서 남 북 사방향을 상징하. “ ” , , , 
며 합 은 동서남북 네 면의 건물이 모여 입 구 , “ ”

자를 형성함을 말한다 수백년의 발전을 통( ,Kou) . 口
해 베이징의 사합원은 평면구도로부터 내부구조 건, 
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베이징만의 특징을 가지
게 되었다.

후통
( )胡同

후통 은 주로 베이징 구성내를 중심으로 산재한 ( )胡同
좁은 골목길을 일컫는 말이다 베이징의 중심부에 있. 
는 구 시가지 거주지로 주로 벽돌로 만든 단층집 ( ) , 舊
밀집지역의 골목을 가리킨다 베이징의 전통 문화를 .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후통과 사합원 은   , ( )四合院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 가옥 건축. 
인 사합원이 이 후통에 많이 접하고 있어 베이징의 , 
옛 모습일 볼 수 있다.

표 [ 27 베이징 대표적인 전통문화] 

베이징 도시 캐릭터 디자인5.2 

베이징 도시 캐릭터의 개발과정5.2.1 

베이징 도시 캐릭터 디자인 전략1) 
중국 한국 일본의 개 도시 캐릭터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 , 15 , 

도시 상징캐릭터는 해당 도시나 지역의 전통문화 도시지역의 특산물 그, , 
리고 도시지역의 특성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도시 캐릭터 사례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메인캐릭터와 서브캐릭터를 함께 디자인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또한 동물형 형상의 도시 캐릭터를 . , 



- 90 -

선호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성이 있다 색상 측면에, . 
서는 밝은 배색을 통해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색상수는 정도의 색상 배색을 통해 디자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캐5-10 . 
릭터의 비율은 머리가 몸보다 큰 비례를 주로 적용하여 캐릭터의 다양, 
한 표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사례분석 결과를 . 
토대로 베이징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시캐릭터 디자인 개발 시 위의 일반
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국내외 개 도시캐릭터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15

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아래의 그림 에 정리하였다[ 35] .

그림 [ 35 베이징 도시 캐릭터의 일반적 특성] 

한편 도시 캐릭터의 상징 요소로는 특산물 관광지 도시환경 전설 전, , / , /
통문화를 상징요소로 이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 베이징도시 캐릭터 디자인 시 베이징의 특산물 관광지 도시환경 전, / , 
설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상징요소를 선정하였다/ .

그림 [ 36 베이징 상징요소 선정] 

기존의 도시캐릭터 사례에서 개발된 도시캐릭터의 활용방식은 온라인
이모티콘 개발 과 오프라인 캐릭터 상품화 모두에서 활용이 요구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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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베이징 도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후의 활용방안으로는 온라인 , 
도시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과 오프라인 도시 캐릭터 상품개발로 선정하
였다.

그림 [ 37 베이징 도시 캐릭터 활용 방식 ] 

베이징 도시 캐릭터 설정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캐릭터의 형상으로는 동물형이 가장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과 관련 있는 스토리를 . 
포함하며 현재까지도 전통문화로 여겨지는 캐릭터에 대한 조사를 수행, 
하였다 베이징 도시와 관련하여 동물형태를 가지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로 인식되는 캐릭터로는 투얼예와 제비연이 있었으
며 그림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시캐릭터 상징요소로 선정하38 , ［ ］
였다. 

