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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월드컵 축구 이벤트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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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rld Cup soccer event sporting character of the 

preference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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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월드컵 축구 이벤트 스포츠 캐릭터의 선호요인이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를 위한 대상은 D광역시의 10대, 20대, 30대, 40대 각
각 30명을 표집 하였다.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12개 스포츠 캐릭터 중 빈도분석으로 선정된 네 개의 캐릭터를 최종 
대상으로 하였고 질적자료분석을 위한 질문지는 ‘귀하는 본 캐릭터의 어떤 측면이 좋습니까?’라는 개방형으로 구성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드컵 축국의 스포츠 캐릭터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선호요인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인들은 캐릭터와 관련하여 다섯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요인을 지
니고 있는데 이는 외형성, 내면성, 의미성, 다양성, 특이성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형성’의 경우 귀여운 생김새나 운동
(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친근한 소재가 선호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내면성’에서는 친근하
고, 애국적인 이미지를, ‘의미성’에선 축구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마지막 특이성은 
한국의 응원음식문화로 인해 선호하는 요인이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study of the Korean World Cup soccer event sports what is the character's preference factors 
were analyzed inductively.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used. First, the target for the 
study of the D City 10, 20, 30, 40 respectively 30 patients were sampled. World Cup soccer event of the 12 
sports chosen for frequency analysis of characters, the final four characters for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What aspect of your character do you like this?' that consists of an open 
survey conducted by Was. As a result, about World Cup chukguk character of the sports people have a 
preference factors were altered by age, by comprehensively, the Korean people in terms of the five characters 
and related factors that have in common, which prefer oehyeongseong, internality, Meaningfulness, diversity, and 
specificity was. Specifically, the 'oehyeongseong' the cute look or exercise (soccer) would be good to see such a 
varied and colorful, with friendly materials, including a preference factor, and 'internality' and the friendly and 
patriotic images, meaning Star 'in football and that implies a special meaning was preferred. Finally, the 
specificity due to the food culture in Korea prefer rooting factor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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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벤트란 불특정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개최하는 잔치
로 현대에 들어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호감
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경기로 짜인 스포츠 

경기에서 각각의 경기를 이르는 말로 이를 스포츠이벤트
라 하는데 스포츠가 주는 흥미성과 신선함 그리고 정정
당당함과 합쳐져서 등장하며 발달하게 되었다. 스포츠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자 그것을 제
작 판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갖가지 이벤트들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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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소비자인 관중과 팬들에게 판매가 되었고, 스포츠이
벤트를 기획 개최함으로써 고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4].

특히 월드컵 축구 이벤트와 같이 국제적인 스포츠이벤
트는 주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6]. 월드컵 축구 이벤
트는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행사이며, 
4년마다 세계각지에서 예선을 거친 국가의 대표팀이 약 
1개월간 민족과 국가와 선수들의 명예를 걸고 축구의 최
고를 결정하는 세계 선수권대회이다[10]. 현대에는 이러
한 스포츠이벤트를 홍보하고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가 보
편화되었다[6]. 물론 월드컵 축구 이벤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월드컵 축구 이벤트에서 최초의 캐릭터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윌리’는 터프한 사자를 형상화하여 월드컵
의 상징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대중적 관
심으로 인해 스포츠 캐릭터는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상
징과 더불어 경제적인 관심거리의 대상이 되어왔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대회의 푸틱스(Footix) 또한 
국제대회의 성격과 개최국의 특징을 캐릭터로 개발하여 
캐릭터 산업을 발전시켜 자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는 계기를 마련한(박영선, 1998) 긍정적인 예이다. 이
와 반대로 2002년 한일월드컵 캐릭터 ‘아트모’의 경우 공
급한 업체는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 한다. 외계인 ‘아트모’
는 ‘비호감’ 외모로 어린이들이 외면, 관련 완구업체 50%
이상이 도산하기도 했고[20] 2006년 독일 월드컵 캐릭터 
‘골레오 6’의 완구를 제조한 회사가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하였다[21]. 
이것은 캐릭터가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캐릭터에 대한 국
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 이루어진 스포츠 캐
릭터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 프로 스포츠구단 캐릭터
에 대한 연구[1, 5, 7, 12, 16, 19]가 대부분이며 이 연구들 
또한 양적분석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의 질적
인 연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단순히 개최 집단의 특
성과 의미만을 담는 것이 스포츠캐릭터의 역할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스포츠캐릭터의 중요 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캐릭터 소비층들의 선호요인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역대 
월드컵 축구 이벤트에서 탄생된 12개 스포츠 캐릭터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순위를 선정한 후 질적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축구 이
벤트와 스포츠 캐릭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 캐릭터 의 선
호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역대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 캐릭터 
중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캐릭터 중 한국인
이 선호캐릭터는 무엇인가?

둘째, 연령별 캐릭터 선호요인은 어떠한가?
셋째, 종합적 스포츠캐릭터의 선호요인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D광역시 
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령별 구성하였다. 연령은 10
대, 20대, 30대, 40대를 표집 하였다. 선호요인을 분석하
기 위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선호요인 분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Factors prefer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특성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 남
여

60

60

50

50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30

30

30

30

25

25

25

25

전체 120

2.2 측정도구

선호하는 캐릭터는 역대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모든 
캐릭터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를 택일하게 하여 4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캐릭터 마다 좋아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기술하는 방식의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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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도구

자료 수집은 D광역시 5개구에서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각각 30명을 선정하였다. 역대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캐릭터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선정은 
모든 캐릭터를 나열한 설문지에서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를 택일하게 하여 회수된 설문지에서 빈도분석을 통해 
선호캐릭터 4개를 선정하였다. 선호요인은 연구자를 포
함한 4인의 전문가 집단 구성하여 개방형 질문 문항을 선
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연구자와 교육된 연구보조자
들이 선정된 연구 대상에게 직접 방문하여 연구 동의를 
얻은 후 개방형 질문지의 기술 방법을 설명한 다음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strated method)으로 설문에 응답하
게 하였다. 응답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 하였다.

