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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national geoparks has rapidly increased, and 13 areas are currently
designated as geoparks. After Jeju Island (2010), Cheongsong (2017), Mudeungsan (2018), and Hantangang River (2020)
National Geoparks were listed as UNESCO Global Geoparks.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geoparks and UNESCO global geoparks, the public interest in geoparks and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geoparks are not yet very significant. Some geopark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geopark characters to
appeal to the public through intimacy and friendliness, utilizing parks for education and tourism. However, the characters
are not being utilized properly due to a lack of plannings, expertise, storytelling, and management. Please note that the
previous sentence has been deleted to avoid unnecessary repetition.contentthe requiredFor geopark characters, which have
been neglected since development, to perform their original roles, content production based on appropriate budget
compilation and analysis of consumption trends in the character market is necessary. Instead of simplymerely using
geopark characters, geopark characters should be loved by the public, as well as local residents.
Keywords: National Geopark, UNESCO Global Geopark, geopark character, geotourism
요 약: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13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2020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되었다. 하지만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질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
을 교육 및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중의 친밀도와 우호성을 높이고자 지질공원 캐릭터를 개발하였지만,
다른 공공 캐릭터에서 나타나는 캐릭터 기획과 전문성 부족, 이미지 형성 이후의 스토리텔링 부족, 캐릭터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개발 이후 방치되고 있는 지질공원 캐릭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1) 캐릭터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2) 캐릭터 시장의 소비 경향 분석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비되기 위한 이미지로서 캐릭터 대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사랑받는 지질공원 캐릭터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어: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공원 캐릭터, 지질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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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0년 제주도가 우리나라 첫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인증되고 이듬해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
으로 한국의 지질공원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인증과 지질공원제도의 도입으로 지
질공원과 지질관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
안 국가지질공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13곳
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2020년 한탄강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질공원 추진과 지
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질공원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나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대
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yu and
Moon, 2016; Park, 2020).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질공원의 활성
화를 위해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지자체, 지질공원 전

문가 그룹은 지질공원 제도의 개선,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지질공원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
질공원 해설사 양성,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ae et al., 2014; Jeon et al., 2016;
Kim and Lim, 2016; Ju and Woo, 2016; Lee and
Shin, 2019; Cho and Park, 2020). 이 외에도 지질공
원을 교육 및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지질공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설정하고 통일성 있
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BI(brand identity)를 구
축하고 있다(Fig. 1). 또한, 지질공원에 대한 대중의
친밀도와 우호성을 높이고 지질공원이 가진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캐릭터를 개발하
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이다(Table 1, Fig. 2).
지질공원 캐릭터는 공공 캐릭터의 하나로서 특정
지역, 기관, 조직, 단체, 행사 등의 지향점과 상징성
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비영리적 캐릭터이며, 특정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용 공공 캐릭터’로 구별할 수
있다(Kim, 2012). 공공 캐릭터는 해당 지역이나 기관

Fig. 1. The location map of National Geoparks in Korea(modified from Korea National Geopark Secretariat, 2021). Note the BI
(brand identity) for each geopark(Ulleungdo·Dokdo Geopark, 2021; Jeju Geopark, 2021; Busan Geopark, 2021; Cheongsong
Geopark, 2021; Ganwon Peace Geopark, 2021; Mudeungsan Area Geopark, 2021; Hantangang River Geopark, 2021; Gangwon
Paleozoic Geopark, 2021; Gyeongbuk East Coast Geopark, 2021; Jeongbuk West Coast Geopark, 2021; Baengnyeong·Daecheong Geopark, 2021; Jinan·Muju Geopark, 2021; Danyang Geopark).

