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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1세기 들어 교육환경의 격한 변화로 각 학들은 새로운 학이미지 구축 즉, 이미지 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아이템의 하나인 캐릭터는 내부 으로 구성원의 단합과 학의 자 심과 통성

을 고취함과 동시에 외 홍보의 수단으로도 연계되어 학의 이미지 제고를 한 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기에 각 학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효과 으로 나타내기 한 캐릭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학의 캐릭터들의 개발 황을 조사하고 학의 외 이미지 마 의 요성에 비추

어볼 때 학의 이미지를 효과 으로 반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학의 결속  화합과 학 아이덴티티

(identity)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학교 상징물과의 연 성 그리고 그 개발과 활용을 분석

하고자 한다. 친근하고 차별화된 캐릭터는 그 시각  홍보효과와 함께 학 이미지를 특성 있게 알림으로

써 학 이미지 제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캐릭터∣아이덴티티∣이미지∣

Abstract

With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rapid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education makes 

the universities eager to develop a new image of themselves (i.e. image marketing). Character, one 

of the image marketing items, plays an important role for improving the image of universities by 

connecting the inner members more firmly, preserving the tradition of the university and being 

used as an advertising instrument. Considering these important roles, universities are focusing on 

designing character in order to express their identity and image efficiently. 

In this study, I surveyed the characters of universities and examined that these characters are 

reflecting the image of their universities, working on unity and harmony of the members an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each university properly. At the same time, I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s and symbols of universities. I expect that familiar and identified characters can 

be an essential element in improving the image of universities by giving visual advertising effects 

and informing the image of universities distin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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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학 입학정원이 수능 응시생을 과하는 ‘ 자생존

의 시 ’가 도래하면서 학들은 학생유치를 한 홍보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과 학 구

조조정으로 학생유치 경쟁이 심화 되면서 극 인 ‘학

교 알리기’의 필요성이 커졌기에 학들은 외홍보에 

차별화된 캐릭터 개발과 활용에 극 이다. 학 진학

희망자 비 학 입학정원의 비율이 91%로 떨어지는 

2003년부터 이러한 수요, 공 의 불균형은 한마디로 학

생 선발의 시 에서 학생 유치의 시 로의 변화를 의미

한다. 제품의 수요, 공 이 균형을 잃었던 시 에서부터 

마 이 발 해 왔다는 에서 국내 학들도 차별화

된 이미지 마 의 일환으로 캐릭터 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캐릭터는 학 알리기의 역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목 이며, 따라서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학 

수요자의 높이에 맞춘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

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학 이미지 마  시 를 맞이

하여 학의 이미지 향상과 특성화/ 차별화를 알리는 

방법으로 개발된 국내 학들의 캐릭터들과 상징물 그

리고 상징동물과 캐릭터와의 연 성 황을 조사/ 분석

하고 이를 확고한 학 아이덴티티(Identity)로 존립시

키기 한 학 캐릭터의 제작/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캐릭터의 일반  개념을 정립하고 학 아

이덴티티 확립과 홍보의 매로서 캐릭터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1. 캐릭터 련 문헌  논문 조사를 통하여 

캐릭터의 일반  개념을 정립하고, 2. 학 문화의 활성

화의 요한 요소가 될 국내 학들의 캐릭터 도입 

황을 인터넷  인쇄, 매체를 통하여 황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3.조사된 캐릭터들의 소재와 형태 그

리고 상징물과의 연 성과 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 학 이미지를 효율 으로 표 해내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각 학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한 캐릭터 개발의 장기 인 랜과 통

합 이미지 마 으로 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일반 에게 까지 

친근함으로 다가가 학 문화의 발 과 차별화에 기여

하는 캐릭터 개발/ 계획/ 활용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캐릭터의 개념

1. 캐릭터의 정의
캐릭터(Character)란 목 을 가지고 사람, 동물, 식물, 

물건 등의 개성과 특징을 형상화하여 인성을 갖는 개체

로 생명력을 불어 넣은 것을 말한다[1]. 디자인에서 캐

릭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성격을 강하게 지닌 시

각 물을 뜻한다. 이것은 독립 으로 존재하거나 어떤 

다른 상기업이나 단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행사 

등을 상징하기 하여 창조된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캐릭터는 일반 으로 어떤 상물의 보편

 속성에 강한 개성을 불어 넣어 특징 인 속성을 지

닌 새로운 개체로 표 된 것을 말한다[3]. 

2. 캐릭터의 구성요소와 구분
캐릭터의 구성요소는 크게 시각  요소인 조형 인 

부분과 기능 인 부분으로 나뉘며 조형  구성요소는 

다시 독창성(originality), 일 성(consistency), 다양성

(diversity), 매체 용성(applicability), 조형성

(mode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캐릭터의 기능

인 구성요소를 세분하면 상징성(symbolization), 친

근성(familiarity), 보편성(generality, popular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캐릭터는 목 과 기능, 활용 범  등에 따라 다양성

을 가지고 분류되며, 크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매체 

캐릭터’로 나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스토리

가 있는 만화, 화, 게임 등에서 주 캐릭터의 역할을 하

며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따라 캐릭터 상품 매 등을 

목 으로 한다. ‘매체 캐릭터’는 CI(Corporate Identity)

와 B I(Brand Identity)를 바탕으로 기업 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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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품 고 등에 쓰이며 기업과 제품의 차별화 그

리고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을 한다[5].

