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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캐릭터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에 따라 게임콘텐츠 매출이 높아

지면서 관련 캐릭터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군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게임

캐릭터 IP를 활용하거나 캐릭터 IP를 인수함으로써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굿즈 

몰 등의 캐릭터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캐릭

터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운영되는 ‘자이언트 

펭TV’의 중심 캐릭터인 펭수의 사례처럼 캐릭터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다. 캐릭터

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

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캐릭터

로 상품화하여 지역의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 

애니메이션분야는 제작환경의 특성상 지역화에 대

한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며 정책적으로도 수도권에 

비해 산업지원이 빈약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환경

적,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콘텐츠산업 및 창작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콘텐츠 산

업은 전문 인력 부족과 제작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유사한 문제점을 보이며.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한 

콘텐츠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성장과 함께 수

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특히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가져야

할 중요 요소인 재미가 고려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서 기계적으로 개발된 콘텐츠는 소비자의 흥미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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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며 결국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

고 있다. 그리고 지역 대표 캐릭터와 콘텐츠의 영향

력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캐릭터가 콘텐츠로 접목

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

업의 지역 유치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역 유치는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애

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지역 주민

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

고, 이러한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자생 가능한 환경의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의 일환으

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

화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방향성을 지역성, 지속가능성, 주체성, 일상성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성은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의 삶의 양식과 그 지역이 간직한 문화자원을 기반으

로 하는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추구하는 전략이

며, 지속가능성은 각 지역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주체성은 콘텐츠와 프로그램

의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며, 마지막

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문화

적 가치를 콘텐츠로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에서의 삶

과 체험 등의 지역문화가 지향하는 일상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특

수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와 관련 소재

들이 많다. 학문적 관점에서도 지역 설화, 역사, 인물

에 대한 스토리 원형 연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콘텐츠

로의 접목이 되지 않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특화 캐릭터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캐릭터를 발굴하

고 콘텐츠와의 접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 지역을 선정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제안

한다. 첫째, 부산의 지역특화 상품과 특성을 살펴보

고 이를 캐릭터로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스

토리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접목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지역특화콘텐츠의 확

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지역특화캐릭터』와 가치와 지역캐릭터 소

재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캐릭터는 다양한 조형물,

지역 축제, 기념품 및 특산물, 그리고 테마파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행사 외에도 웹툰(4.3%), 애니

메이션(6.4%), SNS(8.5%) 등 확장된 영역에서의 

OSMU 활용범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반

면, 지역 캐릭터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용 사례로 알

려진 울산 중구에서는 두 갈래로 땋은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울산큰애기(2016)’를 지역을 대표하

는 캐릭터로 선정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하여 캐릭터를 개발

하고 홍보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큰애기’

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미비하다. ‘울산큰애기’ 캐릭

터는 시내 중심가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40여 

개의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맨홀 뚜껑에도 캐릭터를 

넣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주제가와 뮤직비디오는 물

론 2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드라마까지 제작해 

온라인에서 방영하고 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로 선정된 울산 중구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지원금 

30억 원 중 많은 금액을 ‘울산큰애기’ 캐릭터의 홍보

와 확산에 투자하였으나 캐릭터의 지명도에 관련된 

효과는 부족한 편이다.

지역 대표 캐릭터의 개발에 동물을 소재로 한 사

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거북이를 대표 캐

릭터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 거북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지만 많은 

Fig. 1. A character developed from a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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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단체가 거북이를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해동이’, 충청북도 음성군의 

‘거돌이’, 충청남도 청양군의 ‘황금 복 거북이’, 경기

도 시흥시의 ‘토로’ 등의 캐릭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캐릭터와 지역적 연관성이 제대로 설명되

어 있지 않다. 제작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에 대한 고찰 없이 ‘복사해서 붙이기’ 방식으로 캐릭

터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캐릭터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한 지역홍보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처럼 지역

의 특색이나 기관의 목적성,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연관성이 없는 캐릭터는 살아남기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개발된 공공 캐릭터는 525

건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활용 방안의 제시가 없고,

단지 유행에 따라 무작정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복사해서 붙이기’ 방법으로 서로 비슷한 캐릭터