Table 1. A present status of Geopark characters in Korea
Certification

Brand Identity

Character information in Homepage

National
Geopark
of Korea

UNESCO
Global
Geopark

Logo

Character

Making
purpose

Name

Design

Narrative

Basic
form

Application
form

Ulleungdo ·
Dokdo

○

×

○

○

○

○

×

×

○

×

Ulleungdo ·
Dokdo Geopark

Jeju Island

○

○
Candidate

○

○
×

×

○

○

×

○

×

Jeju Geopark

○
×

○

○
×

○

×

×

×

○

○

Cheongsong Geopark
Mudeungsan
Area Geopark

Geopark

Busan

○

Cheongsong

○

Gangwon Peace

○

○
○

Reference
Note

Busan Geopark
Expired

Mudeungsan

○

○

○

○

○

○

○

○

○

○

Hantangang

○

○

○

○

×

×

×

×

×

×

Gangwon
Paleozoic

○

×

○

×

Gyeongbuk
East Coast

○

×

○

○

Jeongbuk
West Coast

○

Candidate

○

×

Jeongbuk West Coast
Geopark

Baengnyeong ·
Daecheong

○

×

○

×

Baengnyeong ·
Daecheong Geopark

Jinan·Muju

○

×

○

×

Jinan · Muju Geopark

Danyang

○

×

○

×

Danyang Geopark

Information
on the board

Hantangang
River Geopark
Gangwon Paleozoic
Geopark

○

○

○

×

×

×

Gyeongbuk East
Coast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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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park characters of the National and UNESCO Global Geoparks in Korea. (a) Uldori and Dokdori of the Ulleungdo·Dokdo National Geopark(Ulleungdo·Dokdo Geopark, 2021). (b) Oreumy, Geomy and Haeomy of the Jeju UNESCO Global
Geopark(Jeju Geopark, 2021). (c) Characters of the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Cheongsong Geopark, 2021). (d)
Mudeung-i, Mudi, Higeo of the Mudeungsan Area UNESCO Global Geopark(Mudeungsan Geopark, 2021). (e) Tani, Jini and
Cheoni of the Hantangang River UNESCO Global Geopark(Hantangang River Geopark, 2021). (f) Sandol and Haeala of the
Gyeongbuk East Coast National Geopark(Gyeongbuk East Coast Geopark, 2021).

등의 1) 정체성 확립과 2)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상징
성, 대중성, 친근감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된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공공 캐릭
터의 활용도는 캐릭터 기획과 전문성 부족, 이미지
형성 이후의 스토리텔링 부족, 캐릭터 관리 부족 등
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Lee,
2018).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 지질공원에서
개발된 캐릭터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질공원과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개발된 캐릭터의 현황을 파
악하고 지질공원 간 비교를 통해 캐릭터 활용방안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캐릭터 시
장 동향을 통해 앞으로 지질공원 캐릭터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질공원 13개소, 유네
스코 세계지질공원 161개소(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
탄강 지질공원 포함)를 대상으로 지질공원 캐릭터의
개발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된 캐릭터의 형태, 적용
범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

