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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stablish fundamental design criterion for theme park cast costumes in accor-

dance with play type and space. There is an understanding that theme parks act as a play space that is des-

igned to meet diverse playing desires. To analyze cast costumes, the theme park - ‘Everland’ in South Korea

as an example, area was divided into attraction space and non-attraction space. Attraction space is mainly for

full-scale play content areas and the non-attraction space is to enforce the attraction space experience. Ro-

ger Caillois's play theory states that there are 4 play types; Illinx, Mimicry, Agôn, and Alea. All 4 play types

were shown through attraction and Mimicry at non-attraction. Each cast costume was analyzed in terms of

apparel design elements - silhouette, textile, color, detail, and props - related to play type facility and cast

role. Criteria for theme park cast costume desig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Illinx cast members

who fulfill a safety-checking role wear high chroma warm color costumes with the accent on details in bo-

dice cutting lines, collar edges, pockets, buttons and decorative ornaments. A complementary contrast is also

used. The guidance cast in Illinx may wear a suit in bright/vivid color. Mimicry guidance cast costumes show

meticulous perfection in imitation with the figure in its space. From head to toe, color, textile, and silhou-

ette - every detail and even props should match the character. Agôn cast costumes are strictly limited in de-

tail and decorative ornament usage as well as in color, since they are in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ope-

ration of a competition. Alea cast's role is a self-demonstrator. Alea cast members should be a real tarot card

reader. However, a manual should control their costumes. A total of 10 cast roles at a non-attraction space

should be designed to show job patterns clearly in accordance with the whole theme at the park.

Key words: Theme park, Cast costume, Caillois, Everland, Play fashion; 테마파크, 캐스트 의상, 카이와,

에버랜드, 놀이 패션

I. 서 론

테마파크는 현대인의 다양한 놀이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으로 어뮤즈먼트(amusement)형, 스튜디오(studio)형,

미니어처(miniature)형 등 표현 형식이 다변화되고 주제

도 영화, 우주 및 과학, 역사 및 민속, 음식 등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디즈니랜드(Disneyland)는 1955년 개장

과 동시에 대중의 폭발적 반응을 받으며 현대 테마파크

의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테마산업 분야의 선도

자로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디즈니랜드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캐

스트(cast)”로 불린다. 디즈니랜드는 이들의 역할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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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디즈니 대학(Dis-

ney University)이라는 직원 교육 시설을 운영(Lipp, 2013/

2014)하는가 하면, 테마파크 설립 초기부터 시설물 계

획과 함께 캐스트 의상에 대한 테마, 색상, 실루엣, 소재,

운영 방안, 관리, 착용 지침 등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전체 테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Lee, 2001).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테마파크 캐스트 의

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Nahm, 2000). Durbin(2008a)은 테마오락 산업과 비언어

적 수단으로 소통하는 예술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요소

를 청중 경험의 핵심 요소로서 강조하였다. 국내 기존 테

마파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향후 다양한 테마파크 개

발에 발맞추어 테마파크 캐스트 의상의 가치 인식에 대

한 관심,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정립에 대한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에버랜드(Everland)의 캐스트 의상

색상 연구(Nahm, 2000), 공연 무대 의상의 특성 연구(Lee,

2014), 테마파크 캐릭터 코스튬의 특성 연구(Cho, 2007)

등이 있으며, 국외의 경우, 테마오락 산업 의상의 역할과

기능, 충족 요건 등을 소개한 Durbin(2008a, 2008b)의 연

구가 있다. 그 외에 의상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실제

인물의 사례를 통해 피력한 연구(Bettin, 2009)가 있다. 디

즈니랜드 또는 테마파크와 관련된 국외 연구로는 디즈

니랜드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의 연구들(Formica & Ol-

sen, 1998; Gottdiener, 1982)과 디즈니랜드의 서비스 경

영에 관한 연구들(Miller, 1992; Paik, 2010)이 있으나 직

접적인 테마파크 캐스트 의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캐스트 의상은 환경 연출-실내 ·외 시설물 디자인과 배

경음악 등 전반-과 더불어 테마파크의 주제를 시각적으

로 보여주는 요소이면서 방문객과의 최접점에서 가장 극

명한 주제 전달 매체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Nahm,

2000). Lee(2001)는 디즈니랜드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테마파크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점을 설계 초기

부터의 디자이너 그룹의 인프라 구축 부재, 프로젝트 중

심의 한시적 협업 시스템의 일반화, 그리고 총괄 디자인

마스터의 부족으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캐스트

의상 디자인 접근 방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

인 지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캐스트 의상 디자인 기획에 대한 기

초연구로서 테마파크 공간에 따른 의상 기획 체계를 정

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파크를 디즈니랜드와

같이 비 일상적인 즐거움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정의한다.

테마파크를 본격적인 놀이를 위한 어트랙션 공간(att-

raction space)과 어트랙션 공간을 보조하는 비 어트랙션

공간(non-attraction space)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테마

파크에서 어트랙션은 일반적으로 라이드(ride)를 이용한

놀이 기구와 그 시설을 총칭(Lee, 2001)한다. 따라서 어트

랙션 공간은 본격적 즐거움을 위한 콘텐츠 공간이며, 비

어트랙션 공간은 어트랙션 공간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숍, 레스토랑 등은 물론 조직 운영과 시설 이용을 위

한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지닌 공간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용인 에버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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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Caillois(1958/1994)가 제안한 놀이 이론

에 근거하여 테마파크 공간과 놀이 유형에 따른 캐스트

의상을 분석하였다.

에버랜드는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

이면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캐스트를 운영 직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의 일

환으로 시작되었으나(Park & Choi, 2002) 개장 이후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이라는 목표로 가족 중심의 놀이

문화 제공을 모토로 발전해 왔다. 1996년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내 최초로 테마파크 공간을 연극

무대로 간주하고 캐스트 의상에 대한 정의를 무대 의상

(Nahm, 2000)으로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이에 대한 꾸준

한 개발을 통해 에버랜드만의 캐스트 의상의 발전과 변

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6년에는 현재의 에버랜드, 캐리

비안 베이(Caribbean Bay), 스피드웨이(Speedway), 글렌

로스 골프클럽(Glen Ross Golf Club), 홈브리지(Home

Bridge)의 에버랜드 리조트(Everland Resort)로 모습을 갖

추게 되었다. 에버랜드는 2013년 누적 입장객 수가 2억

명을 달성하며 세계 400여 개의 테마파크 중 영향력 있

는 테마파크로 선정된 바 있고, 이는 아시아권에서 도쿄

디즈니랜드에 이은 2번째 기록이었다. 디즈니와 유니버

설 스튜디오 계열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제외한다면 이러

한 기록은 국내의 에버랜드가 유일하다(Song, 2015). 에

버랜드는 테마파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

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에버랜드를 사례로 조

사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의 테마파크 캐스트 의상에 대

한 분석으로서 의미가 있다.