2.4 자료처리

선호하는 캐릭터 선정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분석을 하였다.

3. 결 과

3.1 선호 캐릭터 선정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 캐릭터 중 선호하는 캐
릭터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1위 2위 3위 4위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아트모

2010년
남아공월드컵

자쿠미

1998년
프랑스월드컵

푸틱스

1966년
영국월드컵

윌리

[표 2] 선호 캐릭터 선정 
[Table 2] Select your preferred character

역대 월드컵 축구 캐릭터 12개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
터는 표 2와 같이 1위는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캐릭터 
‘아트모’, 2위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캐릭터 ‘자쿠미’, 3
위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캐릭터 ‘푸틱스’, 4위는 1966
년 영국월드컵 캐릭터 ‘윌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캐릭
터를 연령별, 종합적으로 귀납적 범주 분석하였다

3.2 연령별 선호요인 분석 결과

선호하는 캐릭터로 선정된 4개의 스포츠 캐릭터를 10
대,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귀납적 범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3.2.1 1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결과

10대의 경우 그림 와 같이 캐릭터 선호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그림 1의 네 가지 범주는 외형성(196개; 74.2%)과 내
면성(34개; 12.9%), 의미성(24개; 9.1%) 그리고 다양성(10
개; 3.8%)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형성에서 많
은 응답은 조화롭고 화려한 색상(31개; 15.8%)이였고 그 
뒤를 운동(축구)을 잘 할 것 같은 모습(29개; 14.8%)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 외형성의 요소에서 높은 비율은 친
근한 소재(25개; 12.8%)로 귀여운 생김새(22개; 11.2%)를 
가졌고 웃고 있는 표정(20개; 10.2%)의 캐릭터를 선호하
였다. 그 뒤가 독특한 외모(19개; 9.7%)와 독창적인 소재
(18개; 9.2%)인 것으로 보아 귀엽고 친근한 소재보다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다음 범주로는 친근
하고(17개; 50%) 밝으며 활기찬 이미지(9개; 26.5%)에 애
국심(6개; 17.6%)과 가족 지향적인 요소(2개; 5.9%)인 내
면성이 차지했다. 다음 범주인 의미성은 캐릭터가 전달하
고자하는 의미가 잘 전달(24개; 100%)된 것이 선호요인
으로 응답하였고 마지막 범주인 다양성의 경우 다양한 
쓰임새(10개; 100%)가 있어야 선호됨을 보여줬다.

3.2.2 2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결과

연령별로 스포츠 캐릭터의 선호요인을 분석한 결과 20
대의 경우 그림 2과 같이 나타났다. 

20대가 스포츠 캐릭터를 선호하는 요인은 그림 2과 같
이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뉘었고, 이는 외형성과 내면
성, 의미성, 다양성 그리고 특이성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형성은 전체반응 414개 중 302개(72.9%)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영역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선호요인은 귀여운 생김새(45개; 14.9%)이고 화려한 색
상(43개; 14.2%)이 그 뒤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
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42개; 13.9%)으로 화려한 
색상과 근소한 차이였다. 독창적(34개; 11.3%)이지만 친
근한 소재(33개; 10.9%) 그리고 독특한 외모(28개; 9.3%)
도 캐릭터 외형적 선호요인으로 응답하였다. 20대가 선
호하는 캐릭터의 내면적 요인(59개; 14.3%)은 친근한 이
미지(47개; 79.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애국
심(10개; 16.9%)과 가족 지향적(2개; 3.4%)인 요소도 포
함되었다. 다음 범주인 의미성(34개; 8.2%)은 캐릭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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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색이 좋다(7), 녹색과 노란색 조화(7) 다양한 색감(7) 
색상 독특(4) 색이 튄다(3) 화려하다 색이 깔끔하다(2)

조화롭고 화려한 색상
(31개 15.8%)

빠르다(3) 강하다(3) 축구를 잘 할 것 같다.(3) 
축구선수 같다(2) 날렵해 보인다(2) 활기차 보인다(2)
용감한 모습(2) 규칙을 잘 지키게 생겼다(2) 당당해 보임(2)
승부차기 잘 할 것 같다(2) 역동적이다(2) 자신감(2) 야성미(2)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29개 14.8%)

동물(표범)이어서(3) 유사 캐릭터(딱따구리)(3) 동물(새)이라(3) 새가 축
구를 새롭다(2) 강렬한 표범을 부드럽게 표현(2) 
애니메이션 같다(2) 동물같이 생겼다(2) 사자(2) 치킨 같다(2) 
복고풍 캐릭터(2) 캐릭터의 정석(2)

친근한 소재
(25개 12.8%)

귀엽다(22) 귀여운 생김새
(22개 11.2%)

웃는 모습(12) 즐기는 표정(6)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2) 웃는 표정
(20개 10.2%)

독특하게 생겼다(7) 머리 스타일(5) 
개성 있다(3) 신비롭다(2) 참신하다(2) 

독특한 외모
(19개 9.7%)

외형성
(196개 74.2%)