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질공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사회관
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수집 채
널로 설정하였고, 지질공원 공식 홈페이지 외에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서는 캐릭터 정보 수집을 위한 대표 검색어로
‘Geopark character (or mascot)’를 사용하였다. 같은
의미의 검색어라도 언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대표 검색어를 국가별로 재번역한 후 대상 수집 채
널의 게시물에서 추가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캐릭터 현황
2021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지질공원 13곳 가운데
울릉도·독도,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6곳에서 캐릭터가 개발되었으며, 이
는 전체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 중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지질공원은 현재 모두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다(Table
1, Fig. 2). 우리나라 지질공원 캐릭터는 이미지에 따
라 크게 인물 캐릭터와 무생물 의인화 캐릭터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인물 캐릭터는 경북 동해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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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산돌과 해아라에 해당한다(Fig. 2f). 인물은
캐릭터 개발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소재로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산돌과 해아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에 해당하며, 남녀 어린이의 형상을
단순화하고 귀여움을 강조함으로써 친근감과 호감을
내세웠다. 지질공원의 대다수에서 사용되는 무생물
또는 생물의 의인화 캐릭터는 울릉도·독도, 제주도,
한탄강, 청송,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캐릭터에 해당한
다. 이들 지질공원은 주요 명소와 관련된 지질학적
요소(예, 화산섬, 퇴적층, 꽃돌, 주상절리 등) 또는 지
형적 특성을 의인화하여 지질공원의 성격을 표현했
다. 각 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의 본질적 특징을 이
용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통해 대
중에게 친근감과 우호성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를 개
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지질공원 홈페이지는 BI, 캐릭터, 마스코트 등
의 카테고리를 통해 개발목적, 캐릭터 이름과 형태에
담긴 의미, 캐릭터에 관련된 서사, 캐릭터의 표준형·
응용형 이미지 파일 등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양은 지질공원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Table 1). 가장 많은 양의 내용을 제공하
는 곳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이며 제주도, 경북 동해안,
청송, 울릉도·독도, 한탄강 지질공원 순으로 정보량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청송 지질공원은 3종의 캐릭터
를 개발하였지만 개별 캐릭터에 대한 이름이나 설명
이 없고, 한탄강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방문객이 남긴
포털 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캐릭터 개발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캐릭터를 소개하
고 있지 않다.
지질공원 캐릭터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이다(Fig. 2d). ‘무등이’, ‘무
디’, ‘하이지오’로 이루어진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캐
릭터는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질공원 홈페이지와
SNS 게시물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
슈에 맞는 응용형 캐릭터 이미지가 홈페이지와 SNS
에 주기적으로 게시되고, 실물 크기의 캐릭터가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 영상에 출현하는 등 무등산
권 지질공원의 상징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
등산권 지질공원에 앞서 2016년 말까지 제주도 지질
공원은 지질공원을 돌아다니는 지오미 찾기, 지오페
스티벌 개최 등 지질공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지질
공원 캐릭터를 노출하고 SNS와 지질공원 서포터즈인
‘지오버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질공원 홍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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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이후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는 거의 하지
않고 지질공원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 열쇠고리,
인형 등을 기념품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울릉도·독도, 경북 동해안, 청송, 한탄
강 지질공원의 캐릭터들은 각 지질공원의 공식 홈페
이지, 명소별 안내문, 안내 책자에 사용되거나 상징
물 제작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캐릭터가 활동하
는 행사나 캐릭터 관련 상품은 개발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캐릭터 현황
2021년 1월 기준 161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 우리나라의 4곳(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지질공원), 일본 6곳(Itoigawa, San’in Kaigan, Mt.
Apoi, Unzen Volcanic Area, Muroto, Aso Geopark),
중국 1곳(Hong Kong Geopark), 말레이시아 1곳
(Langkawi Geopark), 포르투갈 1곳(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Geopark), 스페인 1곳(Villuercas
Ibores Jara Geopark)이 캐릭터(또는 마스코트)를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and 3, Fig.
3). 161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운데 단 14곳
에서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
에 해당한다. 단, 캐릭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 공
식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
과 포털 사이트 자료의 경우 특정 키워드에서 검색
되는 게시물에서 캐릭터 개발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개발된 지질공원 캐릭터의 형태는 지질공
원을 상징하는 요소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각 지질공
원의 캐릭터는 1-7개로 다양하고 지질공원을 구성하
는 생태·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동물과 인물, 또는 사
물을 캐릭터 형태에 활용하고 있다. 캐릭터 상품이나
홍보 범위 또한 다른 나라 지질공원과 비교해 매우
다양하다. 먼저 Itoigawa Geopark는 지질공원 캐릭터
인형, 열쇠고리, 클리어 파일, 주머니, 메달, 목걸이
체인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캐릭터가 등장해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동영
상을 게재하였으며 실물 캐릭터가 지역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여러 분야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San‘in Kaigan Geopark는 7
개의 캐릭터를 가지며 현무암 특성을 살린 ‘Gensan’
를 대표 캐릭터로 한다. 만주와 떡, 귀이개, 핸드폰
줄, 부채, 텀블러 등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질공원 캐릭터가 지역 마스코트를 겸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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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haracter development status of UNESCO Global Geopark by continent
Continent