II. 놀이 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놀이의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놀이의 유형

을 분류하여 캐스트 의상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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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의 개념과 정의

놀이는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Huizinga, 1938/2010)이

다. 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과 그런

활동을 의미(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6)하며 주로 교육 ·심리 ·생물학에서 어린이의 인지

및 정서 발달과 성장에 관여하여 성인기 준비를 위한 수

단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놀이가 체계적인 하나의 독립된 학

문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놀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

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성향 때문이다. 플라톤(Plato)은 예

술의 창작 행위를 놀이와 동일시하며 헛된 짓으로 규정

하기도 했다(Chung, 2008).

놀이 가치에 대한 보다 깊은 사고는 철학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니체(Nietzsche)는 미(美)의 창조과정을 끊

임없이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어린아이의 놀이에서 찾았

다. 본인의 철학적 사유는 물론, 세계를 세상의 주인이 되

고자 하는, 더 크고 강력해지려는 “힘에의 의지”에 의한

놀이로 설명한다(Chung, 2008). 또한 니체는 우리 삶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놀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점의

다양화가 진리를 입증하는 힘의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

았다. 니체에게 이 모든 과정은 놀이(Chung, 2008)를 의

미했다.

칸트(Kant)는 니체의 놀이 개념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도 그 안에 법칙과 목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Cho, 2014).

즉, 그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성 간의 자유롭고 조화로

운 일치를 놀이(spiel)로 보았고, 놀이는 양립되는 두 개

념 간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인간 고유의

활동이라 주장했다(Choe, 2002).

쉴러(Schiller)는 칸트의 놀이 개념을 인간 행위로 확장

시켜 놀이하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하

였다(Ki, 2008). 쉴러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상반되면

서 동시에 상호적인 두 충동 간의 균형이 놀이 충동으로

가능하며, 이 놀이 충동으로 인해 인간의 인간성이 완성

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Ki, 2008) 주장한다. 곧, 미학적

인 관점에서 놀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행

위이자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

는 놀이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에 주목했다. 호이징

가는 줄곧 문화와 대립적인 존재 또는 근대 산업사회 이

후 노동과 대립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여겨졌던 놀이

를(Kim, 2008) 풍부한 사회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창조력의 원동력으로 설명한다. 그는『호모 루덴

스』(Huizinga, 1938/2010)를 집필하여 최초로 문화와 문

명의 발생을 놀이와 놀이 정신으로 설명함으로써 서구

문화 역사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세웠다(Caillois, 1958/

1994). 그에게 놀이는 특정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

는 자발적 행동 혹은 몰입 행위로서, 자유롭지만 엄격

한 규칙 하에 이뤄지며, 놀이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일상

생활’과 분리되어, 색다른 긴장, 즐거움, 그리고 의식을

수반하는 것(Huizinga, 1955/2005)이다. 그러나 그의 논의

는 엘리트적 사고관에 기인하여 경쟁과 모의(模擬)만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 창조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기에 논

리적인 허점을 남기게 되었다(Kim, 2008). 즉, 놀이의 문

화적 발전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운과 현기증 놀이에 대한 편견, 즉 현대 문명사회의 발

전에 역행한다는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Caillois, 1958/1994).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호이징가의 놀이 이론

을 발전시켜 놀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놀이 유형을 분류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앞서 논의된 경

쟁과 모의 외에도 운과 현기증에 관한 놀이의 경험과 효

과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카이와는 놀이와 인간(Cail-

lois, 1958/1994)을 통해 그 동안 교육적, 정신적, 또는 문

화적 측면의 발전적 가치 잣대에 집중되었던 놀이에 대

한 전통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놀이를 놀이 자체에

목적을 두는 활동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

였다. Caillois(1958/1994)는 놀이의 성격을 자유롭고, 일

상과 분리된, 불확정적인 결말로 인한 긴장감을 유발하

며, 비생산적이고, 규칙이 존재하거나 또는 허구적인 의

식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통시적 관점에서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놀이의 가

치를 설명한 호이징가와 근대 이후의 공시적 관점에서

놀이 자체의 존재에 집중하여 놀이를 범주화하고자 했

던 카이와를 통해 비로서 놀이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

로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 놀이의 유형

카이와는 놀이를 아곤(Agôn, 경쟁), 알레아(Alea, 운),

미미크리(Mimicry, 모의), 일링크스(Illinx, 현기증)로 분

류했다. 그의 놀이 분류는 오랜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운에 바탕을 둔 우연 놀이를 포함시켰다는 점

과, 원시 시대로부터 현대 문명으로의 이전에 방해 요소

로 여겨졌던 일링크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의 놀이 이론은 육체적인 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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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놀이, 그리고 아이의 놀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놀이를 포괄하고 있으며 놀이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여

놀이 목적을 놀이 자체에 둔다. 카이와의 놀이 이론은 놀

이 유형 분류를 시도한 유일한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는 카이와의 놀이 유형을 분석의 틀로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아곤은 경쟁을 기초로 하는 놀이를 말한다. 아곤은 이

상적 조건 하에서 참여자의 노력과 연습에 의한 숙련도

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놀이로 스포츠 전반이 해당된

다. 경쟁자들 간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 놀이의 중

요한 전제가 된다. 아곤 놀이의 참여자는 승리를 통해 자

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주의,

연습, 노력에 힘쓰며 훈련과 인내로 단련한다. 아곤은 개

인의 노력과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와 달리 알레아는 운에 바탕을 둔 놀이로 내기나 룰

렛, 복권 등 놀이하는 사람의 노력에 무관한 결과가 주

어진다. 알레아는 근면, 인내, 솜씨 등 아곤에서 요구하

는 개인적 의지에 의한 모든 행위와 축적된 결과를 일체

부정하거나 배제한다. 때문에 알레아 놀이 참여자는 무

기력하며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운명의 선택을 기

다린다. 알레아 놀이의 기본 전제는 감수한 위험의 정도

에 비례하여 이익의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곤과

알레아는 놀이 결과에 있어 참여자의 의지 여부에 관해

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지니지만, 모두 엄격한 규정과 조

건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를 세워 현실로부터 벗어

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미미크리는 자신을 변형하여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난

다. 미미크리는 그 자신이 가공의 인물이 되어 자신을 자

기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믿거나 자기나 타인에게 믿게

하면서 노는 것이며, 가장 쉬운 예로 여자 아이들의 소꿉

놀이, 남자 아이들의 총 쏘기나 칼싸움 등 어린이의 어른

흉내내기가 있다. 어른의 경우 가면과 가장을 이용한 놀

이의 즐거움도 이에 포함된다. 미미크리 놀이는 어떤 환

상의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

자가 가공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결과에 즐

거움을 두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공의 인물에 어울리게

행동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일링크스는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맑은

의식에 일종의 기분 좋은 패닉 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

로 이루어진다. 카이와는 육체는 물론 정신적 작용에 의

한 모든 지각의 일시적 혼란 현상, 즉 경련처럼 느껴지는

가슴 졸임,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실신 상태, 또는 크게

놀라 얼떨떨한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링크

스를 정의하면서 유원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육체적 현기증을 일으키는 각종 회전과 낙하의 장치는

물론, 유령의 집과 같은 정신적인 경련의 경험 이후에 느

끼는 안도감까지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미 계산된 것

으로서 이 모든 혼란은 즐거움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Caillois, 1958/1994).

