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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캐릭터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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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개최장소가 한곳에 지정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의 집중투자

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라별,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개최국의 권위와 업적을 과시하는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점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개최 지방 정부의 엑스포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가진 엑스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엑스포의 중요한 아이덴티티이자 커뮤니케

이션의 핵심 도구인 캐릭터 개발의 중요성과 그 도입 현황 및 소재 분석,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의 개발

제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Promotion of Expo Character

Il-Yang Hong†, Yun-Kyung Kwon††

ABSTRACT

Expo is now firmly established as one of the top three world event, with Olympic and World Cup,

which can be achieved a centralized investment of various contents in economy, technology, and culture

and so on.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ctively has worked to hold Expo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 increase the local identity since Daejeon World Expo in 1993. However, it is a fact that

is hard to find Expo making good professional identity design system of Expo for lack of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about design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uggest the promotion Expo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present

status and analysis of Expo character which is essential to identity establishment of Expo and the core

of th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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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박람회라고 말하고 있는 엑스포는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는 지구촌의 축제이다. 엑스포는 개최국

의 기술 발전과 문화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서, 국가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개최 도시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 발전의

수단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1851년 영국 런

던에서 제1회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도시에서 다양한 주제의 엑스포가 개최되었

다[1].

엑스포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993년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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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부터이다. 그 성공이후 1995

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

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내 엑스포가 주

민들과 개최지방정부의 엑스포 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디자

인시스템을 가진 엑스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엑스포의 중요한 아이덴티

티이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인 캐릭터 개발의

중요성과 그 도입현황 및 소재 분석,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의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캐릭터(마스코트)가 있는 국내외 엑스

포 20개를 선정, 분석하였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의 도입 현황 분석, 소재별 분류 및 활용 사례를 조사

하여 향후 개최될 엑스포의 캐릭터 개발 제안 및 활

성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

경을 위한 문헌연구 및 검색포털사이트 외 각 엑스포

웹사이트 내용과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2. 캐릭터의 이론적 고찰

2.1 캐릭터의 정의

캐릭터의 개념 정립이 쉽지는 않으나 본 논문에서

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캐릭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캐릭터산업에서 말하는 캐릭터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생겨나거나 상품,

기업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겨난 가공의 인물․동

물․의인화된 동물 등을 일러스트로 시각화한 것

[2]”을 의미한다. 상품화가 분명한 목적이 되며 캐릭

터가 하나의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자인

부터 그 스토리의 내용과 전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상품화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때 상품

화 될 수 있는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뿐 아

니라 실제 인물, 심지어는 어떤 상품의 이미지를 부

각시키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

다. 중요한 것은 인물, 동물 등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개체로서 생명력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응용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한다[3].

2.2 캐릭터의 기능 및 효과

미야시타 마코토는 캐릭터를 “차별화의 힘을 가진

소프트웨어[4]”라고 했다. 캐릭터는 친근하고 생명

력을 가진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이다. 2008년 기준 국내 컨텐츠 산업 매출액을 살펴

보면, 캐릭터산업의 경우 만화산업의 7배 이상, 애니

메이션의 13배로 그 자체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며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는 등 산업적 연관과 파급효과

가 대단한 문화 컨텐츠 산업이다. 캐릭터산업의 2008

년 총 매출액은 5조9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산

업의 매출액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보면, 캐릭터 제작

업이 2조6,119억 원으로 51.2%를, 캐릭터상품 유통

업(캐릭터상품 도소매업)이 2조4,867억 원으로 48.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캐릭터 제작

업을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캐릭터상품 제조업이 2

조2,675억 원(44.5%),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3,444억 원(6.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은 2007년 3,453억 원보다 0.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릭터상품 제조업은 2007년

2조2,448억 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그림 1. 캐릭터산업 2008년 총매출액 분석