Europe

Subtotal

Country

Gp

C

Continent

Country

Gp

C

Austria

3

-

Republic of Korea

4

4

Belgium

1

-

China

41

1

Croatia

2

-

Indonesia

5

-

Cyprus

1

-

Czech Republic

1

-

Asia

Iran

1

-

Japan

9

6

Denmark

1

-

Malaysia

1

1

Finland

2

-

Thailand

1

-

France

7

-

Germany

6

-

Vietnam

3

-

Subtotal

8 countries

65

12

Greece

5

-

Hungary

2

-

North America

Canada

5

-

Iceland

2

-

Subtotal

1 country

5

-

Ireland

3

-

Italy

9

-

Brazil

1

-

Netherlands

1

-

Chile

1

-

Norway

3

-

Poland

1

-

South America

Ecuador

1

-

Mexico

2

-

Portugal

1

1

Nicaragua

1

-

Rumania

5

-

Peru

1

-

Russian Federation

1

-

Serbia

1

-

Slovakia

1

-

Slovenia

2

-

Spain

15

1

Tanzania

1

-

Turkey

1

-

Subtotal

2 countries

2

-

Total

44 countries

161

14

United Kingdom

8

-

26 countries

85

2

Subtotal

Africa

Uruguay

1

-

7 countries

8

-

Morocco

1

-

*4 Geoparks overlapping in two countries
*Abbreviation: Gp, Global Geopark; C, Character.

블로그에 지역 소식이나 캐릭터가 참여한 지역행사를
홍보한다. 세 번째 Mt. Apoi Geopark는 ‘Apoichan’
과 ‘Kanrankun’ 캐릭터를 이용해 스티커, 손수건, 커
피잔, 에코 수세미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SNS인 라인
(LINE)의 채팅 이모티콘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
한, 블로그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및
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있다. 네 번째로 Unzen Volcanic
Area Geopark는 캐릭터인 ‘Geokun’ 자석, 노트, 연,
가면 세트, 3D 모형 상품 등을 개발하였고 ‘Geokun’
트위터를 통해 지질공원의 이벤트와 세미나를 홍보하
고 있다. 다섯 번째, Muroto Geopark는 퇴적암의 층
리를 표현한 ‘Dr. Magari’ 캐릭터를 공식 홈페이지

소개, 배너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캐릭터가 참
여한 지역행사를 블로그에 홍보하며 ‘Dr. Magari’가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영상에 직접 출연하고 있다.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개발된 지질공원
캐릭터는 지질학적 특징을 반영한 형태이다. 먼저,
포르투갈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Geopark는
지질시대를 반영해 고생대 삼엽충 모양의 캐릭터를
개발했다. 캐릭터를 본뜬 쿠키나 모자 등의 상품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이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활
동에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 Langkawi Geopark 캐
릭터인 ‘Obit’ 또한 포르투갈의 캐릭터와 거의 유사
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Hong Kong Geopark는
주상절리를 본 떠 만든 캐릭터 ‘Geofolk’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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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Geopark characters used in various UNESCO Global Geoparks
Country

Japan

Portugal

Geopark

Character name

Products

Public media

Itoigawa

Geomaru, Nuna

Figure, key ring, clear file, pouch,
medal

Homepage, Blog, Facebook,
Instagram, Twitter, Youtube

San’in Kaigan

Gensan, kojiroh, Gandhi, Mimi,
Iwamin, Koppechan, Geon

Manju, rice cake, ear swab, cell
phone strap, folding fan, tumbler

Blog

Mt. Apoi

Apoichan, Kanrankun

Sticker, handkerchief, mug, dish
sponge, emoticon

Homepage, Blog, Facebook,
Instagram

Unzen
Volcanic Area

Geokun

Magnet, notebook, kite, doll mask,
3D model

Homepage, Blog, Facebook,
twitter

Muroto

Dr. Magari, Kira, Dan, Kanzashi

Brochure

Homepage, Blog, Instagram,
Youtube

Aso

Akaushikun, Kiyorasuki,
Ogutan, Ubuchan, Kazemaru,
Kanabachan, Berrychan

-

Facebook, Instagram, Twitter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Trilobites)