그림 [ 38 베이징 도시 캐릭터 원형 좌투얼예 우 제비 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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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캐릭터(1) 
투얼예 는 베이징에서 대표적인 전통 장난감이며 베이징의 지( )兔儿爷

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투얼예는 토끼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 
있는 인형으로 명 나라 말기부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전통적인 투얼( ) . 明
예 형상은 황금투구를 머리에 쓰고 모로 대홍포를 걸치고 장군복을 입은 
문관 혹은 무장의 형상이다 얼굴 특성은 하얗고 분홍색 연지가 볼에 있. 
으며 눈썹이 치켜져 올라가 있다 또한 약절구를 손에 쥐고 있다 투얼, . , . 
예는 달나라 절구통에 불로초를 넣고 방아를 찧는 토끼가 산다는 베이징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달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용. 
도로 만들어졌으나 청 나라 때부터 제사용보다는 아이들의 장난감으, ( )清
로 기능이 바뀌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매년 중추절에 주로 투얼예. 
를 시판하며 황토 진흙이나 나무를 주재료로 하며 토끼 머리에 장군복, 
을 입힌 모양이 대부분이다 그림 39].［

그림 [ 39 좌 투얼예 특징 분석 우 다양한 투얼예] : , : 

베이징 사람들이 좋아하는 투얼예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해 베. 
이징 사람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리자 달나라의 창어 가 옥토끼를 ( )嫦娥
보내 사람들을 치료하게 했으며 옥토끼는 소녀로 변해 사람들의 옷을 , 
빌려 입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말 호랑이 사자 등을 타고 성 , , 
내외를 다녔다 전염병이 없어지자 옥토끼는 월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 , 
은 진흙으로 옥토끼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각종 탈 것 위에 앉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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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월 일이 되면 그 앞에 먹을 것을 바쳤다 이상에서와 같이 투얼예8 15 . 
는 베이징 도시와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전통장난감, 
으로도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을 상징할 수 있. 
는 투얼예를 메인캐릭터로 하여 기존의 투얼예의 특성을 기본으로 도시
캐릭터를 디자인하였다 기존의 투얼예를 토대로 발전시킨 디자인 스케. 
치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40, 41, 42] .

그림 [ 40 투얼예 디자인 스케치] 1

그림 [ 41 투얼예 디자인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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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 투얼예 디자인 스케치] 3

투얼예를 기본으로 발전시킨 디자인 스케치는 기존의 베이징 상징요
소를 유지하면서 주요 상징적 특성 독특한 눈썹 분홍색 연지 황금투구( , , , 
장군복 을 귀엽게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배색은 기존의 색상을 ) . 
유지하면서 밝게 표현했다 최종 투얼예 캐릭터 디자인은 다음 그림 . [ 4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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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캐릭터(2) 
기존의 도시캐릭터 사례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많은 도시캐릭터는 메, 

인캐릭터와 함께 서브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서브캐릭터. 
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서브캐릭터를 추가하였으며 그 대상을 투얼, 
예와 마찬가지로 베이징 도시의 전통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장난
감이며 동물형태를 하고 있는 제비 연으로 선정하였다 제비 연은  베이, . 
징의 유명한 전통 수공예품으로 외국관광객에 인기가 많다 또 베이징의 . , 
옛 이름을 연징 이라 하며 제비 연은 베이징을 상징한다 중국의 ( ) , . 燕京
연날리기는 현대화 과정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베이, 
징사람들에게 소중한 취미활동과 생활오락 그리고 하나의 민간 문화로, 
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연 날리.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의 기원은 최소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 때의 한2000 . 
신이 연을 이용하여 적과의 거리를 측량하였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 밖에도 연을 이용하여 서신을 교환하였다는 것과 남북조 시대에는 연
에 매달려 높이 올라가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림 [ 43 최종 투얼예 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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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때부터 연은 이미 하나의 놀이도구로서 이용되었는데 중국어로 
연을 펑정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 )風箏
장착하여 놀이기구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나라 이후에는 . 
연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으며 라이트 형제의 비행도 중국의 연에서 아
이디어를 얻었다 중국 연의 종류에는 새 용 물고기 사람 형상 등 다양. , , , 
하다 이러한 다양한 연은 그 지역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을 대. , 
표하는 고유한 연이 있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연은 바로 제비이며 독특. , 
한 제비 조형의 연은 베이징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44 베이징에 다양한 제비 연 조형]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징을 상징하는 기존의 제비 연을 [ 44] ,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비 연 캐릭터를 디자인하였다 제비 연의 전통. 
적인 특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림 과 같은 디자인 스[ 45, 46]
케치를 거쳐 그림 와 같은 제비 연 캐릭터를 도출하였다[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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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5 제비 연 디자인 스케치] 1