테마파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놀이는 안전하

며, 자유롭고, 현실과 분리되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존

재하는, 약속된 것으로 카이와의 놀이 분류로 적용 가능

하다.

III. 에버랜드 놀이와 캐스트 의상에

대한 실증적 고찰

캐스트는 원래 영화나 연극 분야의 출연자들을 가리

키는 용어이다(Samseong Oxford Illustrated English-Ko-

rean dictionary Vol. 1, 1989). 그러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디즈니랜드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보고 방문

객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공간을 쇼의 공간으로 설정하

였으며, 운영 직원을 “캐스트(cast)”로 명명하였다(Lipp,

2013/2014). 이후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국내 ·외 유명

테마파크에서 캐스트는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비

스 제공과 연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종업원을 가리

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파크 시설의 운영 측면

에서 입장을 포함하여 방문객이 경험하게 되는 어트랙

션과 각종 편의 시설의 이용, 식 ·음료 구매, 공원 내 청

결 관리, 기념품 구입, 퇴장 안내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

업무와 배당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연기자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운영 직원이다. 이들은 공연 담당 연기자

나 특수한 분장의 캐릭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기자와

구분된다.

테마파크 의상은 운영 캐스트용, 쇼 공연자용, 오디오

애니매트로닉스(audio animatronics) 로봇용, 캐릭터용으

로 나뉜다(Masami, 1994/1995). 크리에이팅 디즈니 매직

(Creating Disney Magic)은 디즈니랜드의 의상을 착용 대

상에 따라 크게 인체용과 로봇용으로 분리하여 설명하

고 있다(“Creating Disney Magic”, 2009). 인체용 의상은

일반적 운영과 관계되는 작업용 의상(operational costu-

mes)과 공연이나 퍼레이드용 오락 의상(entertainment co-

stumes)으로 분류된다. 로봇은 애니매트로닉스로 불리며

실제 생물체 같은 움직임과 모습을 지닌 로봇(Wikiped-

ia, 2016)이며 이들 또한 의상을 착용하고 디즈니랜드의

놀이 기구나 공연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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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캐스트 의상은 디즈니랜드의 작업용

의상에 해당한다. 중앙개발(주)(Joongang Development

Co.)(as cited in Nahm, 2000)에 의하면 캐스트 의상은 디

자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직원이 착용하는 유니폼

과 연기를 위해 입게 되는 무대 의상의 복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캐스트 의상은 유니폼과 무대 의상의 조

건과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무대 의상과 달리 캐스트

의상의 목표는 방문객의 주인공화를 통한 몰입의 강화

에 있다. 때문에 캐스트 의상은 테마환경의 구성요소로

서 테마와 분위기의 조성에 부합하는 인물의 의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유니폼으로서 각 테마 간

의 상징성과 심미성, 작업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성,

그리고 제작과 관리 차원의 경제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테마파크 의상은 일반적 유니폼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테마파크 의상 제작

에는 의상별 캐릭터화를 위한 수공예적 의상화 작업이

수반되며, 이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Dur-

bin, 2008a).

연구자는 우선 에버랜드 가이드 맵을 근거하여 에버

랜드 내 시설물을 방문 ·체험하였다. 에버랜드는 크게

글로벌 페어(Global Fair), 아메리칸 어드벤처(American

Adventure), 매직랜드(Magic Land), 유러피언 어드벤처

(European Adventure), 주토피아(Zootopia)의 5개 소 테마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글로벌 페어부터 주토피아

까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다. 모

든 구역은 글로벌 페어를 통해 에버랜드의 입 ·출구와

연결된다. 글로벌 페어는 주로 숍과 레스토랑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아메리칸 어드벤처는 미 서부를 배경으로

회전과 낙하 중심의 놀이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다. 매직

랜드는 어린이 중심으로 놀이 시설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러피언 어드벤처는 유럽을 테마로 다양한 놀이 시설,

공연 시설, 그리고 편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주토피아

는 동물 관찰과 모험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하

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에버랜드 테마 스토리 [Everland theme story]”, n.d.). 주

토피아도 다양한 놀이 시설, 공연 시설, 그리고 편의 시

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시설별로 체험의 내용

과 체험 조건 등을 확인하면서 입장부터 퇴장까지 접하

게 되는 캐스트의 역할과 의상, 시설의 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에버랜드 어트랙션 공간 내의 39개 시설과 비

어트랙션 공간 내의 103개 시설이 조사되었다. 캐스트는

관리자인 매니저와 직원인 파트너로 구분되었다. 파트

너가 소속 시설에 따른 다양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 의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비 어트랙

션 공간 내의 시설 중 프렌차이즈 은행, 숍, 식 ·음 시설

등 6곳은 에버랜드와 무관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관계

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어트랙션 공간 내의

39개 시설이, 비 어트랙션 공간 내의 97개 시설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에버랜드의 공간 분류

어트랙션 공간 내의 시설은 카이와가 분류한 일링크

스, 미미크리, 아곤, 알레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

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인물이나 의인화된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

미미크리 놀이는 39개 시설 중에 20개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다. 미미크리 놀이에서 참여자는 자신을 놀이

의 주인공으로 동일시하며 논다. 챔피언십 로데오의 경

우처럼 육체적 현기증을 바탕으로 하는 놀이라도 놀이

참여자가 로데오 경기의 참여자로서 본인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미크리 놀이로 분류하였다. 일링크

스 놀이는 14개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육

체적과 정신적 현기증으로 구분하였다. 육체적 현기증은

롤링 엑스 트레인과 더블락 스핀 같은 회전과 낙하 중

심의 즐거움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놀이 참

여자가 구체적으로 동일시하는 대상이 부재하고 육체적

인 현기증이 주된 즐거움이 된다. 정신적 현기증은 주로

입체 영상 체험이나 공포 또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시

설들로 분류하였다. 뽀로로 3D 어드벤처는 정신적 현기

증 놀이로 분류하였다. 뽀로로 3D 어드벤처의 놀이 참여

자는 제3자적 입장에서 캐릭터들의 모험을 실감나게 관

람할 뿐 그 중 구체적인 대상으로 본인을 동일시하지 않

는다. 아곤 놀이에는 참여자의 숙련도에 따라 놀이 결과

가 달라지는 총 쏘기가 해당된다. 슈팅갤러리, 게임피아,

쥬빌리 게임 등 어트랙션 공간 내의 3개 시설은 아곤 놀

이로 분류되었다. 2개의 타로 카드는 참여자의 노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한 결과가 주어지는 알레아 놀이로 분류

되었다.