추상적 소재(2) 독창적이다(2) 3D 캐릭터(2) 비싸 보인다(2)
상상력이 풍부해 보인다(2) 애니메이션 같다(2) 
맛있어 보인다(2) 흔하지 않은 캐릭터(2) 전문적 요소(2)

독창적 소재
(18개 9.2%)

잘생겼다(2) 멋있다(2) 간지가 난다(2) 세련됐다(2) 
시크하게 생김(2)

잘생긴 외모
(10개 5.1%)

단순하다(5) 따라 그리기 쉽다(2) 깔끔하다(2) 심플한 디자인
(9개 4.6%)

인간답다(3), 학생처럼 생겼다(2) 인간다운 외모
(5개 2.6%)

발동작(2) 춤을 추고 있는 듯(2) 동적 형태
(4개 2%)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음(2) 어린이 콘셉트
(2개 1%)

나와 비슷해서(2) 자아 유사성
(2개 1%)

친근하다(5) 순해 보임(2) 익숙하다(2). 친숙하다(2) 
많이 본 것 같다(2) 남녀노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2) 
최근 월드컵 캐릭터(2)

친근한 이미지
(17개 50%)

천진한 모습(3) 밝은 인상(2) 개구쟁이 같다(2) 명랑하다(2) 밝고 활기찬 이미지
(9개 26.5%)

내면성
(34개 12.9%)

한일 월드컵 캐릭터라(2) 우리나라 선수 같다(2) 
태극문양 색(2)

애국심
(6개 17.6%)

화복해 보인다(2) 가족 지향
(2개 5.9%)

개최국 표현 잘 반영(5) 화합을 표현(4) 
축구 특징 잘 표현(3) 개최국을 유니폼으로 표현(2) 
개최국 동물 잘 표현(2) 축구와 잘 어울린다(2) 평등함 추구(2) 
월드컵 캐릭터 같다(2) 축구관련 캐릭터 같다(2) 

의미 전달
(24개 100%)

의미성
(24개 9.1%)

다양하다(2) 모양의 변형이 용이해 보임(2) 
캐릭터가 여러 개다(2) 유리로 만들면 예쁠 것 같다(2) 
활용도 있어 보인다(2)

다양한 쓰임새
(10개 100%)

다양성
(10개 3.8%)

[그림 1] 1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Fig. 1] 10's sports character preferred Factors

전달하고자하는 의미가 잘 전달(34개; 100%)된 것이 선
호요인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 영역 다양성(11개; 2.7%)
의 경우 다양한 쓰임새(11개; 100%)가 있어야 선호됨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특이성(8개; 1.9%)으로는 한국의 
응원 음식문화(8개; 100%)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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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귀여워서(45) 귀여운 생김새

(45개 14.9%)

색이 화려해서(15) 초록색, 노란색(색이 예뻐)(10)
색이 우리나라 느낌(5) 색채가 눈에 띔(5) 친근한 색(4)
색이 단순해서(2) 색이 통일감 있어서(2)

화려한 색상
(43개 14.2%)

활동적으로 보여서(12) 카리스마 있어서(5) 날렵해 보여서(4) 늠름해서(3) 
용감해 보여서(3) 건강해 보임(3) 강해 보임(2) 
운동(축구) 잘하게 생겨서(2)  자신감 있어 보임(2)
씩씩해 보임(2) 선수들의 축구하는 모습 같다(2) 믿음직해서(2)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42개 13.9%)

우주괴물(외계인) 같아서(10) 젤리 같아서(9) 
말랑말랑 해보여서(5) 3D 캐릭터라(2) 창의적인 캐릭터(2)
21세기적(2) 신기해서(2) 처음 봐서(2)

독창적 소재
(34개 11.3%)

친근한 동물(13) 치타라 잘 뛸 것 같은(4) 닭이라 친근감(4)
닭(치킨)을 좋아해서(4)  닭이 축구를 하니 웃기다(2)
치타 소재 친환경적(2) 동물이라 귀엽다(2) 게임 캐릭터(2)

친근한 소재
(33개 10.9%)

독특해서(20) 아바타 닮아서(2) 웃기게 생김(2) 
저금통 같아서(2) 곡선사용 부드러움(2) 

독특한 외모
(28개 9.3%)

웃는 모습(17) 표정이 상큼해서(2) 기분 좋아 보여서(2) 웃는 표정
(21개 7%)

외형성
(302개 72.9%)

공을 들고 있어서(7) 자신감 있는 포즈(5)
뛰는 모습이 발랄해서(3) 공을 차는 포즈(2) 손, 발끝 섬세(2)

축구관련 동작
(19개 6.3%)

머리 스타일이 좋아하는 스타일(7) 인간답다(3) 
학생처럼 생겼다(2) 교복 입은 학생느낌(2) 
구레나룻 맘에 든다(2) 신발 신고 있음(2)

인간다운 외모
(18개 6%)

잘생겨서(7) 멋있다(2) 예쁘다(2) 잘생긴 외모
(11개 3.6%)

단순하다(2) 깔끔해 보임(2) 따라 그리기 편함(2) 심플한 디자인
(6개 2%)

똑똑해 보임(3) 지적인 이미지
(2개 0.7%)

친근감 있어서(21) 이번 월드컵 캐릭터라(7) 착해보여서(5)
많이 보던 캐릭터(5) 치킨 집 캐릭터 닮아서(3) 익숙함(2)
평범한 캐릭터(2) TV에서 많이 봤다(2) 

친근한 이미지
(47개 79.7%)