그림 [ 46 제비 연 디자인 스케치] 2

그림 [ 47 제비 연 디자인 스케치] 3

연은 예로부터 동경의 대상이던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소망을 담고 
있었다 또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다 그러한 제비 연의 상징적 의미를 포. . 
함하기 위해 디자인 시 장수 복숭아 문양과 여의 문양을 통해 복과 건강
의 의미를 표현하고 베이징 시가 세계로 비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 
하였다 배색은 기존의 제비 연의 색상을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 . 



- 98 -

제비 연 캐릭터는 다음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 48] .

그림 [ 48 최종 제비 연 캐릭터 디자인] 

베이징 도시 캐릭터 디자인5.2.2 

투예 1) Tu ye
베이징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주인공 이름은 투예로 유형은 전통 

장난감이다 출생지가 베이징으로 생일은 음력 월 일 중국 추석이다. 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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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투얼예는 베이징 추석 풍속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성격. 
은 정의감이 대단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 
생각한다 똑똑하고 장난이 심하다 항상 친구 징연에게 장난을 친다 좋. . . 
아하는 음식이 중국 추석 전통 과자 월병과 베이징의 대표적인 음식 류
다구언 빙탕후루 등 모든 단맛의 음식이다 취미는 ( ), ( ) . 驴打滚 冰糖葫芦
베이징 경극이다 투예는 원래 건강의 상징이라서 특수능력이 전통 의술. 
을 능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 49 투예 캐릭터 설정] 

징연 2) Jing yan
징연은 베이징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서브캐릭터로 디자인 되었으

며 주인공 투예의 친구이다 유형은 베이징 전통 공예품 제비 연이다, . . 
출생지는 베이징이다 생일은 월 일 청명절로 이 때 연 날리기를 하는 . 4 5

풍속이 있다 성격은 활발하고 착하며 배려가 있다 성격이 좋아서 인기. . 
가 많은 편이며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고 다이어트를 열중한다 좋아하는 . 
음식은 베이징 특산물 핑구 복숭아 이고 좋아하는 꽃이 베이징( ) , 平谷大桃
시 시화 월계화와 국화이다 취미는 야시장 묘회를 구경하는 것과 쇼핑. , 
이다 징연은 희망 행복의 상징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능력이 .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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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0 징연 캐릭터 설정] 

이모티콘 개발5.3 SNS 

이모티콘 디자인 베이징 방언 일상편On-line : •  
이모티콘 디자인1) 

베이징 도시 캐릭터 이모티콘 키워드 개가 있다 문화성 감정SNS 5 . , 
전달 재미 즉시성 정보성이다, , , . 

그림 [ 51 이모티콘의 개 키워드] 5

첫째 문화성이 있다 방언은 중국의 귀중한 무형 문화이다 베이징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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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캐릭터 이모티콘 디자인에서는 베이징 방언을 주제로 캐릭터를 SNS
응용하였다 베이징 방언은 베이징의 고유한 특징과 문화가 가지고 있기 . 
때문에 베이징을 대표할 수 있다 베이징 방언에는 얼 발음이 문장 . ‘ ( )’儿
끝에 자주 붙고 오직 베이징에서만 쓰이는 고유의 단어들이 사용되므로 , 
중국 표준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모티콘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서 감정정보와 시각정보 전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따라서 베이징 . , 
방언을 이모티콘 형식으로 시각화한다면 중국의 다른 지방 사람들이나 , 
외국 관광객들이 베이징방언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베이징 홍보효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투예와 징연의 이모티콘 표정동작을 베이징, 
방언과 함께 디자인하였다 먼저 디자인 설정에 필요한 베이징 방언 선. , 
정은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베이징 방언의 고유 단어를 검색하여 일
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개를 선정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그림 16 ［

또한 언어는 베이징방언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한국어 버전52 . , , ］
으로 번역하였으며 재미요소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의 경상도 방언을 적, 
용하였다. 