에버랜드 어트랙션 공간 내의 캐스트 의상은 캐스트

역할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였다. 에버랜드 어트랙션 공

간 내의 캐스트 역할은 티켓 확인 및 탑승 가능 조건을

확인하는 입장 안내, 놀이 체험 시 안내를 하는 관람 안

내, 1회 탑승 또는 관람 인원의 조정, 놀이 시설 탑승 시

안전 점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방문객의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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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운영과 진행, 그리고 스스로 놀이 체험의 주

체가 되어 직접 실연하는 역할 등 6가지로 조사되었다.

각 놀이 유형별 가장 중요한 캐스트 역할은 <Table 1>

과 같다. 미미크리 놀이에서는 안전 점검 역할과 관람 안

내 역할이다. 육체적 일링크스 놀이에서는 안전 점검 역

할이며, 정신적 일링크스 놀이에서는 관람 안내 역할이

다. 캐스트 주요 역할이 관람 안내가 되는 경우에, 어트

랙션 공간 내의 시설은 영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곤 놀이에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놀이

를 진행시키는 역할이다. 알레아 놀이에서는 직접 실연

하는 역할이다. 알레아 놀이에서 캐스트의 역할은 놀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주요 캐스트 역할을

하는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 어트랙션 공간 내의 시설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종

류에 따라 10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비 어트랙션 공

간 내의 식 ·음료 판매 시설은 40개, 상품 판매 시설은

24개,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시설은 9개, 이동 편의 제

공 시설은 8개, 사진 관련 시설은 6개, 진행을 위한 시설

은 3개, 베이비 서비스 제공 시설은 2개, 주차 안내 관

련 시설은 2개, 의료 지원 시설은 2개, 청결 유지 시설은

1개 등 10가지로 분류되었다. 청결 유지 시설은 에버랜

드 전체를 하나의 서비스 시설로 간주하여 1개로 분류

하였다.

비 어트랙션 공간 내의 식 ·음료 판매 서비스와 상품

판매 서비스는 실내 ·외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서비스는 매표소, 티켓 부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입 ·출구의 개찰위원들도 제공하고 있

었다. 이동 편의 제공 서비스는 리프트, 곤돌라, 무빙워

크 등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사진 관련 서비스는 타워 포

토, 이미지 랩, 그리고 다양한 어트랙션 공간 내 시설에

서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을 위한 서비스는 어트랙션 공

간 내의 공연장과 로스트 밸리에서 발견되었다. 공연장

에서는 공연 공간을 확보하거나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로스트 밸리 내에서는

동물 관리와 환경 정비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었다. 베이

비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베이비 서비스 키즈커버리와

손님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주차 안내 관련

서비스는 자가용 주차 공간과 셔틀버스 승 ·하차장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의료 지원 서비스는 의무실에서, 청결

유지 서비스는 에버랜드 전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10개로 분류된 시설 유형과 주요 캐스트 역할을 정리

하면<Table 2>와 같다.

위의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어트랙션 공간의

주요 캐스트 역할 4가지와 비 어트랙션 공간의 주요 캐

스트 역할 10가지에 대한 캐스트 의상 총 137점을 분석

하였다.

Table 1. Play types of attraction and main cast role

Cast role in  attraction

Play types (number of facilities)
Main cast role

Mimicry (20) There is a specific character visitors can identify with Safety

checking

Guidance

for riding
Illinx

(14)

Psychological Illinx (5) 3D or 4D experience rides or related to horror experience

Physical Illinx (9) Enjoyment mainly caused by spinning and falling Safety checking

Agôn (3) Play results vary depending on one's proficiency Management and operating

Alea (2) Absolute being of game demonstrator Self-demonstration

Table 2. Non-attraction's play type and main cast role

Cast role in non-attraction

Play type (number of facilities)
Main cast role (number of facilities and space)

Mimicry (97)

• Selling food and beverage - indoor and outdoor (40)

• Selling goods - indoor and outdoor (24)

• Service for information and ticketing (9)

• Guidance for transportation (8)

• Photo related service (6)

• Conducting (3)

• Baby service (2)

• Guidance for parking (2)

• Serving medical aid (2)

• Maintaining cleanlin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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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트랙션 공간의 캐스트 의상 분석

어트랙션 공간 내의 캐스트 의상 총 40점을 놀이 유

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미미크리 놀이의 캐스트 의상

챔피언십 로데오, 콜롬버스 대탐험, 로얄 쥬빌리 캐로

셀, 사파리 월드 및 로스트 밸리 등 모두 놀이 참여자가

동일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인공이 존재하고, 참여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놀이를 즐긴다는 면에서 미미크

리로 분류된다. 총 21개의 캐스트 의상이 분석되었다.

안전 점검 역할의 캐스트 의상은 11개로 육체적 현기증

을 바탕으로 하는 미미크리 놀이 시설, 즉 챔피언십 로데

오, 콜롬버스 대탐험, 로얄 쥬빌리 캐로셀, 릴리댄스, 피

터팬, 붕붕카, 범퍼카, 자동차 왕국, 토마스와 친구들 페

스티벌 트레인, 미스터리 맨션, 스페이스 투어의 캐스트

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참여자의 몰입과 체험의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해 놀이 공간 속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스페이스 투어의 경

우,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은 바지와 재킷 형태에, 폴리

에스터 소재를 사용하고, 우주선 승무원의 제복 의상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스탠딩 칼라, 어깨 장식과 허리 벨트

의 금속 색상-을 적용시켜 우주 공간 속 승무원이라는

미래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Fig. 1). 별도의 소품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에버랜드 내에

서 판매되고 있는 작은 가방 등을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안전 점검 역할 측면에서 육체적 현기증 놀이

의상과의 차이는 색상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스페이스

투어의 경우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의 색상은 톤 다운

된 밤색, 청록색, 연한 회색 빛 노란색 등의 톤 인 톤 배

색을 선택하여 세련되고 고풍적이며 차분한 느낌을 준

다. 실루엣 또한 역사나 특정 지역의 의상 특징 등이 다

양하게 나타나며, 색상, 소매, 칼라, 허리 벨트, 장식 등

의 디테일과 모자 등의 소품으로 인물 표현을 강화한다.