의 개발이 추진되면서 캐릭터 인지도는 바닥에 가깝

다[4].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

와 배려보다 단순히 기관의 시각만으로 캐릭터를 개

발하는 현실도 개발된 캐릭터를 외면하게 하는 이유

가 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캐릭터 도안 개발에만 수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캐릭터 상품이나 캐릭터를 이

용한 이모티콘의 추가에 따라 투입해야 할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지만, 결정권자의 주관에 따라 많은 자

원을 사용한 캐릭터와 콘텐츠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브랜드 컨설턴트의 최낙원 대표는 “공공기관과 지

자체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일단 만들고 보

자’는 식이 대부분”이라며 “무조건 ‘예쁘고 귀엽게만 

만들면 된다’는 접근을 벗어나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섬

세한 스토리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 교통수단을 캐릭터화한 애니메이

션. “꼬마버스 타요“는 서울시청과 한국교육방송공

사(EBS)가 주관하여 아동들이 교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뽀롱뽀롱 

뽀로로”를 개발하여 흥행에 성공한 아이코닉스에서 

제작했다. 애니메이션으로 흥행하고 해외에 수출이 

되면서 실제 타요버스를 서울에서 운행한다는 소식

을 접한 해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캐릭터

는 아니지만, 서울지역의 버스를 형상화하여 만들어

진 캐릭터에 스토리를 입혀 애니메이션으로 배급이 

되면서 지역까지 알리는 성과를 냈다[5].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캐릭터인 ‘쿠마몬’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마스코트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 3

월에 공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11년부

터 2013년까지의 2년 동안 ‘쿠마몬’으로 인한 관광 

및 관련 상품의 판매를 통해 1244억 엔(약 1조264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2018년에는 관련 상품 

매출만 1500억 엔(1조509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쿠마몬의 성공 요인은 캐릭터

의 중립성, 형태 및 색채의 단순성, 자유로운 움직임”

이라고 말했다. 쿠마몬 캐릭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패키지 여행상품과 호텔 예약상품 등이 개발

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캐릭터와 스토리가 잘 

어우러진 상품은 홍보 및 사회적인 인식, 매출에 대

해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캐릭터의 개발은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6].

쿠마몬의 성공과 차별화 전략은 지역의 이름을 모

티브로 스토리를 접목한 점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의

인화전략에 있다[7]. 이처럼 지속가능성한 캐릭터의 

디자인에는 상징성, 식별성, 보편성, 일관성 등 네 가

지 속성이 요구된다[8-9]. 세부적으로 애니메이션 캐

릭터의 디자인 속성 중 식별성은 다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구별되는 외형이나 성격을 지녀야 함을 말

한다. 다음으로 상징성은 특정한 이미지나 컨셉을 말

하고 있으며, 일관성의 경우 캐릭터가 가지는 성격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

고, 행동과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보편성을 

Fig. 2. Kum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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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캐릭터에 대한 설정과 그 디자인이 대중들

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을 기반으로 창작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캐

릭터를 설계하였다.

3. 지역특성 소재개발과 캐릭터 개발

3.1 부산지역 소재 개발을 위한 지역 특색분석

지역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캐

릭터 상품, 영화, 게임, 테마파크, 음반 등 다양한 산

업과 결합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고

부가가치 산업이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진출

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10].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소재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

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최

고의 음식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다양한 형태와 소

재로 만들어진 부산어묵(16%)이다. 어묵 산업은 지

난 10년간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와 매출

규모, 수출규모가 약 2배로 증가한, 가파르게 성장하

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국내에서 어묵 산업에 종사하

는 인구는 2007년 6,500명의 규모에서 2016년 1만 

1,300명의 규모로 약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매

출은 4,150억 원에서 8,98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동안 수출은 2,200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해양

수산부는 2018년 12월, 급성장하는 글로벌 어묵 시장

을 선점함과 동시에, 어묵 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묵 산업 발전방안'

을 수립·발표했다[11]. 최근 K-pop, K-푸드가 세계

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어묵도 차세대 K푸드로 거론

되면서 국내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

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묵을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인 

어묵탕과 같은 탕자 돌림이면서 한국의 대중문화 중 

하나인 목욕탕 문화를 접목하여 배경을 설정하고 슬

랩스틱 코미디를 주요 장르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와글와글 어묵탕’은 K-푸드