그림 [ 52 투예와 징연의 이모티콘 디자인에 사용될 베이징 방언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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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3 베이징 방언 일상편 이모티콘 디자인 중국버전] ( )

그림 [ 54 베이징 방언 일상편 이모티콘 디자인 한국버전] ( )

그림 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베이징방언을 투예와 징[ 53, 54]
연 캐릭터로 나타낸 이모티콘 디자인으로 중국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이모티콘 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아. 
래의 표 에 정리하였다[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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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이모티콘 설명 한국판 이모티콘 설명

!!哪一出儿
무슨 일이 생겼

니?!
뭔 일이고!!

!牛掰
대단해! 대박

拜拜了您内～
안녕~ 안녕~

少跟我这儿裹
乱！

성가시게 굴지 
마라!

짱나네!!!

有猫腻！
면목 없는 일! 꿍꿍이

打住！
이만 하고 더 이, 
상 말하지 마라!

고만해라

표 [ 28 이모티콘 디자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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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이모티콘 설명 한국판 이모티콘 설명

吃了吗您内？
밥 먹었어? 밥 못나?

歇菜吧你
가망이 없다 닌 망했다

鸡贼！
좀꾀를 부리다! 짱돌 굴리네

少套磁！！！
친근한 체하지

마!
친한 척이고

跌份儿
체면이 깎이다 쪽 팔린다

이모티콘 디자인 설명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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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이모티콘 설명 한국판 이모티콘 설명

得嘞
좋아 그래, 알았다이가

搓火
화나다 쫌!!!!!

刷夜
밤새다 날밤 깠다

大奔儿
뽀뽀 뽀뽀하자

麻利儿着
빨리 빨리 후딱 후딱

이모티콘 디자인 설명 계속( )

둘째 감정전달이다 베이징 방언 일상편 이모티콘을 통해 사람들은 , . 
대화할 때 더 쉽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재미이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만들어 더 재미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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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5 이모티콘 위챗에 적용] 

넷째 즉시성이 있다 베이징 인기가 제일 많은 랜드마크 개 만리장, . 8 (
성 천안문 천단 공왕부 전문 인민대회당 국가체육관 국가수영센터, , , , , , , )
를 선정하고 베이징 여행편 이모티콘으로 디자인하였다 즉시성은 사람. 
들은 키워드를 치면 예를들어 만리장성을 치면 만리장성 이모티콘 바로 
나오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56] 이모티콘의 즉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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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째 정보성이 있다 정보성이란 베이징 랜드마크 이모티콘을 누, . 
르면 관련 여행지 여행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57 이모티콘의 정보성] 

이모티콘 적용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시나리오는 중국 위챗 채팅창을 바탕으로 이모티콘 캐릭터 (Wechat) 

사용에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퍼소나 베이징 시민의 일상A. A: 
왕징 은 세 베이징 고등학교 학생이다 평일에 가족들과 친구( ) 17 . 王晶

들에게 베이징 방언을 사용한다 성격이 활발하고 메신저에 능숙하. SNS
다 이모티콘 사용을 좋아해서 친구와 채팅할 때 거의 이모티콘으로 교. 
류하는 편이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와 같이 베이징 방언 이모티콘을 사. 
용할 때 베이징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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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8 퍼소나 및 시나리오] A 