관람 안내 역할의 캐스트 의상 10가지를 분석한 결과,

의상 중에 가장 완벽한 공간 속 인물로 구현되고 있었

다. 동물 타기의 낙타 타기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끝

이 뾰족한 신발, 헐렁한 바지와 긴 가운, 터번 등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랍인의 의상을 모방하여 표현되었

다. 레이어드 룩을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직물의

텍스처와 프린트의 패턴을 살려 표현하였으며, 황토색

과 고동색 중심의 의상에, 검은색과 금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Fig. 2). 로스트 밸리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미지

의 자연 속으로 탐험을 떠나는 방문객을 안내하는 탐험

가의 의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의상은 챙이 넓은 모자를

소품으로 착용하고, 빛 바랜 회갈색 색상의 사파리 형

태의 상의에 펠러린(pelerine)이 추가되어 여행 안내자로

서의 격식을 취하고 있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에 스판

덱스가 첨가된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의 편리함을 높였

다. 모자 이외의 소품은 착용하지 않는다(Fig. 3).

2) 일링크스 놀이의 캐스트 의상

일링크스 놀이의 캐스트 의상 14가지 중 육체적 현기

증 놀이의 캐스트 의상은 9가지, 정신적 현기증 놀이의

캐스트 의상은 5가지였다.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캐스트

주요 역할은 안전 점검이다.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은 일상적인 바지와 코트 또는 재킷 차

림의 의복 형태를 하고 있으나, 색상에는 고채도의 색상

들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주로 폴리에스터이다.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에는 일반적인 의

복에는 보기 어려운 디테일, 곧 몸판의 절개선, 칼라나

주머니의 가장자리, 단추, 그리고 장식 등이 명확히 보

이도록 과감한 크기와 두께가 사용되고 있었다. 의상의

색상으로는 난색 계열의 선명한 색상과 보색 대비가 사

용되어 방문객의 육체적 일링크스의 발현을 강화시키

고 있었다. 허리케인은 서부 시대 미국의 한 마을을 휩쓴

허리케인을 체험해 보는 강렬한 회전 체험 놀이 기구이

다. 그 외에 육체적 현기증 놀이 시설로 분류된 더블락

스핀, 롤링 엑스 트레인 등 9개의 사례 중에서, 허리케

인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은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의

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채도의 주황색 코트는

심리적으로 흥분감을 유도한다. 보라색과 노란색 체크

바지 배색 또한 흥분 또는 긴장감을 나타낸다(Fig. 4).

허리케인의 안전 점검 캐스트는 별도의 소품을 착용하

지 않는다.

정신적 현기증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트 역할은

관람 안내다. 따라서 정신적 현기증 놀이의 관람 안내 캐

스트는 전반적으로는 안내 역할에 부합되는 정장 차림

형태로 나타난다. 정신적 현기증 놀이가 영 ·유아를 대

상으로 할 경우 정신적 현기증 놀이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놀이 공간 속의 직접적인 인물 모방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신적 현기증 놀이의 관

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매직랜드 구역의 어트랙션 공간 내 시설의 공통 관람 안

내 캐스트 의상이나 비 어트랙션 공간 내의 진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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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의상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뽀

로로 3D 어드벤처는 영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한 어트

랙션 공간 내의 시설이며 캐스트 의상에 직접적인 인물

의 모방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뽀로로 3D 어

드벤처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롱 점퍼로 실루엣을 단순화하는 대신, 뽀로로가 착용하

는 운동복의 파란 색상과 소매 줄무늬, 와펜(wappen) 등

의 디테일 등을 적용시켜 공간과 연결되도록 했다. 뽀

로로 3D 어드벤처의 관람 안내 캐스트는 관람 인원 통

제에 필요한 통신 기계를 착용하고 있다(Fig. 5).

3) 아곤 놀이의 캐스트 의상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자에

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승부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곤 놀이 시설에는 슈팅갤러리, 게

임피아, 그리고 쥬빌리 게임의 총 쏘기가 해당된다. 총

쏘기 게임에서 캐스트는 별도의 요금을 받고 참여자에

게 게임 기회를 부여하며,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 어

트랙션 공간 내의 3개 시설에서 아곤 놀이의 운영과 진

행 캐스트는 동일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폴

리에스터 소재의 톤 다운된 황토색 롱 코트에 회색 체

크무늬 바지를 착용하고, 방한을 위한 추가 소품으로 검

은색 목도리를 착용한다. 아곤 놀이의 운영과 집행 캐스

트 의상의 색조와 배색은 차분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나

타낸다. 의상의 코트도 기본 디테일 외의 장식을 모두 배

제하여 디자인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표현되었다(Fig. 6).

이는 캐스트의 진중한 이미지 연출을 돕기 위한 선택으

로 볼 수 있다. 즉, 아곤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는 캐스

트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아곤 놀이의

운영과 집행 캐스트 의상은 디테일과 색상의 사용면에

서 가장 차분하고 수수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4) 알레아 놀이의 캐스트 의상

알레아 놀이는 타로 카드 2개로 조사되었는데 카드 점

술사는 캐스트가 아닌 진짜 카드 점술가로 배치되어 있

었다. 이들은 간이로 설치된 막사 안에 개인의 취향에 따

른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색상과 형태, 아이템의 종류

가 모두 달랐다. 알레아와 미미크리는 본질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미미크리 요소와 알레아는 결합될 수 없다. 알

레아 놀이에서 참여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

적으로 운명에 놀이의 결과를 내맡기지만, 이에 비해 미

미크리 놀이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식 작용을 통해 다

른 존재가 되어 행동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타로 카

드의 점술가는 점술가의 의상을 착용한 캐스트로 대체

될 수 없다.

Fig. 1. Space Tour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9).

Fig. 2. Animal Riding

cast costume (Camel).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9).

Fig. 3. Lost Valley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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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어트랙션 공간의 캐스트 의상 분석

비 어트랙션 공간 내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분류

된 시설 유형 10가지를 중심으로 총 97점의 의상을 분석

하였다.

1) 식 · 음료 판매 서비스

40개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시설 안에서 식 ·

음료 판매 캐스트는 모두 동일한 의상을 착용한다. 일

반적으로 실내와 실외의 의상은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테마와 연계되는 경우는 실내 ·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테마와 연계되는 경우, 의상은 어트랙션 공간, 비 어트랙

션 공간, 소 테마구역의 순서로 디자인이 영향을 받아 나

타난다. 어트랙션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어트랙

션 공간 내 시설의 의상에 모자를 착용하여 구분한다.