한일 월드컵 캐릭터라(8) 한국이 4강까지 가서(2) 애국심
(10개 16.9%)

내면성
(59개 14.3%)

아빠와 아들 같아서(2) 가족 지향
(2개 3.4%)

축구와 잘 어울림(7) 어우러짐 상징(5) 의상이 월드컵 상징(3)
유니폼을 통해 개최국 알 수 있음(2) 월드컵 분위기(2)
페어플레이 정신(2) 남성선수의 거칠고 날렵함 동물로 표현(2)
상징성 있음(2) 월드컵과 어울리는 캐릭터(2) 유럽 이미지(2) 
이중적(야수 같지만 신사다운 모습)(2) 
가슴의 문구 개최국 알 수 있음(2)

의미 전달
(34개 100%)

의미성
(34개 8.2%)

캐릭터가 여러 개라(9) 활용도가 무궁무진(2) 다양한 쓰임새
(11개 100%)

다양성
(11개 2.7%)

치킨 생각(4) 축구와 치킨 어울림(2) 맛있어 보여서(2) 응원 음식 문화
(8개 100%)

특이성
(8개 1.9%)

[그림 2] 2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Fig. 2] 20's sports character preferr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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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귀엽다(46) 앙증맞다(4) 깜찍하다(2) 정감 있게 생겼다(2) 귀여운 생김새

(54개 16.5%)

다양한 색감(7) 색감 좋음(6) 색상 독특(4) 색이 예쁨(4)

색상의 조화(4) 시원한 색채(4) 눈에 띄는 색감(4) 

명확한 색채(3) 선명함(2) 강렬한 색감(2) 태극문양 색(2) 

색감 컬러풀하다(2) 화려하다(2) 파스텔 톤(2)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48개 14.7%)

동물이라(29) 유사 (만화)캐릭터(11) 장난감 같음(2) 

공이 좋다(2) 

친근한 소재
(44개 13.5%)

독특하다(31) 새롭다(6) 세련됐다(3) 눈에 띈다(2) 독특한 외모
(42개 12.8%)

날렵함(7) 힘 있어 보임(5) 당당하다(4) 역동적(2) 

활기차 보임(2) 축구하는 것 같다(2) 용감해 보임(2) 

정열적이다(2) 축구를 잘 하게 생김(2) 든든해 보임(2)

야생적이다(2) 활발해 보인다(2) 즐거운 축구를 할 것 같다(2)

강한 이미지(2) 카리스마(2)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40개 12.2%)

외계인 같음(5) 젤리 같음(2) 추상적(2) 3D 느낌(2) 

미래지향적(2) 신선하다(2) 독창적이다(2) 소재의 궁금증(2) 

SF주인공(2) 사이버 틱(2) 환상적이다(2) 신기하다(2) 

기발하다(2) 고급스럽다(2) 

독창적 소재
(31개 9.5%)

웃는 모습(9)  즐기는 모습(3) 표정 좋음(2) 익살스런 표정(2) 웃는 표정
(16개 4.9%)

외형성
(327개 71.4%)

헤어스타일이 맘에 든다(4) 축구화 같은 발바닥(2) 사람 같다(2)

신발 신고 있다(2) 배우(이민호) 연상(2) 신사적이다(2)

인간다운 외모
(14개 4.3%)

축구공 들고 있음(6) 발차기 동작(3) 골을 넣은 듯한 포즈(2) 축구관련 동작
(11개 3.4%)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음(6) 어린 아이 같음(3) 어린이 콘셉트
(9개 2.8%)

깔끔한 이미지(2) 디자인이 좋다(2) 단순하다(2) 산뜻하다(2) 심플한 디자인
(8개 2.4%)

얼굴이 예쁘다(2) 부리가 예쁘다(2) 눈이 크다(2) 잘생긴 외모
(6개 1.8%)

똘망 똘망(2) 이지적(2) 지적인 이미지
(4개 1.2%)

친근하다(36) 익숙해서(3) 편안해 보임(3) 착해 보인다(2) 

부드러운 느낌(2) 정감 있다(2) 자꾸 보면 호감(2) 평범하다(2) 

차분한 느낌(2) 이번 월드컵 캐릭터(2)

친근한 이미지
(56개 86.2%)

발랄하다(3) 개구쟁이 같다(2) 웃기다(2) 밝고 활기찬 이미지
(7개 10.8%)

내면성
(65개 14.2%)

가족적이다(2)  가족 지향
(2개 3.1%)

개최국 특색 잘 살림(16) 개최국을 알 수 있는 의상(9)

월드컵 이미지 잘 표현(5) 개최국 색 표현(5) 화합 조화(3)

이중적(위엄+익살)(3) 축구 이미지 잘 살림(2) 의상 글씨(2)

공중의 빠른 공 표현(2)

의미 전달
(47개 100%)

의미성
(47개 10.3%)

캐릭터가 여러 개(6) 다양한 모양(3) 활용도 있어 보임(2)

모양의 변형이 용이해 보임(2) 유리로 만들면 예쁠 것(2), 

인형으로 만들면 눈에 띌 것 같음(2) 인형으로 만들면 좋을 듯(2)

다양한 쓰임새
(19개 100%)

다양성
(19개 4.1%)

[그림 3] 3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Fig. 3] 30's sports character preferr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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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날렵해 보임(4) 강한 이미지(4) 건강해 보인다(4) 역동적(3)

자신감 있어 보임(2) 당당함(2) 용감함(2) 축구 심판 같음(2) 

축구를 잘하게 생겼다(2) 힘찬 느낌,(2) 외향적이다(2)