Cookie, hat

Homepage, Instagram, Youtube

Malaysia

Langkawi

Obit

Doll mask, doll, web content

Homepage, Facebook, Instagram

China

Hong Kong

Geofolk

Doll, web content

Homepage, Instagram, Twitter

Spain

Villuercas Ibores Jara

Geopaca

소개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 스페
인 Villuercas Ibores Jara Geopark는 소와 닮은 캐릭
터 ‘Geopaca’를 통해 지질공원의 명소를 소개하고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있
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교육자료에 ‘Geopaca’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토의 및 결론
지질공원 캐릭터 현황 분석
44개국 161곳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운데 지
질공원 캐릭터를 보유한 곳은 14곳으로 전체의 10%
에 못 미친다. 이는 인터넷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해
지질공원 캐릭터 집계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
하더라도, 다수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분포하는
유럽과 중국보다는 일본과 한국에서 지질공원 캐릭터
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일본은 9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운데 6곳, 한
국은 4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모두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지질공원 캐릭터 개발
비중은 매우 높다. 하지만 지질공원을 대표하는 캐릭
터의 상품·홍보 측면의 활용도는 일본 지질공원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서 일본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캐릭터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Aso Geopark

Doll mask, doll, web content(notice,
Homepage, Facebook, Instagram
education)

를 제외한 5개의 지질공원은 캐릭터 관련 상품을 생
산하고 홈페이지 외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캐릭터를 활
용해 지질공원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Table 3). 지
질공원 캐릭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일본
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 지질공원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는 개별 지질공원의 캐릭터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캐릭터별 서사를 제공하는
등 캐릭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충분한 캐릭터 정보를 전달한다(Japanese Geoparks
Network, 2021). 이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지질공원은 개발된 캐릭터의 간략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캐릭터의 이미지를 홈
페이지나 SNS 게시물, 상품 등에 부착되는 이미지로
단순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 지질공원에서 캐릭터
를 활용하는 지질공원 운영 조직의 소극적인 태도는
온라인상에 검색되는 지질공원 캐릭터 관련 게시물의
적은 조회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지질공원 캐릭터의 개발과 활용도에서 극
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별 캐릭터 산업 또
는 콘텐츠산업 동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
장 많은 지질공원 캐릭터를 가지고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로 큰 캐릭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Kim, 20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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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park characters of the UNESCO Global Geoparks. (a) Geomaru and Nuna of the Itoigawa UGGp(Itoigawa Geopark,
2021). (b) Apoichan and Kanrankun of the Mt. Apoi UGGp(Mountain Apoi Geopark, 2021). (c) Dr. Magari, Kira, Kanzashi and
Dan of the Muroto UGGp(Muroto Geopark, 2021). (d) Akaushikun, Kiyorasuki, Ogutan, Ubuchan, Kazearu, Kanabachan and
Berrychan of the Aso UGGp(Aso Geopark, 2021). (e) Gensan, Kojiroh, Gandhi, Mimi, Iwamin, Koppechan and Geon of the
San’in Kaigan UGGp(San’in Kaigan Geopark, 2021). (f) Geokun of the Unzen Volcanic Area UGGp(Unzen Volcanic Area
Geopark, 2021). (g) Geofolk of the Hong Kong UGGp(Hong Kong Geopark, 2021). (h) Obit of the Langkawi UGGp(Langkawi Geopark, 2021). (i) A character of the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UGGp(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Geopark,
2021). (j) Geopaca of the Villuercas Ibores Jara UGGp(Villuercas Ibores Jara Geoaprk, 2021).