의 상징성과 지역적인 대표성을 중점으로 조사한 자

료를 바탕으로 설계 및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

묵을 캐릭터로 개발하고 대중목욕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선택하였으며, 목욕탕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접목하여 어묵탕을 캐릭

터와 애니메이션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애니메

이션의 스토리와 일반 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 및 캐

릭터의 OSMU에 적합한 캐릭터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상품인 어묵을 소재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대중목욕탕이라는 공간적 배경

을 결합하여 지역 특성화 콘텐츠를 제안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부산 지역

의 대표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소재를 추출하였다. 다

음으로 추출된 대상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

하였으며 캐릭터를 기획, 설계하고 이야기 소재를 개

발하여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OSMU를 추진하였다.

3.2 어묵캐릭터 스토리텔링과 개발 과정

어묵 캐릭터는 성격과 특성 등이 확연하게 구분되

는 다양한 동물의 의인화와 달리 무생물이기 때문에 

형태나 혼합물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진다. 어묵을 소

재로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 어묵의 종류를 1차적

으로 수집을 하고 분류 및 분석하였다. 또한 애니메

이션 캐릭터의 디자인 속성 중 식별성과 상징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어묵은 각 종류에 

따른 정확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

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며, 형태와 재료의 혼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고 있다. 따

라서 어묵 캐릭터의 개발 과정에서는 어묵 제조사별 

기본 어묵과, 공통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 어묵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기본 캐릭터를 설정하였

다. 세부적으로 어묵을 형태별, 재료중심의 소재별로 

구성하고 이를 캐릭터화 하였다. 캐릭턱의 외형적 설

계를 위해 어묵의 기본 형태를 나타내는 도형을 캐릭

터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구성하였다. 특히 대표 캐

릭터의 형태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중심으로 메

인 캐릭터를 설정하고, 어묵의 고유색상을 살린 노란Fig. 3. A wide variety of Eo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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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주황색을 대표색으로 선정하였다. 캐릭터의 종

류는 메인 캐릭터와 보조 캐릭터, 주변 등장인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 악세서리를 활용하여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을 반영하였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 4종, 보조 캐릭터 10종, 그리고 

육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캐릭터는 가장 

Table 1. Development Process Using Regional Specific Elements.

Step Process Contents

.1 Discovering local-specific elements

⦁Symbolic food in Busan
- Busan Eomuk(16%)

〮⦁The rapid growth of the Eomuk industry
〮⦁Overseas awareness expansion

.2 Storytelling

⦁K-food: Various Eomuk
⦁Representative street food
〮⦁Public bath
〮⦁Bath culture around the world
〮⦁Slapstick comedy

.3 Character Development

⦁Main character
- Consists of the most common basic Eomuk

⦁Secondary character
⦁Episode character

.4 Animation Production
〮⦁2D Animation
〮⦁Digital Distribution and TV Series
-Targeting the new media market(OTT)

.5 Animated Character OSMU

⦁Character commercialization
⦁Operate themed rooms
- local hotels and guest houses

⦁Participation in various regional festivals
⦁SNS activities using characters
⦁Global marketing

Table 2. 4 Main Characters.

Classification Character Characteristic

납작
어묵

The widest Eomuk among the types of Eomuk.
Basic Eomuk of Eomuk soup.

길쭉한
어묵

Basic Eomuk of street Eomuk soup

둥근
어묵

Eomuk that is often used for cooking Eomuk

유부
주머니

Put various ingredients in the tofu pouch and
tie it with water par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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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어묵 4종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Table 4

는 메인 캐릭터 4종을 보여준다. 이들 4종은 단순한 

네모와 동그라미의 형태를 가지며 어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구성된다. 네모형의 납작어묵, 길쭉한 형태

를 가진 어묵, 둥근형의 기본어묵과 유부주머니로 구

성된다. 납작어묵과 길쭉한 어묵, 둥근어묵은 어묵 

종류 중 가장 보편화된 어묵으로 어묵탕의 기본 어묵

이며 유부 주머니에 소를 넣어 미나리로 묶은 형태도 

포장마차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Table 3은 보조 캐릭터 10종을 보여준다. 보조 캐