예를 들어, 어트랙션 공간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키즈커

버리 스낵은 키즈커버리의 의상을 그대로 착용하면서

모자를 추가하고 있다(Fig. 7). 키즈커버리 스낵의 식 ·

음료 판매 캐스트의 의상은 남녀 동일한 복장으로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자연 탐구 공간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사

파리 형태의 상의와 바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리에스

터 소재에, 초록색의 모자, 주머니와 단추 디테일을 강조

하고 소매 좌우의 색상을 달리하는 등 아기자기한 분위

기를 연출하고 있다. 의상의 색상에 있어서도 베이지색

바탕에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비 어트랙션 공간과 소 테마

구역의 테마영향을 받아 나타난 알프스 쿠체(Alps Ku-

che)의 식 ·음료 판매 캐스트 의상은 북유럽 지역의 장

식 디테일과 모자를 착용하여 테마를 표현하고 있었는

데, 의상 디자인은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의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주황색 몸판과 연두색의 칼라, 그리고

빨간색을 사용하여 장식한 칼라 가장자리와 양 어깨부

터 허리선을 잇는 유럽풍의 장식, 커다란 보라색의 단추

등이 그것이다. 의상의 형태는 재킷 스타일 코트에 바지

차림이다. 소재는 역시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고 있

다(Fig. 8). 식 ·음료 판매 캐스트는 공통적으로 겉옷 안

쪽에 다양한 형태의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한다.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나는 실외 식 ·음료 판매 캐스트 의상은 더

플 코트형 롱 점퍼에 바지 차림으로 여성은 주황색 점퍼

에 베이지색 바지를, 남성은 파란색 점퍼에 베이지색 바

지를 착용한다. 의상 소재는 모두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

용하였다. 실외 식 ·음료 판매 캐스트는 트레퍼(trapper)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 모자의 색상은 점퍼와 동일하

다. 외부 근무가 특징인 이들의 모자나 롱 점퍼는 방한용

에 적합한 아이템들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흰색의 목도

리를 착용할 수 있다.

Fig. 4. Hurricane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8).

Fig. 5. Pororo 3D Adventure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8).

Fig. 6. Jubilee Game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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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판매 서비스

분석된 24개의 의상은 실내와 실외가 모두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에버랜드의 소 테마구역별로 구분되고 있

었다. 다만, 주토피아 구역은 예외적이었다. 주토피아 상

품 판매 캐스트 의상은 어트랙션 공간 내 시설의 캐스

트 의상을 그대로 착용한다. 상품 판매 캐스트 의상은

형태보다는 구역별 색상으로 구분되어 해당 구역의 테

마를 보조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코트에 바지를 입고,

코트의 실루엣에서만 남녀 차이를 두고 있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로 된 두꺼운 옷감으로 실외 착용 시에도 방

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글로벌 페어 구역의 경우

여성은 붉은색, 남성은 짙은 남색 색상으로 의상에서 성

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글로벌 페어 구역은 타

구역보다 우아하고 격식을 차린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

었다. 남녀 모두 일반적인 코트보다 긴 길이와 넓은 플레

어 밑단의 실루엣을 공통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의상

은 어깨 주름과 숄 칼라로 의상의 디테일에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였다(Fig. 9). 이들은 방한을 위해 흰색 목

도리를 착용할 수 있으나 이 밖에 별도의 소품은 없다.

3)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서비스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9개의 의

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캐스

트 의상은 실루엣, 그리고 디테일과 소품을 사용하여 ‘우

아’, ‘품격’, ‘격식’, ‘신뢰’를 표현하고 있었다. 매표 담당

캐스트는 긴 플레어 코트에 바지를 착용한다. 개찰 담당

캐스트의 의상은 매표 담당 캐스트 의상에 펠러린을 추

가하였고, 더비햇(derby hat)을 착용하고 있었다(Fig. 10).

의상의 색상은 짙은 파란색이며 부분적으로 은회색의

벨벳 리본이나 실버 브레이드(silver braids)로 소매와 칼

라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파란색은 차분하고 신뢰감을

준다. 소재는 폴리에스터가 사용되었다. 실루엣은 에버

랜드 입 ·출구 구역의 상품 판매 남녀 캐스트 의상과 매

우 유사하였다.

4) 이동 편의 제공 서비스

에버랜드 내에는 방문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공

중 리프트와 곤돌라 시설, 지상의 무빙워크가 운행되고

있다. 8개의 캐스트 의상을 분석한 결과, 이동 편의 제

공 캐스트의 상의는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착용

하는 플라이트 재킷 또는 미 공군 비행사들이 입는 보머

재킷(bomber jacket)과 유사한 형태의 점퍼를 입고 있었

다. 하의 또한 플라이트 팬츠의 활동성과 기능적인 디

자인 디테일을 적용시킨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원래

플라이트 재킷이나 보머 재킷은 가죽 소재에 부드러운

털 안감을 대어 만들지만, 이동 편의 제공 캐스트 의상

에는 실용성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가 사용되었다. 전체

적으로 색상은 2가지로 단순화시켰다. 하지만 의상의 칼

Fig. 7. Kidzcovery Snack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8).

Fig. 8. Alps Kuche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9).

Fig. 9. Lacium Memorium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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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분에는 양털 느낌의 텍스처를 적용하고, 소매 끝부

분에는 버클 장식을 달아 플라이트 재킷의 디자인 특징

을 살렸다. 또한 항공 조종사를 연상시키는 와펜 장식은

이동 편의 제공 캐스트의 역할과 연계된다. 파란색은 인

공적인 제품에 사용되어 신뢰감과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들은 별도의 소품을 착용하지 않는다(Fig. 11).

5) 사진 관련 서비스

분석된 6개의 캐스트 의상은 모두 동일하였다. 사진 관

련 캐스트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롱 점퍼에 바지를 착용

한다. 점퍼에는 사파리 룩의 패치 포켓을 부착하고, 상의

의 양 어깨, 등과 앞판의 윗부분, 그리고 주머니 덮개 부

분에 에버랜드 곳곳의 사진과 필름 이미지의 패턴 프린

트를 사용하여 사진과의 관련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12).

의상에 사용된 베이지 색상의 톤 온 톤 배색은 부드럽고

정감 있는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의상에 가시성(可視

性)을 부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눈에 띄면서도 자연스

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사진 관련 캐스트는 역할의

특성상 사진기를 착용하거나 촬영 시설을 대동할 수 있

으며, 이 때 사진기는 실제 사진 촬영에 활용된다.

6) 진행을 위한 서비스

방문객의 놀이 체험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3개의 의

상을 분석하였다. 공연 진행을 위한 캐스트는 공연 시

주변을 통제하고 방문객의 공연 참여를 보조한다. 2개

의상을 분석한 결과, 공연 진행을 위한 캐스트 의상은

공연으로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디테일과 색상의 사용면에서 일상적 의상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의상은 반 코트와 바지의 정장 형태이다. 의

상의 색상은 짙은 남색과 밝은 회색을 상 ·하의의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되, 회색과 보라색을 부분적으로 사용

하여 의상의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었다. 디테일을 자세

히 보면, 단추와 옷의 가장자리 선은 회색으로 릭랙(rick-

rack) 형태를 적용하였고, 위 칼라와 코트 앞 주머니 덮

개 끝부분에 보라색 벨벳 원단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른 의상들과 마찬가지로 내

구성이 좋은 폴리에스터 소재가 사용되었다. 공연 진행

을 위한 캐스트 의상은 모자를 제외하면 어트랙션 공간

의 프라이드 인 코리아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과 동일

하다. 짙은 남색은 차갑고 거리감을 주며, 무겁고 세련

된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공연의 내용과 분리되어, 지

시나 통제, 때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상의 색상

으로 적합하다.