승부욕 있어 보임(2) 남성다움(2) 축구에 대한 자신감(2)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35개 15.8%)

귀엽다(28) 귀여운 생김새
(28개 12.7%)

동물이라(16) 유사 (만화)캐릭터(2) 치킨 같아서(2) 

장난감 같다(2) 공이 좋다(2) 공이 계란 같다(2)

친근한 소재
(26개 11.8%)

독특하다(15) 개성적이다(2) 재미있게 생겼다(2) 

코믹한 느낌(2) 불꽃같은 이미지(2) 

독특한 외모
(23개 11.9%)

웃는 모습(14) 밝은 표정(2) 개구쟁이 표정(2) 

표정이 재미있음(2) 자신감 있는 표정(2)

웃는 표정
(22개 10.4%)

다양한 색상(5) 화려한 색상(4) 색상의 조화(3) 명확함(3) 

색이 좋다(2) 산뜻하다(2) 파스텔 톤(2)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
(21개 9.5%)

외형성
(221개 73.4%)

단순함(6) 깔끔하다(3) 시원스럽다(3) 심플하다(2) 

그리기 쉽다(2) 

심플한 디자인
(16개 7.2%)

외계인(3) SF주인공(2)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2) 젤리 같다(2)

창의적이다(2) 신비롭다(2) 형이상학적 이미지(2)

독창적 소재
(15개 6.8%)

호감 가는 인상(2) 잘생겼다(2) 멋있다(2) 부리가 예쁘다(2) 

눈이 크다(2) 매력적이다(2)

잘생긴 외모
(12개 5.4%)

헤어스타일(2) 인간 같음(2) 신발이 신음(2) 

축구화를 신었음(2) 다부져 보임(2) 신사적(2) 

인간다운 외모
(12개 5.4%)

축구하는 모습(3) 포즈가 좋다(2) 동작이 맘에 든다(2)

손가락 포즈(2)

축구관련 동작
(9개 4.1%)

영리해 보임(2) 지적인 이미지
(2개 0.9%)

친근하다(11) 익숙하다(4), 많이 봤다(2) 부드러움(2) 

믿음직스러움(2) 걱정 없어 보임(2) 인상이 좋아 보인다(2) 

편안함(2) 순진한 이미지(2) 기분이 좋아지는 캐릭터(2)

친근한 이미지
(31개 63.3%)

즐거움(4) 신남(2) 명랑해 보인다(2) 활발한 아이 느낌(2) 

밝은 느낌(2) 익살스럽다(2) 개구쟁이(2)

밝고 활기찬 이미지
(16개 32.7%)

내면성
(49개 16.3%)

부모와 자식 같다(2) 가족 지향
(2개 4.1%)

개최국 이미지(6) 화합(4) 월드컵 이미지(4) 

축구 표현 잘 돼서(4) 유니폼(3) 유니폼을 나타내는 색상(2)

의미 전달
(23개 100%)

의미성
(23개 7.6%)

캐릭터가 여러 개(6) 상품화하면 잘 팔릴 것 같다(2) 다양한 쓰임새
(8개 100%)

다양성
(8개 2.7%)

[그림 4] 4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Fig. 4] 40's sports character preferred Factors

3.2.3 3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결과

30대가 선호하는 스포츠 캐릭터의 요인은 그림 3과 같
이 분석되었다.

그림 3의 30대의 경우도 10대와 같이 외형성과 내면
성, 의미성과 다양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역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형성(327개; 71.4%)에서 지배
적인 응답은 귀여운 생김새(54개; 16.5%)이었다. 그 다음
으로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48개; 14.7%)으로 응답되
었다. 친근한 소재(44개; 13.5%)에 독특한 외모(42개; 

12.8%)를 하고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40개; 
12.2%)의 캐릭터도 선호요인이었다. 다음 범주인 내면성
(65개; 14.2%)의 경우 친근한 이미지가(56개; 86.2%) 응
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밝으며 활기찬 이미지(7개; 
10.8%)와 가족 지향적인 요소(2개; 3.1%)도 선호요인으
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가 전달하고자하는 의
미가 잘 전달(47개; 100%)된 의미성(47개; 10.3%)과 다양
한 쓰임새(19개; 100%)가 있어야 선호됨을 보여주는 다
양성(19개; 4.1%)이 범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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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귀엽다(134) 앙증맞다(4) 깜찍하다(2) 정감 있게 생겼다(2) 귀여운 생김새

(142개 15.4%)

날렵해 보인다(17) 활동적으로 보여서(12) 강하다(10)  
운동(축구)을 잘 할 것 같다(8) 건강해 보인다(7) 용감한 모습(7), 
당당해 보임(7), 역동적이다(6), 활기차 보인다(6) 카리스마(6), 
힘 있어 보임(5) 자신감 있어 보임(5) 빠르다(3)  축구선수 같다(3) 
늠름해서(3) 시원스럽다(3) 축구하는 것 같다(2) 축구 심판 같음(2) 
야성미(2) 규칙을 잘 지키게 생겼다(2) 승부차기 잘 할 것 같다(2)
외향적이다(2) 승부욕 있어 보임(2) 축구에 대한 자신감(2)
남성다움(2) 씩씩해 보임(2) 정열적이다(2) 든든해 보임(2) 
즐거운 축구를 할 것 같다(2)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134개 14.6%)