릭터 10종은 기본 어묵에서 확장된 소재가 반영된 

흔히 먹는 종류의 어묵들로 구성하였다. 색상은 기본 

노란색에 기반하여 가미된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구

성하였다. 김말이 어묵은 길쭉한 어묵에 김이 말려있

으며, 구운 어묵은 길쭉한 어묵에 구멍이 뚫려 있고 

튀기는 대신 구운 어묵이다. 또한 부산에만 판매하는 

물떡, 채소가 들어있는 삼각 모양 어묵, 어묵 속에 

통 소시지가 들어있는 소시지 어묵, 깻잎 어묵, 어묵 

속에 통새우가 들어있는 통새우 어묵, 튀기지 않고 

찐 반달 어묵, 가래떡에 어묵이 말려있는 떡말이 어

묵, 채소가 들어있는 납작한 흰 어묵, 어묵 속에 맛살

이 들어있는 맛살어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메인 캐릭터 4종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직업적 특

성에 있다. Table 4에서는 메인 캐릭터 4종의 어묵탕

(목욕탕)의 공간적 배경에서의 직업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메인 캐릭터 4종의 직업은 목욕탕의 

컨셉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어묵 목욕탕의 관리자

(캐릭터 이름: 동동이)는 새알 어묵 캐릭터로 카운터

를 보며 손님들에게 수건을 나누어주는 일이 주요 

업무이다.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며 나이는 20대 후반

으로 설정하였다. 세신사(캐릭터 이름: 평평이, 나

이:35 살)는 오른손에는 이태리타월, 왼손에는 국물 

바가지를 항상 들고 다니는 캐릭터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며 어묵탕의 대표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리고 목욕탕 청소 담당(캐릭터 이름: 길

쭉이, 나이:25살) 캐릭터인 길쭉이는 항상 대걸레를 

들고 다니며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닦는 성실한 캐릭

터이다. 성격이 온순하고 순수하지만 동작이 굼떠 어

묵탕 매니저인 동동이에게 매일 잔소리를 듣는다. 유

부주머니를 소재로 제작된 이발사캐릭터(캐릭터 이

름: 유실장, 나이:50대)는 유부주머니의 머리를 묶은 

미나리줄기로 된 머리끈을 풀면 바리캉, 가위, 고데

Table 3. 10 Supplementary Characters

Classification Character Characteristic

김말이
어묵

Laver is rolled up
in an elongated

Eomuk

구운 
어묵

There is a hole in
the Eomuk
Grilled Eomuk
without frying

물떡
Multteok sold
only in Busan

삼각
어묵

Triangular-shape
d vegetable
Eomuk

소시지
어묵

Sausage is in the
Eomuk

깻잎
어묵

Different
manufacturers
have different
shapes

통새우
어묵

There is whole
shrimp in the
Eomuk

반달
어묵

Steamed Eomuk
without frying

떡말이
어묵

The rice cake is
rolled up in
Eomuk

납작
어묵

Flat white Eomuk
with vegetables

맛살
어묵

The Eomuk
contains crab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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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각종 미용 도구가 나온다. 어묵탕의 손님들에

게 바리캉과 가위로 어묵캐릭터들의 잡티를 깨끗하

게 없애준다.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보조 캐릭터는 어묵탕(목욕탕)의 육수 캐릭터 팀

(6종)과 매회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에피소드 캐릭터

로 구성된다. 특히, 육수 팀은 어묵탕(목욕탕)의 육수

를 낼 때 사용되는 재료들로 꽃게, 대파, 무, 표고버

섯, 다시마, 고추, 양파 등으로 구성하였다. Fig. 4에

서 육수 팀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들 육수 캐릭터

의 연령대는 대부분 노련한 60대에서 80대로 구성된

다. 이중 대파 캐릭터가 제일 어리지만 나이를 동료

들에게 숨기는 캐릭터로 설정되었으며 나이는 50대

이다. 육수 팀의 캐릭터는 대체로 온화한 성격이지만 

고추캐릭터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어르신으로 묘사

된다.

매회 등장하는 주변 등장인물 캐릭터는 주제에 맞

게 다양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매회 새

롭게 등장하는 손님 역할의 캐릭터들이며 현재 다양

한 재료별 소재가 가미되어 개발되고 있는 어묵들과 

피자, 스시,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의 컨셉으로 디자

인하였다. 이들 캐릭터는 각각의 소재에 따른 특징을 

살려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주

변 등장인물 캐릭터는 Fig. 5에서 볼 수 있다.