로스트 밸리에서 동물 관리와 환경 정비를 담당하는

캐스트 의상 1개를 분석한 결과 의상은 작업의 적합도

와 방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동물 관리와 환경 정비

를 위한 캐스트 의상은 로스트 밸리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과 유사하지만 작업에 적합하도록 길이와 주머니

Fig. 10. Ticket-examiner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28).

Fig. 11. Human Sky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30).

Fig. 12. Photo related

cast costum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t Everland. (2016, Januar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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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등에 변화가 있었다. 색상은 톤 다운된 회갈색이

며, 소재는 폴리에스터가 사용되었다. 점퍼와 바지 차림

이다. 점퍼는 로스트 밸리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에서

모자를 없애고 무릎까지 오던 코트의 길이를 줄여 작업

에 적합하도록 변경했다. 상의의 주머니는 패치 포켓으

로 중간에 맞주름을 주고 주머니 덮개의 고정 단추를 스

냅단추로 변경해 주머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했다. 동물 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한

캐스트는 방한을 위해서 점퍼 안쪽에 패딩 재킷을 추가

로 착용하며, 카모플라쥬(camouflage) 패턴의 미디 길이

장화를 착용한다. 의상에 별도의 지정된 소품은 없지만,

동물 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한 캐스트는 필요한 작업에

따라 작업 도구를 소지할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의 손길

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설정된 놀이 공간, 로스트

밸리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의상에는 별다른 디테일 강

조가 없다. 곧 의상은 주변과 유사하거나 카모플라쥬의

패턴 등을 이용해 연출된 환경 안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7) 베이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베이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시설에는 베이비 서비스

키즈커버리와 손님 서비스 센터가 있다. 베이비 서비스

키즈커버리에서는 기저귀 갈기와 수유 및 이유의 공간

제공 등이 서비스되고, 손님 서비스 센터에서는 유모차

대여와 반납이 이뤄진다. 베이비 서비스는 입구와 에버

랜드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나, 유모차 대여와 반납 서비

스는 입구에만 존재한다. 2개 의상 분석결과, 베이비 서

비스 키즈커버리 캐스트 의상은 전통적인 유럽의 유모

의상의 형태(Workman, 2010)를 하고 있었다. 의상은 폴

리에스터 소재에 통이 넓고 풍성한 하늘색 플레어 스커

트와 프릴 장식의 넓은 흰색 앞치마로 표현되어 유모의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베이비 서비스 키

즈커버리 캐스트는 그 밖에 별도의 소품은 착용하지 않

는다.

유모차 대여와 반납 캐스트 의상은 폴리에스터 소재

의 노란색 더플 코트에 어두운 톤의 노란색과 녹색의 체

크무늬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유모차 대여와 반납 캐스

트의 코트에는 어깨 주변에 세일러 칼라 모양의 아플리

케(appliqué) 장식이 되어 있으며, 소매 끝과 주머니 덮

개의 끝부분에도 바지와 동일한 체크무늬 옷감으로 장

식되어 있었다. 때문에 의상은 전체적으로 밝고 귀여운

학생의 분위기를 풍긴다. 이들은 별도의 소품을 착용하

지 않는다.

8) 주차 안내 관련 서비스

주차 안내를 위한 2개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주차 안

내 관련 캐스트는 출입구 주변의 자가용 주차 공간과 셔

틀버스의 승 ·하차장에 위치하고 있다. 주차 안내 관련

캐스트 의상은 주차 안내 업무에 요구되는 무게감을 부

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국 경찰 모자를 본 뜬 보비 햇

(bobby hat), 안내봉, 호루라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경

찰관의 이미지를 적극 차용하면서 지시와 통제 역할에

요구되는 위엄을 지닌다. 의상의 형태는 세미 롱 코트에

바지이다. 주차 안내 관련 캐스트 의상은 전체적으로 티

켓 판매와 정보 제공 캐스트 의상과 유사한 색상과 형태

를 띤다.

9) 의료 지원 서비스

의료 지원 캐스트는 전문 간호 인력이었으며 에버랜드

전체에서 동일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2개의 의상 분

석결과, 의료 지원 캐스트 의상은 일반적인 간호사 복장

과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의상에 사용된 연노란색

상의와 흰색 바지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풍긴다. 의상

은 피터팬 칼라를 변형시키고, 칼라의 가장자리, 소매 끝,

그리고 상의 앞 중심선의 단추 커버를 흰색으로 배색해

어리고 귀여운 분위기를 풍긴다. 간호사 협회에서 제공

하는 RN(Registered Nurse) 마크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간

호 인력임을 알려준다. RN 마크의 사용은 귀엽고 가벼운

이미지 의상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의료 전문성을 보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된다. 의상의 소재로는 폴리에

스터가 사용되었다.

10) 청결 유지 서비스

청결 유지 캐스트는 에버랜드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에버랜드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1개의 의상 분석결과, 청결 유지 캐스트 의상은 업무의

전문성과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

결 유지 캐스트 의상은 가장 오염되기 쉬운 청소 작업복

이지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흰색이 전

면적으로 사용되었다. 에버랜드 곳곳에서 활동하는 특

성상 청결 유지 캐스트의 이미지는 에버랜드의 이미지

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청결 유지 캐스트는 사파

리 재킷 실루엣의 점퍼와 활동에 편리한 폴리에스터 운

동복 바지,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캐릭

터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의상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우선 점퍼는 어깨 부분을 더블 스티치로 구분하고, 앞 주

머니 부분과 함께 격자 모양의 누빔 패턴으로 텍스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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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었으며, 스냅 단추를 더블 버튼 스타일로 앞

여밈에 사용해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허

리 벨트를 점퍼 위에 사용해 정리되고 단정한 느낌을 강

조한다. 청결 유지 캐스트는 소품으로 단순화시킨 빗자

루와 쓰레받기를 휴대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제

업무에도 활용한다. 그 밖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지품

등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가방 등은 에버랜드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을

유지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표는 테마파크 공간에 따른 캐스트 의상

의 기획 체계를 세워 디자인 기획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

선 테마파크를 현대인의 다양한 놀이 욕구를 채우기 위

한 놀이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놀이 공간은 놀이 목적을

기준으로 어트랙션 공간과 비 어트랙션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트랙션 공간에서는 본격적인 놀이 콘텐츠

가 제공되며, 비 어트랙션 공간에서는 놀이 체험을 강화

시키거나 보조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글로벌 경쟁력

기준에 부합하는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28일

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조사하였

다. 카이와의 놀이 이론에 따라 각 공간 내의 시설들을

놀이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캐스트 역할 및 의상과 연

관지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테마파크 공간에 따른 놀

이 유형별 캐스트 의상의 기획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미크리 놀이의 캐스트는 놀이 공간 속의 인물을 설

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의상을 착용한다. 의상 디자인에

인물 설정에 따른 창작의 여지가 가장 많이 관여하며 다

양한 실루엣, 색상, 디테일과 소품을 사용한다. 안전 점검

과 관람 안내가 주요 캐스트 역할이다. 특히 관람 안내

역할의 미미크리 놀이의 캐스트 의상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놀이 공간 속의 대상에 대

한 가장 완벽한 모방으로 표현한다.