본이 캐릭터 선진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
이 있지만, 크게 자연스러운 만화 수용, 귀엽고 천진
한 이미지 선호, 의인화에 익숙한 문화적 요인과 캐
릭터 상품 소비에 적합한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Oh, 2010). 특히 일본에서는 만화·애니메이
션 캐릭터만큼 지역 캐릭터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또한 매우 높다. 지역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캐릭터
를 ‘유루캬라(ゆるキャラ, 한가롭고 느긋한 이미지의
캐릭터)’라 분류하며 지역 정보 제공, 지역 기업·단체

연계 이벤트, 관광홍보 활동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
다. 유루캬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1년부터 2020
년까지는 이 지역 캐릭터들의 인기를 겨루는 축제인
유루캬라 그랑프리가 개최되었으며, 우승한 캐릭터는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된
다. 일본의 지역 캐릭터는 1천여 개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일본 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전국 캐릭터 조사에서 구마모토현의 지역 캐
릭터인 ‘구마몬(くまモン, Kumamon)’이 1위, 치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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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of successful public characters. (a, b, and c) ‘Kumamon’ of Kumamoto Prefecture, Japan (from Kumamon
Official Twitter @55_kumamon) and (d, e and f) ‘Goyanggoyangi’ of Goyang City, Korea (from Goyanggoyangi Official Facebook).

후나바시시의 ‘후낫시(ふなっし一, Funassyi)’가 10위
를 차지하며 공공 캐릭터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 구
마몬이나 후낫시처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품화
까지 활용되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빛을 보지 못
하고 사라지는 캐릭터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도 일
본에서는 지역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캐
릭터가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인기 캐릭터를 지역
콘텐츠에 도입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
고 있다(Kim, 2020a).
우리나라 지질공원 캐릭터의 전망
현재 우리나라 지질공원은 예산을 투입해 캐릭터를
개발했으나 이 캐릭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전략이 없는 상태로 캐릭터를 버려두거나, 사용한
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미지를 소비해 온라인상의 게
시물에 포함하거나 기념품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그
렇지만 여전히 지질공원 캐릭터는 지질공원의 상징으
로서, 그리고 대중에게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대상으
로서 상품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성을 지닌 소재
이다. 캐릭터가 지닌 OSMU (One Source Multi Use)
의 가치가 높고 캐릭터를 통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
및 경제적 효과는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
다(Kim, 2020b). 성공한 캐릭터를 모티브로 상품 생
산이 가능하며 적절한 상품의 개발과 재생산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캐릭터는 상품
을 통한 수익 이외에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캐릭터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정서적으
로 친숙한 대상일 때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 주목해
야 한다. 지질공원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지질공원 캐릭터의 특성은 물론 다른
분야의 캐릭터 성공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공공 캐릭터로 큰 성공을 거둔 일본 구
마모토현의 ‘구마몬’이나 우리나라 고양시의 ‘고양고
양이’의 성공 요인으로 단순하면서 매력적인 외형을
꼽는다. 캐릭터의 이미지는 캐릭터의 성공과 직결되
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예쁘고 귀여워서 ‘구
마몬’과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소위 성공한 캐릭터
로 불리게 된 것은 아니다. 캐릭터에 대한 지역주민
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 다양한 이력이 캐릭터 성장의 바탕
이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Kim, 2015). 왜냐하면,
지질공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질공원을 통한 단
순한 지역 경제발전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공원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기 때문
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캐릭터의 생존을 위해 캐릭터 개
발만큼이나 캐릭터 관리에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
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마몬’은 구마모토현청
의 담당부서에서 브랜드를 직접 관리하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에도 브랜드 가치, 지역과의 관련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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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고, 고양시에 ‘고양고양이’를 담당하는 SNS 홍보팀
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지역을 홍보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Kim, 2015).
현재 우리나라 캐릭터 시장은 콘텐츠 홍수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캐릭터의 주도
적인 소비 계층 역시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
대로 확대되는 추세이다(Kim, 2020c). 개발된 지질공
원 캐릭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릭
터의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캐릭터
시장의 소비 경향 분석에 근거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
반 대중에게 사랑받는 지질공원 캐릭터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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