Fig. 6은 공간적 배경요소인 어묵탕(목욕탕)의 외

부 전경과 내부 전경을 묘사한 이미지이다. 외부의 

Table 4. Occupational Concepts.

Name(Job) Characteristic Concept image

평평이
(Sesinsa)

Italian towel in right hand, soup ladle in left hand

길쭉이
(Cleaner)

Carry a mop to dry the floor.

동동이
(Manager)

The main task is to hand out towels to
customers while looking at the counter.

유실장
(Barber)

When you untie the water parsley that has tied
your hair, various beauty tools come out.

Fig. 4. Sub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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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은 대중탕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내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공간을 묘사하였다. 기본적인 

탈의실과 목욕탕으로 구성되며, 탕에는 큰탕과 작은 

욕탕 및 세신사의 공간과 이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세신사의 공간은 손님 캐릭터들의 때를 밀며 마

사지를 해주는 공간이며 이발사의 이발공간도 포함

된다.

3.3 캐릭터 지속성을 위한 이야기 소재 개발과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캐릭터 지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애니

메이션 설계 및 개발을 제안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이

야기 소재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첫 번째는 어

묵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어묵탕(목욕탕)에서 벌어

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두 번

째는 어묵 외에도 여러 음식 소재 캐릭터가 등장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묵탕(목욕탕)을 견제하는 경쟁 목욕탕들이 등장한

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별 특색을 살린 목욕탕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

양한 목욕 문화와도 접목되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Fig. 7에서 지역별 목욕탕의 컨셉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지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 OSMU 전략을 추진

하였다. 현재 만화책이 출판되어 판매 중이며, 애니

메이션은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과 

공중파에서의 방송 송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파

일럿 애니메이션을 케이블TV(대교 어린이TV)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방영 중이다. 그리고 캐릭터의 

Fig. 5. Episode Character.

External View Internal View

Fig. 6. Spatial Background.

China Japan

Fig. 7. Concept Art by Story Material.



51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3호(2021. 3)

확장성을 위해 TV, 방송뿐만 아니라 웹툰, 모바일 

게임, 이모티콘 등 다양한 장르로의 OSMU 및 라이

선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캐릭터 상품은 애니

메이션 ‘뽀로로’ 제작, 유통사인 아이코닉스와 계약

을 맺어 국내 사업대행을 진행 중에 있다. KT&G 상

상마당 부산 게스트하우스 컨셉룸을 운영하고 상품

화(어묵 티백, 스티커, 담요, 양말 등) 및 부산어묵축

제(2018)에도 참가하고 있다. Fig. 8은 다양한 

OSMU 전략의 추진 내용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 캐릭터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

품점을 포함한 십여 개의 오프라인 샵에 캐릭터 상품

을 입점 시켰고, KT&G 상상마당 부산 게스트하우스

에는 어묵탕 컨셉 룸을 오픈하였으며 부산어묵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탈인형과 조형물, 포토존 등을 운

영하였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확장 방법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출을 시도하였

고 어묵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

한 상품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역특화 캐릭터 현황과 성

공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스토리텔링의 부재와 미흡

한 캐릭터의 특징으로 인한 지역특성화의 문제점과 

OSMU 측면에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지역특색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추출하여 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의 대표성을 띠는 소

재를 발굴하여 지역 콘텐츠 특성화의 가능성을 살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개발과정과 콘텐츠의 

접목을 제안하였다. 부산의 대중적이며 서민적인 음

식인 어묵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발굴 및 개발(메인 

캐릭터 4종, 보조 캐릭터 10종, 에피소드 캐릭터)하고 

대중목욕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어묵탕과 연계하

여 스토리를 개발하였다. 이들 요소를 통하여 스토리

텔링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개발 및 사업화, 홍보 마

케팅, OSMU의 전 과정을 진행해 보았다. TV 시리

즈와 라이선싱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음

으로써 캐릭터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부산의 지역특화 소

재의 콘텐츠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캐릭터로 개발하

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스토리 개발과정과 애니메

이션 콘텐츠에 접목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 

대표 캐릭터라는 상징성과 지역홍보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언어의 진입장벽을 낮춘 대사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접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시도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한국형 지역특화콘텐츠의 확

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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