화려한 색상(20) 다양한 색감(16) 녹색과 노란색 조화(15) 
눈에 띄는 색감(12) 색이 좋다(11) 색상 독특(8) 색상의 조화(7)
명확한 색채(6) 색이 예쁨(4) 친근한 색(4) 시원한 색채(4) 선명함(2) 
파스텔 톤(2) 강렬한 색감(2) 색이 깔끔하다(2), 산뜻하다(2) 
색이 단순해서(2) 색이 통일감 있어서(2)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121개 13.2%)

동물이어서(62) 유사 (만화)캐릭터(16) 치타라 잘 뛸 것 같은(4) 
닭이라 친근감(4) 닭(치킨)을 좋아해서(4) 장난감 같다(3) 
공이 좋다(2) 닭이 축구를 하니 웃기다(2) 새가 축구를 새롭다(2)  강렬한 표범
을 부드럽게 표현(2) 치타 소재 친환경적(2) 
동물이라 귀엽다(2) 게임 캐릭터 같다(2) 복고풍 캐릭터(2) 
캐릭터의 정석(2) 공이 계란 같다(2) 

친근한 소재
(113개 12.3%)

독특하다(68) 새롭다(4) 코믹한 느낌(4) 머리 스타일(3) 개성 있다(3) 
세련됐다(3) 재미있게 생겼다(2) 눈에 띈다(2) 아바타 닮아서(2) 
불꽃같은 이미지(2) 신비롭다(2) 참신하다(2) 저금통 같아서(2) 
곡선사용 부드러움(2) 

독특한 외모
(101개 11%)

외형성
(920개 71.8%)

추상적(외계인) 소재(22) 젤리 같다(12) 말랑말랑 해보여서(5) 
3D 캐릭터(5) 독창적이다(5) SF주인공(2) 미래지향적(2) 신선하다(2) 
신기하다(2) 21세기적(2) 처음 봐서(2) 신비롭다(2) 사이버 틱(2)
환상적이다(2) 기발하다(2) 형이상학적 이미지(2) 전문적 요소(2)
상상력이 풍부해 보인다(2) 흔하지 않은 캐릭터(2) 소재의 궁금증(2)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2) 고급스럽다(2) 비싸 보인다(2) 

독창적 소재
(85개 9.2%)

웃는 모습(49) 즐기는 표정(5) 밝은 표정(3)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2)
개구쟁이 표정(2) 익살스런 표정(2) 표정이 재미있음(2) 표정 좋음(2) 
자신감 있는 표정(2) 표정이 상큼해서(2) 기분 좋아 보여서(2)

웃는 표정
(73개 7.9%)

헤어스타일이 맘에 든다(13) 인간답다(6) 신발(축구화)을 신음(6)
사람 같다(2) 신사적이다(2) 학생처럼 생겼다(2) 다부져 보임(2) 
배우(이민호) 연상(2) 교복 입은 학생느낌(2) 구레나룻 마음에 듬(2)

인간다운 외모
(39개 4.2%)

축구공을 들고 있어서(10) 공을 차는 포즈(7) 자신감 있는 포즈(3) 
뛰는 모습이 발랄해서(2) 손끝 발끝 섬세하다(2) 포즈가 좋다(2) 
발동작(2) 골을 넣은 듯한 포즈(2) 춤을 추고 있는 듯(2) 
동작이 맘에 든다(2) 손가락 포즈(2)

동적 형태
(36개 3.9%)

3.3.4 4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40대가 스포츠 캐릭터를 선호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과 같이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도 그림 4과 같이 외형성과 내면성, 의미
성과 다양성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301개의 전체응
답 중에 221개(73.4%)를 차지한 외형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요인은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35개; 15.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귀여운 생김새
(28개; 12.7%)에 친근한 소재(26개; 11.8%)를 하고 독특
한 외모(23개; 11.9%)의 캐릭터를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
다. 그 뒤를 웃는 표정(22개; 10.4%)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21개; 9.5%)이 선호요인으로 응답되었다. 다음 범주

인 내면성(49개; 16.3%)에는 친근한 이미지(31개; 63.3%)
와 밝고 활기찬 이미지(16개; 32.7%) 그리고 가족 지향적
인 요소(2개; 4.1%)가 선호요인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
로는 캐릭터가 전달하고자하는 의미가 잘 전달(23개; 
100%)된 의미성(23개; 7.6%)과 다양한 쓰임새(8개; 
100%)가 있어야 선호됨을 보여주는 다양성(8개; 2.7%)이 
범주로 나뉘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 큰 범주 중에 외형적 요
인이 전체 응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슷한 대영
역 범주 속에도 다른 선호요인들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로 선호하는 요인과 요
인의 선호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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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다(10) 멋있다(5) 호감 가는 인상(2) 얼굴이 예쁘다(2) 
부리가 예쁘다(2) 눈이 크다(2) 간지가 난다(2) 세련됐다(2) 
시크하게 생김(2) 매력적이다(2)

잘생긴 외모
(31개 3.4%)

단순함(13) 깔끔하다(6) 그리기 쉽다(3) 심플하다(2) 
디자인이 좋다(2) 산뜻하다(2)

심플한 디자인
(28개 3%)

똘망 똘망(2) 똑똑해 보인다(2) 영리해 보인다(2) 이지적이다(2) 지적인 이미지
(8개 0.9%)

외형성
(920개 71.8%)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음(5) 어린 아이 같다(2) 어린이 콘셉트
(7개 0.8%)

나와 비슷해서(2) 자아 유사성
(2개 0.2%)