3. 엑스포 캐릭터의 현황 분석

3.1 엑스포의 정의

엑스포 [EXPO]란,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

어 개최되는 박람회를 뜻하며, 엑스포지션(Exposi-

tion)의 앞부분 절에서 따온 말이다.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복지향상, 인류의 비전 제시의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박람회로 일반 무역박람회와 구분된다. 즉 엑

스포는 참가국의 국가종합홍보를 위한 세계적 규모

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할 수 있으며, 참가단위도

개별업체가 아닌 국가이다[6]. 올림픽, 월드컵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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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5 일본아이치엑스포 캐릭터활용 상품

그림 3. 2012 여수엑스포 캐릭터 응용형

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인

류의 업적과 미래의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통하여

한자리에 전시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

들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인류공영

에 이바지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

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

고 있다[7].

2.2 엑스포 캐릭터의 중요성

엑스포 캐릭터는 엑스포의 주제를 함의하고 있으

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전

략에서도 광고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또한 캐릭터 자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문화상품등과 접목되어 다양한 상품

으로 제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기업과 손잡고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멀티플

레이어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이는 곧

캐릭터가 엑스포의 전략적 수입창출 수단의 하나로

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국내외 엑스포 캐릭터 도입 현황 및 활용분석

국내외 엑스포 캐릭터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각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캐릭터(혹은 마스코트) 소개가 있는 20개 국내

외 엑스포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선정된 20개 엑

스포 캐릭터를 표 1과 같이 개발소재에 따라 6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엑스포 캐릭터는 자연과 인물

을 소재로 개발 비율이 높았다. 숲, 물방울, 플랑크톤,

나비애벌레, 해와 별과 달, 벌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캐릭터가 6개(30%), 어린이, 수호신, 조리사, 비행사

등 인물을 소재로 한 엑스포가 4개(20%)를 차지하였

다. 그 밖에 옹기, 거북과 산삼, 콩과 메주 등 지역특

산물이 3개(15%), 박달과 금봉, 화랑과 선화공주, 공

룡 등 역사적 배경이 3개(15%), 요정, 아름별이 등

사이버 소재가 2개(10%), 한자, 도깨비 등 기타(상징

물) 소재가 2개(10%)로 분석되었다.

캐릭터는 개성과 차별성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시

상징물(박달과 금봉)이나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캐

릭터의 경우, 엑스포 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이 약하며

유사한 소재 선정으로 인해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8].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열린 대전엑스포(1993)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스코트 ‘꿈돌이’

는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 아기

요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체험과 실험을 통한 교육적

인 놀이공간(꿈돌이랜드)의 공식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엑스포(2005)의 마스코트인 킥코

로(숲의 어린이)와 모리조(숲의 할아버지)는 엑스포

주제인 ‘자연의 예지(Nature's Wisdom)’에 맞게 디

자인 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엑스포공식상품 코

너 뿐 아니라 그 지방의 민예잡화, 식품, 패션, 액세서

리, 인테리어, 식기, 미용, 약품, CD, DVD, 책, 기타

코너의 기념품 소개가 있다(그림 2). 스페인 사라고

사엑스포(2008)의 마스코트는 물방울 모양을 모티브

로 한 ‘플루비(Fluvi)’로 ‘물’을 주제로 한 환경엑스포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상하이엑스포(2010)의 마

스코트는 한자 “人”(사람인)에서 만들어져 ‘하이바

오(海宝)’ 즉 상하이(海)의 귀염둥이(보물)이라는 뜻

으로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

였다. 여수엑스포(2012)는 생명의 근원인 해양생물

(프랑크톤)을 모티브로 한 3D 마스코트는 향후 활용

을 위해 여러 응용형이 만들어지고 있다(그림 3). 경

남고성공룡엑스포(2012)도 2009년 행사 이후 테마파

크로 개장하여 체험 관광화 하고 있으며, 공식홈페이

지의 ‘공룡나라쇼핑몰’에서 캐릭터 적용 상품들이 판



지역

특산물

3

(15%)