퍼소나 중국 관광객의 이모티콘 사용B. B: 
김군 은 세 중국 심천 회사 직장인이다 회사가 베이징 ( ) 35 ( ) . 金军 深圳

회사와 업무 교류가 잦은 관계로 항상 베이징에 출장을 간다 그래서 베. 
이징 방언도 스스로 배운다 베이징 문화를 좋아해서 휴일이나 명절에 . 
가족들을 데리고 베이징 여행을 다니곤 한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 SNS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고 이모티콘 사용을 좋아한다 아래의 그림 시. [ 59] 
나리오는 연휴 때 가족들을 함께 여행하는 스토리이다 아내와 서로 베. 
이징 방언 이모티콘을 이용해 재미있는 감정전달에도 익숙해졌으며 이, 
모티콘을 통해 베이징 여행에도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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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9 퍼소나 및 시나리오] B 

퍼소나 외국 관광객의 이모티콘 활용법C. C: 
김나영은 세 한국 대학생이고 전공은 중국어 전공이며 중국문화를 23

좋아한다 특히 중국의 전통 건축과 중국음식을 좋아한다 중국어를 배. , . 
우고 중국 친구와 위채트 로 교류한다 귀여운 이모티콘 사용을 (Wechat) . 
좋아한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중국 베이징을 여행할 계획이 있어 베이. 
징 친구 왕징과 연락했다 서로 베이징 방언 이모티코를 사용하면서 감. 
정교류도 하고 베이징 방언도 배운다.

그림 [ 60 퍼소나 및 시나리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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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방언 일상편 이모티콘은 외국 관광객을 포함하여 누구나 재미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베이징 방언의 의미를 이모티콘을 통해 시각화, 
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이모티콘은 재미있고 . 
귀여운 디자인 자체가 오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채트를 통해 ,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를 촉진하여 베이징 이모티
콘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대중화를 통해 이모. , 
티콘이 시장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러스트 디자인 베이징 여행편Off-line : •
일러스트 디자인1) 

베이징 여행편에서는 베이징 시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개천안문 천8 ( , 
단 공왕부 전문 만리장성 인민대회당 국가체육관 냐오차오 국가수영, , , , , , 
센터 워터 큐브 를 선정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다음 표 에 베이) . [ 29]

징 여행편을 위해 디자인된 랜드마크 요소와 캐릭터 디자인 요소를 수록
하였으며 그림 은 베이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캐릭터의 일러, [ 61 68]∼
스트 디자인을 나타내었다 베이징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미를 표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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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랜드마크 랜드마크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천안문
( )天安门

천단
( )天坛

만리장성
( )万里长城

국가체육관 
냐오차오
( )鸟巢

표 [ 29 베이징 여행편 랜드마크 및 캐릭터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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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왕부
( )恭王府

인민대회당
(人民大会

)堂

전문
( )前门

국가수영센
터

워터 큐브
( )水立方

베이징 여행편 랜드마크 및 캐릭터 디자인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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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1 만리장성 일러스트] 

그림 [ 62 국가체육관 냐오차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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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3 천단 일러스트] 

그림 [ 64 천안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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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5 공왕부 일러스트]  

그림 [ 66 국가수영센터 워터 큐브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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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7 인민대회당 일러스트] 

그림 [ 68 전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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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2) 
현재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와 디지털 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적 , 

발전을 보장하며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 OSMU(One-Source, Multi-Use)
기업들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생활용품 의류 영상 작품 게임 . , , ,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생산하고 유명 브랜드와 손을 잡고 협력하여 ,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내놓고 전략으로 베이징 캐릭터 가, OSMU 
치를 극대화한다 귀엽고 활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베이징 캐릭터 투. ‘

예 징연 은 산업화 방향으로 소비자의 기호 에 따라 다양한 파& ’ (Trend)
생상품으로 디자인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 B2C(Business-to-Customer)
통해 사용자는 매장에 가서 베이징 캐릭터 파생 상품을 직접보고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베이징 캐릭터 파생 상품을 ,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창출 및 상업적 목적을 위. 
해 개발된 캐릭터를 적용하여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그 예, 
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69 73] .∼

그림 [ 69 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 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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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0 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 에코백] 

그림 [ 71 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 셔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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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2] 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 필로우

