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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에만난사람|

에그는둥굴지만고귀함을품고있으며끊임없이변화한다

●●● 허동준 D&H 캐릭터 사업부 이사

D&H 캐릭터 사업부에 대해서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사를

기반으로한D&H사캐릭터사업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에그는

2001년도에 개발을 시작해서 플래시

애니매이션 13편, 에그송은 어버전,

한 버전 2가지가 있으며, 지난해 소

| 이달에만난사람|

인터넷으로 아이러브에그를 검

색해 보면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에그를만나볼수있다. 캐릭

터에그를통한다양한컨텐츠개발

로 에그만의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현장을엿볼수있다.   

본 기자는 평소 식품으로써만 생

각해오던 계란에 창의력을 발휘해

혼을불어넣음으로써캐릭터로승

화시킨‘에그’를 통해 사업화에 힘

쓰고있는D&H 아이러브에그캐릭

터사업부허동준이사를찾아에그

에대한열정을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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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조선일보를 통해서 클레임 만화를 연재했습

니다. 지난 2005년도 6월달에‘에그의 비 1

권’이나왔으며 2005년 12월달에‘에그의비

2’가출간되어많은인기를끌고있습니다.

캐릭터 에그는…

계란을 컨셉으로 잡은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어서 입니다. 계란은 겉은 둥굴둥굴해서

원만해보이지만그안에는노른자를품고있듯

이자기만의고귀한생각들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매일끊임없이다른모양의알을생산하듯

이매일끊임없이변화한다는것에서에그를캐

릭터로만들게되었습니다. 즉둥굴둥굴한생활

과 그 안에 품고 있는 고귀한 생각 그리고 끊임

없이 변화하려는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에그는

한가지캐릭터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본이64

가지정도이며, 계속해서변화하고있어에그는

무궁무진합니다. 

계란브랜드로요청이많았을것으로보이는데…

실제로 캐릭터 에그에 대한 사용 요청이 많았

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로얄티를 주고 캐릭

터를 사용함에 있어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사의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캐

릭터에그의이미지가그상품으로인해훼손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란상표로

의 요청도 있었지만 에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에그를

브랜드로써 성장시키기 위해 에그 관련 상품에

대해각별히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에그 진출 상황

국내에서는 시계, 열쇠고리, 완구, 의류, 출판

등에진출해있으며해외에서더욱각광을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오토바이에 에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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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사용하고있으며에그의친숙한이미지와고

급화로 소비자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체중계, 스티커, 가방등다양한분야에이용

되고있습니다. 유럽에서는어린이시장이크기

때문에 에그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상품으로

진출하고있습니다.

클레이(점토) 만화

클레이 만화로 조선소년일보에 1년동안 연재

됐으며 지난해에는‘에그의 비 1탄, 2탄’으로

출판되어많은관심을모았습니다.

일단 클레이 자체의 수공예적인 톡득함과 에

그가 가지는 성격과 유사하다는데서 클레이 만

화를 만들었습니다. 점토는 사람손으로 만들었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만들 때 똑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에그가 새로운 것을 탄

생시키지만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

소 보수적으로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에그의성격과클레이가일

맥상통하기 때문에 클레이로 프로퍼티를 강화

시켰습니다. 또한모방이어렵기때문이클레이

를선택하게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방향

올해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에그를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으로 진출해 있으

며 국은 캐릭터 산업 선진국인 만큼 국을

기점으로 유럽지역에 진출할 것입니다. 국의

토미사에서 밴딩머신 에그 악세사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곧 유럽으로 확대될 것이며 독일

월드컵시점을기해에그기가보일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에서는

‘에그의 비 ’의 계약을 체결해 대만어

판으로출시될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에그의비 ‘을 문판

을출시할예정으로전시회나대회에참

가해 에그를 세계의 캐릭터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에그를 만들면서 바라는 점

‘시장이어렵더라도잘만들어진상품

은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

다. 국내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단시간내이익만을위해상품

을 팔기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됨이 아쉽

습니다. 산업전반에서요구하고싶은것

은 좋은 캐릭터가 나왔을 때 세계에 알

리며지속시킬수있는사업으로발전시

켜야한다는것입니다. (정리 | 기 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