2010울산세계
옹기문화엑스포

(옹기)

2010 전주국제발효
식품엑스포
(콩과 메주)

2011금산세계
인삼엑스포

(귀도리: 거북과
인삼)

역사적

배경

3

(15%)

2010 제천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박달과 금봉)

2011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화랑과 선화공주)

2012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고니,시니,오니,지니)
: 세계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

자연
6

(30%)
2005일본아이치
엑스포(킥코로와
모리조: 숲의
어린이와
할아버지)

2007예천곤충
바이오엑스포

(벌)

2008스페인사라고사
엑스포

(플루비:물방울)

2008 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
(나비애벌레)

2010광주세계光
엑스포 (레이,
그리미,빔이:
해,달,별)

2012여수엑스포
(여니와 수니:
플랑크톤)

사이버

(미래

지향)

2

(10%)

1993대전엑스포
(꿈돌이: 우주
아기요정)

2009 인천세계도시
엑스포(아름별이)

인물
4

(20%)
2002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고드미와 바르미:
어린이)

2008삼척세계
소방방재장비
엑스포(척척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신)

2009천안웰빙
식품엑스포

(미드미와 말그미:
믿음과

맑음상징,조리사)

2011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비행사)

기타

(상징물)

2

(10%)
2010중국상하이

엑스포
(하이바오: 사람人)

2010부천무형
문화엑스포(혼비,꽃비,
하늘비: 무형문화재
수호하는 도깨비)

총 계
20

(100%)

표 1. 국내외 엑스포캐릭터 도입현황[9~28]

143엑스포 캐릭터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14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5권 제1호(2012. 1)

그림 4. 2012 경남고성공룡엑스포 캐릭터

활용 상품

그림 5.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

포 캐릭터 조형물 그림 6.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포스터

항 목 내 용

엑스포 캐릭터 개발의

구성요소 재정립
국제적 공감도, 차별성, 스토링텔링, 완성도, 개발활용가능성

⇓

전문 디자인팀 및

디자인 자문단 구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스템으로 체계적, 전문적인 디자인 적용 및 공유

캐릭터의 다양한 이미지 개발

⇓

캐릭터 전략 상품 개발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에 캐릭터 브랜드를 적용

지역민 대상 엑스포 캐릭터 상품개발 공모전 개최

⇓

on/off-line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국구 공익광고 또는 전국 UCC공모 개최로 지역 주민 외 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QR코드 제작, 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개발 및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홍보 전략을 구사

⇓

장기적인 감성멀티

관광산업 도모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캐릭터 노출을 통한 감성멀티관광산업을 도모

엑스포 이후 행사장의 캐릭터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 광역주민 할인, 외래 관광객 우대,

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경영개념을 도입

표 2. 엑스포 캐릭터의 활성화 방안

매되고 있다(그림 4).

이상의 엑스포 캐릭터의 활용을 분석하면, 캐릭터

는 공식홈페이지와 각종 관련 인쇄물, 홍보물, 행사

장 배너, 포스터, 기념품 제작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으며, 지역 상품에 브랜드로 표시되어 마케팅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과 기념품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엑스포의 성격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이

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좀 더 특화되고 다양성

을 가진 적극적인 캐릭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엑스포 캐릭터 활성화 방안

엑스포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최

되는 국제 행사이다. 캐릭터를 통하여 꾸준히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과 주도면밀한 추진

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엑스포의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표 2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캐릭터는 엑스포의 대표 얼굴이다. 캐릭터를

엑스포의 상징 이미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

인 캐릭터의 구성요소[29]인 독창성, 친근감, 다양성,

일관성, 대중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표 3과

같은 구성요소로써 캐릭터 개발을 제안한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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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감도
지역민만 인지할 수 있는 지역적 캐릭터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이고
대중적인 캐릭터를 개발하여야 한다.

차별성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친근한 메시지와 명칭, 전략적인 감성마케팅은 반드시 필요
하다.