그림 [ 73 베이징 캐릭터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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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5.4 Wechat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 동안 위챗 에서 투예2017 11 17 11 26 9 (Wechat)
징연 이모티콘 사용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일동안 총 명 사용자가 & . 9 4545

다운로드 하였다 이렇게 보면 베이징 캐릭터 이모티콘의 인기가 많은 . 
편이다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를 보면 좋다 대단하다 뽀뽀하다 등 칭. ‘ ’, ‘ ’, ‘ ’

찬하는 말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싫다 놀라다 창피하다 등 소극적. ‘ ’, ‘ ’, ‘ ’

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의 사용빈도는 적었다.

그림 [ 74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  

사용자 성별을 보면 여성 사용자가 많았다 사용자 연령을 보면 대. 20

대 젊은 사용자가 제일 많았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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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5 사용자 성별 분포 상 사용자 연령 분포 하] ( ); ( )

사용자 학력을 보면 이모티콘의 문화성이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이 제
일 좋아한다.

그림 [ 76 사용자 학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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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지역 사용자 분포를 보면 베이징 사용자가 제일 많았다 베. 
이징 문화를 관심이 있어서 중국 다른 지역 사용자도 많았다.

그림 [ 77 중국 전국지역 사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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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도시 캐릭터 투예 징연 작품 전시5.5 & 

그림 은 년 월 일 월 일까지 서울대학교 전시[ 78 81] 2017 12 7 12 15 MoA∼ —
장에서 시행한 전시 이미지로 이모티콘 작업은 인치 을 활용하여 21 iMac
이모티콘을 사용한 시나리오 영상으로 전시하였다 영상 안에 이모티콘. 
의 사용기능을 소개하였다 베이징 여행편 일러스트 디자인 개의 . 8

사이즈 액자로 전시하였다25cm*25cm . 

그림 [ 78 전시 모습] 



- 124 -

그림 [ 79 베이징 여행편 이러스트 전시]  

그림 [ 80 이모티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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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1 베이징 캐릭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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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결과 요약6.1 

본 연구는 베이징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캐릭터 개발과 이모티
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성공. , , , 
적인 도시캐릭터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도시캐릭터가 가지는 일반적인 , 
특성과 상징요소 활용방법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 . 
탕으로 중국 베이징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가져야 할 특성 및 
상징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베이징 도시캐릭터를 디자인 , 
및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도시캐릭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활용방. , 
법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시캐릭터의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이모티콘으로 개발하여 적용방법에 대한 방안 이모티콘 베이(SNS 
징 방언편과 여행편 파생상품 제작 등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 ) . 
수행결과를 통해 도출된 연구 내용 및 디자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캐릭터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캐릭터, 
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상징요소의 적용방식 개발된 도시캐릭, , 
터의 활용방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베이징 시의 전통 및 문화요소를 포함하는 투예 징연 도시, ‘ & ’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베이징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시캐릭터를 개발하였
다.
셋째 도시캐릭터 투예 징연 을 이모티콘으로 개발하여 베이, ‘ & ’ SNS , ‘

징 방언 일상편 과 베이징 여행편 을 통해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 ’ . ,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적용과 예를 제시하여 상품 활
용과 시장창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최근 마케팅의 중요성에 따라 도시캐릭터는 도시 이미지를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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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 
방향적 도시 활성화의 매개체로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도. 
시캐릭터는 상징성만이 주로 중요시되었으나 현재의 도시캐릭터는 , SNS
에서 효과적인 지역민 소통과 내외부적 홍보가 중시되므로 친밀성을 가·
지도록 디자인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도시 캐릭터는 대중의 기호를 반영하여 시각적으로 높은 매력, 
을 가져야 한다 조형적으로 우수한 친밀성과 독창성을 가진 도시 캐릭. 
터는 캐릭터의 기호성 상징성 다양성 등 다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 , 
을 미친다 매력적인 캐릭터는 도시 내의 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 대중. , 
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도시캐릭터는 디자인은 해당 ,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의 구현과 함께 경제적 가치와 시장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에서 주목성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도시캐릭터는 한, SNS
눈에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독창적이어야 하며 표현 소재 표정 의복 소, , , , 
품 등에서 차별된 디자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캐릭터는 디자인과 이름만으로도 해당 도시를 연상할 , 
수 있음과 동시에 상징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 방향6.2 