일링크스 놀이 중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주요 캐스트

역할은 안전 점검으로, 캐스트 의상의 디테일을 강조하

고, 고채도의 색상과 보색 대비를 사용한다. 정신적 현기

증 놀이의 주요 캐스트 역할은 관람 안내로 주로 바지

정장 차림을 한다. 낮은 채도의 어두운 색상을 주조색으

로 하고 밝고 선명한 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 공

간 속 인물 특징에 대한 단순화와 직접적인 모방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아곤 놀이의 주요 캐스트 역할은 운영과 진행이다. 아

곤 놀이의 캐스트 의상은 색상과 디테일이 엄격하게 제

한되며 놀이 유형 중 가장 차분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는 아곤 놀이의 의상이 아곤의 공정한 집행과 보상을

보장하는 캐스트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

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레아 놀이의 캐스트는 실제 점술가들이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직접 시연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복장을 하

고 시연하고 있었다. 비 일상성은 테마파크의 기본 특성

(Lee & Kim, 1996)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놀이의 특성

인데 현재의 일상적인 복장의 등장은 비 일상적인 사고

로의 이행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상

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 어트랙션 공간의 놀이 유형은 미미크리다. 다양하

게 나타나는 캐스트 의상은 각 역할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전체 놀이 공간의 테마에 부합하도록 표

현한다. 의상 디자인에 기존 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알려

주는 실루엣, 마크, 소품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밝은 색상,

다양한 텍스처의 적용, 형태의 적절한 변형을 통해 놀

이 공간 특유의 활기와 역할의 전문성을 동시에 나타내

도록 한다.

카이와 놀이 이론의 일링크스, 미미크리, 아곤, 알레아

의 놀이 유형으로 캐스트 의상을 분석한 결과 에버랜드

는 각각의 놀이 유형으로 캐스트 의상의 특징이 구분되

었다. 이것은 에버랜드가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테마

파크 시설로서 캐스트 의상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반증

한다. 이에 덧붙여 본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 몇 가

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레아 놀이의 캐스트는 현재의 점술가 배치는

유지하면서, 의상 착용 지침 등을 세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상의 색상이나 착용 아이템의 통일, 그리고

비 일상적인 소품의 착용을 통해 테마파크 전체의 놀이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어트랙션 공간과 비 어트랙션 공간은 개념과 성

격 상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두 공간 사이의 의상은 명

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어트랙션 공간의 프라이드

인 코리아와 비 어트랙션 공간의 공연 진행을 위한 캐스

트 의상은 모자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따라서 프라이드

인 코리아의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은 프라이드 인 코리

아 제목에 맞는 공간 속 인물의 간략한 모방 의상이나

새로운 관람 안내 캐스트 의상으로 개발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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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겠다. 어트랙션 공간과 비 어트랙션 공간의 의상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미쳐 준비되지 못한 공간 내 시설의 캐스트 의상을

조달하기 위한 응급 방편 때문이거나 경제성의 이유로

사료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

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구분 기준에 예외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 어트랙션 공간에서의 의상 디자인

기획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 어트랙션 공간의 식 ·음료 판매 서

비스 시설의 경우, 의상 디자인은 어트랙션 공간, 비 어

트랙션 공간, 소 테마구역의 순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

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외 식 ·음료 판매 캐스트는 이

와 달리 동일한 하나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비 어트랙션 공간의 멀린스 스낵(Merlin's Snack)

의 경우 어트랙션 공간의 매직 스윙의 주인공 이름을 제

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식 ·음료 판매 캐스트 의상

또한 매직 스윙과 연관되어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 어트랙션 공간의 스카이 크루즈 스낵(Sky Cruise Sn-

ack)은 비 어트랙션 공간 중 이동 편의 제공 시설인 스카

이 크루즈의 아래층에 위치하며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 크루즈 스낵의 실외 식 ·음료 판

매 캐스트 의상은 이동 편의 제공 캐스트 의상과 연관되

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 어트랙션 공간의 출 ·입구 주변 지역의 캐스

트 의상은 에버랜드가 연출하고자 하는 첫인상 이미지

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현

재 유모차 대여와 반납 캐스트는 육체적 현기증 놀이의

안전 점검 캐스트 의상과 유사한 색상 배색이 적용된 귀

여운 학생 이미지의 코트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에버

랜드의 첫인상 연출의 맥락에서, 티켓 판매와 정보 제공

또는 진행을 위한 캐스트 의상으로 의상 디자인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 대상이 영 ·유아와

그 부모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영해 길이와 디테일에 변

화를 주어, 우아함보다는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

이 적절하다 하겠다.

그밖에 비 어트랙션 공간의 상품 판매 캐스트 의상은

주변 구역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구역 간

의 의상 구분은 더욱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소 테마구

역 간의 경계선이나 구역 간 이동 교류가 일어나는 지점

에는 소속된 구역을 벗어나 위치하는 상품 판매 캐스트

가 있었다. 이들은 의상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소 테마구

역에 대한 안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품 판매 캐스트 의상은 색상에 의한 구

분이 전부이며, 이또한 소 테마구역과의 연계가 미미하

기 때문에 구역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의상의

형태와 색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 어트랙션 공간의 매니저, 즉 관리자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캐스트 의상은 무채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

하여 파트너 의상은 물론 해당 구역 테마와도 전혀 무관

하게 나타났다. 비 어트랙션 공간의 매니저들은 단독으

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으

로 구역 구분과 테마파크의 비 일상성이 와해되고 있으

므로 이들 또한 파트너 의상과의 맥락 안에서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직랜드와 주토피아는 에버랜드의 5개 소 테마구역

중 유일하게 여러 어트랙션 공간 내 시설에서 동일한 유

니폼의 착용이 나타난다. 매직랜드의 경우는 어트랙션

공간 내 시설별 캐스트 의상의 구분이 가능한 여지가 충

분하면서도 2가지의 유니폼을 주로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한 탑승 대상 즉, 어린이의 환경 시

설과 체험 간 연계 의식 수준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이

론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사 시점이 겨울에 한정되어 있고 시즌 특

성에 따른 모든 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에 분

석 자료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

나 본격적인 디자인 기획을 위한 의상 분석이 아닌 테

마파크의 공간과 캐스트 의상 간의 디자인 기획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

진다. 또한 카이와의 놀이 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상

기획의 시각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선

행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테마파크 캐스트 의상에

대한 디자인 기획 체계 정립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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