친근하다(73) 순해(착해) 보임(10) 많이 봤다(9) 최근 월드컵 캐릭터(9)
익숙하다(8) 부드러움(4) 편안함(4) 치킨 집 캐릭터 닮아서(3) 
믿음직스러움(2) 익숙함(2) 정감 있다(2) 평범하다(2) 친숙하다(2) 
남녀노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2) 걱정 없어 보인다(2) 
인상이 좋아 보인다(2) 자꾸 보면 호감 간다(2) 차분한 느낌(2) 
기분이 좋아지는 캐릭터(2)

친근한 이미지
(142개 72.8%)

즐거움(4) 발랄하다(3) 명랑하다(3) 천진한 모습(3) 개구쟁이 같다(3) 
밝다(2) 신남(2) 익살스럽다(2) 활발한 아이 느낌(2)

밝고 활기찬 이미지
(24개 12.3%)

내면성
(195개 15.2%)

한일 월드컵 캐릭터라(10) 색이 우리나라(태극문양) 느낌(7) 
한국이 4강까지 가서(2) 우리나라 선수 같다(2) 

애국심
(21개 10.8%)

부모와 자식 같다(2) 아빠와 아들 같아서(2) 화복해 보인다(2)
가족적이다(2)  

가족 지향
(8개 4.1%)

개최국 표현 잘 반영(28) 개최국을 유니폼으로 표현(16) 
월드컵 이미지(12) 축구 특징 잘 표현(10) 축구와 잘 어울린다(8) 
화합을 표현(8) 개최국 색 표현(5) 어우러짐 상징(5) 
이중적(위엄+익살, 야수+신사)(4) 화합 조화(3) 의상이 월드컵 상징(3)
개최국 동물 잘 표현(2) 의상 글씨(2), 월드컵 캐릭터 같다(2) 
페어플레이 정신(2) 상징성 있음(2) 유니폼을 나타내는 색상(2)  
남성선수의 거칠고 날렵함 (2) 평등함 추구(2) 공중의 빠른 공 표현(2)

의미 전달
(120개 100%)

의미성
(120개 9.4%)

캐릭터가 여러 개다(22) 다양하다(4), 활용도 있어 보임(3) 
모양의 변형이 용이해 보임(2) 유리로 만들면 예쁠 것 같다(2) 
상품화하면 잘 팔릴 것 같음(2) 인형으로 만들면 좋을 듯(2)
인형으로 만들면 눈에 띌 것 같음(2) 

다양한 쓰임새
(39개 100%)

다양성
(39개 3%)

치킨 생각(4) 맛있어 보여서(2) 축구와 치킨 어울림(2) 응원 음식 문화
(8개 100%)

특이성
(8개 0.6%)

[그림 5]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 종합적 분석
[Fig. 5]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s favored sports character

3.3 종합적 스포츠캐릭터 선호요인 분석 결과

선호하는 캐릭터들의 선호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되었다. 

전체응답 1,282개 중 920개(71.8%)를 차지한 외형성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귀여운 생김새(142
개; 15.4%)로 독특한 외모(101개; 11%)보다 높게 나타났
고, 이것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스포츠 캐릭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134개; 14.6%)으로 스포츠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다음 순위로는 다양하고 화
려한 색상(121개; 13.2%)으로 스포츠 캐릭터의 선호요인
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스포츠 캐릭터의 소재
는 독창적(85개; 9.2%)인 것 보다는 친근한 소재(113개; 

12.3%)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외형적으로 웃는 표정(73
개; 7.9%)에 인간다운 외모(39개; 4.2%)를 가지고 동적 
형태(36개; 3.9%)를 표현하고 있는 스포츠 캐릭터를 선호
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내면성(195개; 15.2%)으로 
나타났고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친근한 이미지가 142
개(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다른 내면성의 내
용으로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24개; 12.3%)와 애국심(21
개; 10.8%), 그리고 가족 지향적(8개; 4.1%) 요소였다. 다
음으로는 캐릭터가 전달하고자하는 의미가 잘 전달(120
개; 100%)된 의미성(120개; 9.4%)과 다양한 쓰임새(39개; 
100%)가 있어야 선호됨을 보여주는 다양성(39개; 3%)이 
범주로 나뉘었다.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한국에서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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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이성(8개; 0.6%)으로 응원음식 문화(8개; 100)
속에서 생성된 선호요인도 있었다.

4. 논 의

역대 월드컵 축구 캐릭터 12개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
터를 조사한 결과 1위는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캐릭터 
‘아트모’, 2위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캐릭터 ‘자쿠미’, 3
위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캐릭터 ‘푸틱스’, 4위는 1966
년 영국월드컵 캐릭터 ‘윌리’가 선정되었다. 