본 연구는 베이징 도시캐릭터 개발 과정에서 베이징 도시의 지역적 
상징성을 포함하는 캐릭터의 특성과 도시 캐릭터의 역할 고려를 통해 친
밀성과 오락성을 중시한 이모티콘과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였다 이. 
를 통해 향후에는 중국 도시 캐릭터들이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 
정받고 지역 활성화에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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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emblematic character is useful to characterize urban images 
and to spread city’s historic culture, nature scenery, and humanities. 
Also, it is a great economic value to produce and sold its industrial 
products. Although in recent years many cities of China has tried to 
creat urban characters, urban character industry needs development in 
terms of development level and utilization method compared to Korea 
and Japan.
Beijing is the capital city of China which can represent economic, 

culture and history, but there is no image that can represent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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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ch a situation, the study on urban emblematic character design 
is believed to be the study of need to develop a representative image 
of Beijing to promote its contents effectively.
In addition, with the rapid change of media environments, the 

appearance of social network service messenger has created a new 
paradigm of culture and expanded opportunities for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s the SNS’s unlimited proliferation continues, the 
message od SNS has changed from simple text communication to 
emotional emoticon use, and various forms of visual communication in 
SNS including graphic, animation, photo and video. Well-made urban 
characters nee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SNS marketing. Also, urban 
characters need to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they can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city’s revitaliz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urban characters and emoticons using on SN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characters in China, 
Korea and Japan to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urban 
characters. Based on the analysis of urban characte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on design of the urban emblematic character and SNS 
rmoticons focused on Beijing city. 
For research methods, the theoretical study introduced urban image 

and symbol, urban character and SNS emoticon’s related definitions of 
Chaper 2. In Chaper 4, the case study of Chinese, Korean and 
Japanses urban character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design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symbol elements, and 
methods to promote the city. In Chapter 5, based on analysis of case 
study, this study  designed Beijing characters that symbolized the 
history, culture, and reginal characteristics of Beijing. Also, the 
developed urban characters were designed with SNS emotic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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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ing strategies for utilizing and promoting Beijing citie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6, this study summarized and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ed in each chapter and discussed the 
future research of urban charater design.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derived through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1. Case analysis; 2. Beijing 
character design ‘Tuye & Jingyan’; 3. Online development of 
‘Tuye & Jingyan’ SNS emoticons and offline various character 
products design; 4.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SNS 
marketing in recent years, urban characters should be developed 
not only as a symbol of urban image but also as an intermediary 
for interactive city communication. The former urban charaters 
are mainly focused on symbolism, but the current urban 
character needs to be designed to have intimacy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local people; 5. Urban characters should have a 
high visual appeal that reflects popular tastes. Because charming 
urban characters can attract the attention and interest of not 
only the citizens but also the other city’s people. Urabn 
characters should be developed as a design that can contribute 
to economic value and market creation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mages that can symbolize the city; 6. In order 
to have the attention and difference on the SNS, urban 
characters must be unique to cause a curiosity at a glance; 7. 
Urban characters should be developed with an intuitive design so 
that the city can be reminded by the character design and name.
With the result of Beijing characters ‘Tuye & Jingyan’, developed 

SNS emoticons and various derivatives, this study showed the 
example that how to develop urban characters in the future 
based on media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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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 the future, Chinese urban characters will be developed in 
a way that will recognize their value as a city brand and have a 
higher influence on the region’s revitalization.

keywords : Urban character design, Urban symbol, SNS emoticons, 
Bejing
Student Number : 201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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