스토링텔링
스토리가 있고 대중적이더라도 개최 엑스포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완성도
조형성을 갖춘 캐릭터의 완성된 표현에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엑스포의 이미지를 형성
하게 된다.

개발활용가능성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표 3. 엑스포 캐릭터 개발의 구성요소

나이, 언어권을 초월하여 엑스포의 성격을 가장 친근

하게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은 그 활용성 높은

시각요소를 감안할 때, 엑스포 C.I 개발의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캐릭터 아이덴티티(Character Identity)

차원에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캐릭터 개발 후 관리에 있어서 전문 디자인

팀 구성 및 디자인 자문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전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확립하

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자인 적용 방법이 필요하

다. 다양한 기념품 제작 업체들과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디자인적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볼이나 캐릭터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중구

난방식 제작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캐릭터의 다양한 개발을 제안한다. 연령대별로

선호되는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 메인캐릭터와 함

께 다양한 적용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형을 제작

하여야 한다. 쇼핑 구매행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등의 외부전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층을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캐릭터를 기

획․제조․마케팅․판매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셋째, 캐릭터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화를 꾸

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① 기념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반적인 의류제

품이나 열쇠고리, 뱃지, 핸드폰줄, 컵, 타월과 같은

생활용품이며, 식상한 품목들이 대다수이다. 없어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품목을 소지하고 있어

도 의미부여와 더불어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를 늘

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질이 높아야

하며 수요자의 선호도를 제대로 분석하여 그 지역

엑스포에서만 구입 가능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상

품을 개발하여야한다.

② 기념품 외 지역 특산물에도 캐릭터를 브랜드화

하여 제작 적용을 제안한다. 엑스포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지역 특산물에 캐릭터 브랜드를

적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엑

스포 행사를 홍보하고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간접 매체가 될 것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도 희소적인 가치를 줄 것이다.

③ 엑스포 주최 지역의 시, 도 단위 내에서 지역민

을 대상으로 엑스포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 공모

전을 개최한다. 지역의 전통성, 실용성, 상품성, 그리

고 독창성 등을 평가하여 지역의 특색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과 더불어 지역민의 관심

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넷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on/off-line 홍

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① 엑스포 캐릭터를 이용한 엑스포관련 전국구 공

익광고 또는 전국 UCC공모를 주최하여 지역 주민

외 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2009컨텐츠산업백

서에 따르면 캐릭터산업 중기 과제 중 캐릭터를 이용

하여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자전거를

테마로 한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 공모’를 시행하였

다. 자전거를 테마로 한 신규 캐릭터 및 캐릭터를 활

용한 자전거 관련 상품 디자인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

화하여 캐릭터를 통해 자전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② 공식 홈페이지 이외에도 블로그, 카페, QR코드

제작, 모바일 등을 통한 뉴미디어를 개발 및 활용하

여 자연스러운 홍보 전략을 구사하여야겠다.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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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외적으로 처음 소개 되었을 때는 새로움으로

매스미디어에 자연스럽게 취급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심도와 신선도가 쇠퇴하여 뉴스의 가치를 잃

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관심과 입소

문은 꾸준한 이슈를 생산․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캐릭터 노출을 통하여 생명력이

있는 감성멀티관광산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엑

스포 이후 행사장의 캐릭터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

광역주민 할인, 외래 관광객 우대, 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새로운 경

영개념을 도입하여 늘 열려있는 엑스포로 자리매김

하여야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 엑스포 캐릭터의 도입현황과 활

용, 개발 소재를 분석하여 엑스포의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

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엑스포 캐릭터 개발의 중

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국내 엑스포의

이미지 제고와 성공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엑스포의 파급효과는 주최 지역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파급효과를 극대

화하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캐릭터가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캐릭터 브랜드화를 구축

하고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엑스포의 캐릭터 개발 제안과 활성화 방안

은 향후 엑스포의 홍보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초석

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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