1위로 선정된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캐릭터 ‘아트
모’는 독특한 소재와 독특한 생김새 그리고 화려한 색상
을 가진 외형적 요소가 지배적인 선호요인 나타났다. 이
는 캐릭터 조형요건 중 독창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박
영선[9]은 연구 당시까지의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 정육
면체로 이루어진 캐릭터로 그 당시 전혀 시도되지 않았
던 소재의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의 챠오가 독창성이 우
수하게 나타났다. 독창성은 기존의 동물이나 의인화된 캐
릭터 보다는 새롭게 시도되는 소재일수록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외계인을 소재로 한 2002년 한국, 일
본월드컵 캐릭터 ‘아트모’가 독창적인 요소로 인해 선호
되었다고 보여 진다. 허진[19]의 국내 총 25개 프로스포
츠구단의 캐릭터가 의인화에 유리한 동물과 인간의 형태
를 고집하고 있어 선택 소재에 있어서 창의적이지 못하
고 독창성이 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밝
혔는데 이는 독창성 결여로 캐릭터의 이점을 살리지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캐릭터 ‘아트모’는 본 연구
결과 선호 캐릭터 1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
게도 현실은 선호도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예
로 외계인 소재의 비호감 외모로 어린이들이 외면하여 
관련 완구업체 50%이상이 도산[3]한 것이다. 이런 결과
는 독창성 표현에 있어 독특한 소재도 중요하지만, 선․
형태․동작 면에서 완전한 표현이 되어야 함[9]을 시사한
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선호캐릭터 1위로 선정된 
이유는 2002년 한국, 일본월드컵 기간 내내 보아왔던 친
숙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월드컵 캐릭터라는 
요소가 국가주의적 성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또
한 ‘캐릭터가 많아서’라는 선호요인은 많은 캐릭터를 이
용해 유용한 쓰임새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표면적 설명이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집단주의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국
민성[8]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2위로 선정된 2010년 남아공월드컵 캐릭터 ‘자쿠미’는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과 색상의 조화가 선호요
인으로 다수 응답되었다. 운동을 잘할 것 같은 모습의 선
호요인은 일반 캐릭터에는 없는 스포츠 캐릭터가 가지는 
독특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스포츠가 가진 역동성, 
활동적, 강인함 등의 요소를 스포츠 캐릭터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선호요인은 색상의 조화인데, 이
는 캐릭터에 있어 색상 선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 이
유인 즉, 색은 평면적인 면 채우기를 넘어 국가를 상징하
고, 의미 전달과 시각적 효과 등[2, 13, 14]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쿠미’가 외형적 범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의미성으로서, 스포츠 캐릭터가 갖춰야할 특
성 중에 하나로 주체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표현하고
자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선호하는 캐릭터 3순위에 오른 1998년 프랑스월드컵 
‘푸틱스’는 외형성으로 친숙한 동물 소재와 귀여운 생김
새에 대한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는 차현진[15]의 동물을 이용한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친
근감 있고 접근하는데 용이하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푸틱스’는 프랑스의 수탉을 의인화 하였으나 응답 중 
“축구 응원 할 때 함께 먹는 치킨이 생각나서 선호한다.”
는 한국의 응원 문화를 반영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실제
로 월드컵 기간 내에 치킨판매율이 급상승[17]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호캐릭터 4위인 1966년 영국월드컵의 
‘윌리’가 44년 이라는 긴 세월 속에 오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캐릭터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캐
릭터의 속성요인을 잘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 진
다. ‘윌리’ 분석 결과 외형성에서 귀여운 생김새와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선호요인으로 응답되었
다. 캐릭터의 속성인 귀여움과 선한 이미지의 웃는 표정
은 영국 대중지 더선(The Sun)에서 발표한 최근 ‘역대 월
드컵 마스코트 10선’의 최고 캐릭터[11]로도 손색없어 보
인다.

이상과 같이, 외형성은 캐릭터 선호요인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캐릭터 겉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조형물로써 외형상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
겠다. 홍숙자[18]의 경우 눈에 드러나는 디자인과 스토리
보다 그 속에 담긴 개발자의 감성과 철학이 캐릭터가 성
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
과와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 

연령별로 스포츠 캐릭터 조형요건이 유의한 차이를 보
였기 때문에 연령별 캐릭터 선호요인 또한 탐색해 볼 필
요성이 있었다. 먼저 10대에서 주목할 것은 가장 많은 응
답이 조화롭고 화려한 색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1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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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색을 경험함으로 
인해 캐릭터의 색을 중요시한다고 보여 진다. 

연령별로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을 분석한 결과 20
대와 30대는 귀여운 생김새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캐
릭터의 귀여움을 20대와 30대 모두 가장 높은 선호요인
으로 선정한 것은 캐릭터의 전통과 변화 사이의 과도기
에 있는 이들 세대의 경향으로 두 집단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대의 스포츠 캐릭터 선호요인은 운동
(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이러한 성향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직, 간접적으로 캐릭터를 접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캐릭터의 의미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인이 선호하는 스포츠 캐
릭터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캐릭터는 외형적으로 부담감 
없는 귀여운 생김새를 하고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으로 활동적인 스포츠 요소가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색상은 한국의 전통적 원색을 화려하면서도 조화롭게 적
용해야 할 것이고, 소재에 있어 새로운 독특한 소재보다
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로 스포츠 캐
릭터를 제작해야 한다. 내면적으로는 인간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담고, 스포츠 캐릭터로써 전달
하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모두 표현되어 의미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캐릭터 특성상 활용도가 높아야 하
므로 여러 현장에서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쓰임새를 갖
추고. 한국인만이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응원문화 요소
를 스포츠 캐릭터에 적용해야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캐릭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축구 캐릭터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선호요인은 각 
캐릭터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한국인들은 캐릭터와 관련하여 외형성, 내면성, 의
미성, 다양성, 특이성 차원에서 선호하는 요인을 공통적
으로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형성’의 경우 귀여운 
생김새, 운동(축구)을 잘할 것 같은 모습, 다양하고 화려
한 색상, 친근한 소재가 선호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내면
성’에서는 친근하고, 애국적인 이미지를, ‘의미성’에선 축
구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으로 ‘특이성’ 차원에서는 한국의 응원음식문화와 연계
된 것을 선호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월드컵 축구 이벤트의 스포츠 캐릭터가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캐릭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스포츠캐릭터는 특성과 의
미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여 수익을 창
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 캐릭터가
터가 상품화 될 때 우리나라의 축구 이벤트와 스포츠 캐
릭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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