3. 대학 캐릭터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학 경 에 마 이 도입되어 효과 인 홍보

를 하고자 하는 학이 늘어나고 있다. 학 간의 경쟁

이 심화되면서 학 홍보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상이 바로 학의 이미지에 한 심이 증 했

다는 것이다. 근래 많은 학들이 학 간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해 학 심벌을 수정하거나 아  미

래지향 인 새로운 이미지를 해 바꾸는 경우가 많아

졌으며 학교 행사나 각종 로모션을 해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 훌륭한 학 캐릭터는 안으로는 학 구성원들의 

의식 개 이나 주체성 확립  의식의 통합화를 도모하

고, 밖으로는 입학 비학생이나 이해자 집단에게 그 

학의 개성이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 목 이 

있다[7].

Ⅲ. 국내 대학의 캐릭터의 조형 분석

네이버(www.naver.com)와 한국 학교육 의회

(http://www.kcue.or.kr/) 를 통해 국 4년 제 학  

캐릭터와 상징물 그리고 조형물의 그림과 설명을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45개 

학을 선정하여 본 논문의 자료범 로 한정 하 다. 

학의 상징물이라 하면,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소개>

학교상징물에 교명, 교훈, 교표, 구호, 교시 (School 

Moto), 교화 (School Flower), 교목 (School Tree), 교

가 (School Song), UI (School UI), 캐릭터 (School 

Character) 등으로 상징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에

서 조형물로 세워지기도 하는 상징동물은 표상, 교상, 

교수(校獸)라고도 불리우며,  심볼 마크와 함께  학교의 

상징이자 구심체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많은 학에서 

권 이고 엄숙한 분 기를 탈피한 인 ‘캐릭터’

(혹은 마스코트)로 개발하고 있다. 한 학 캐릭터들

은 상징물 특히 상징동물을 의인화하여 개발하여 각 

학의 이념과 교육정신 그리고 이미지를 달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45개 학의 캐릭터들을 그 소재  형

태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동물형(33개 학), 인

간형(8개 학), 문자형(4개 학)으로 분류 하 다.

 

형태 소재 용 학 학 수

동물형

새 형
금오공대, 백석대, 부산대, 상주대, 
서강대, 연세대, 우송대, 조선대 - 8개 
대학

33개 대학
(73%)

말 형 광운대, 남서울대, 신라대, 영동대, 
중부대, 한국체육대 - 6개 대학

곰 형 강원대, 경일대, 단국대, 상지대 - 4개 
대학

소 형 건국대, 대진대, l충북대, 홍익대 - 
4개 대학

용 형 용인대, 전남대, 한국기술 교육대 - 
3개 대학

기타
동물형

강남대, 강릉대, 경기대, 국민대, 
동국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 8개 
대학

인간형 건양대, 목원대, 목포대, 선문대, 숙명여대, 
한국폴리텍대, 한림대, 한성대

8개 대학
(18%)

문자형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성균관대, 인하대 4개 대학
(9%)

45개 대학

표 1. 대학 캐릭터 소재 및 형태별 분석 

  

 동물형을 새 형, 말 형, 곰 형, 소 형, 용 형, 기타 

동물형 이 게 6가지로 구분하 고, 각 구분별로 그 캐

릭터의 원형이 되는 상징물을 밝  상징동물(조형물의 

유무), 심볼 마크, 교명으로 구분하 다.  

1. 동물형 캐릭터
1.1 새 형 캐릭터
조사 학(45개 학)  캐릭터로 가장 많이 선호하

는 형태는 동물 형 (33개 학: 73%)이었다. 

동물 형 캐릭터 에서도 새 형 (8개 학: 24%)의 

캐릭터가 많고 새 에서도 독수리(4개 학)를 선호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를 각 학 캐릭터의 의

미에서 살펴보면,  독수리가 힘찬 비상, 기백과 야성, 역

동성으로 “도 하고 창조하는 힘찬 학”의 이미지와 

힘차고 씩씩하게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발 이며 다

이나믹하고 미래 인 이미지와 상통하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캐릭터의 원형이 되는 상징물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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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부산
(웅비의 탑: 
독수리)

조
형
물

연세
(독수리)

서강
(알바트로스)

조선
(백학: 황새)

상주
(독수리)

상징동물 + 
심볼 마크

오
공
(까마귀)

교명

백석
(독수리)

상징동물

우송
(송골매)

상징동물

8개 학

표 2. 새 형 캐릭터 
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운
(비마)

조
형
물

신라
(용마:
천마도)

동
(백마)

한국
체육
(천마)

부
(비마: 飛馬, 
Pegasus)

상징동물 
+ 

심볼 마크

남서울
(백마)

상징동물

6개 학

표 3. 말 형 캐릭터  

내 조형물화 된 학은 새 형 캐릭터 8개 학  4개 

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4개 학은 상징동물 혹

은 심볼 마크와 교명(校名)에서 캐릭터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부산  캐릭터는 교내 ‘웅비의 탑‘ 조형물의 독수리

를 형상화 했고 연세 도 학교의 표상 동물(조형물)을, 

가톨릭 수회가 설립한 서강 는 학교의 조형물 ’알

바트로스’를 모티 로 캐릭터 화하 고 조선 는 상징 

백학(白鶴)(조형물)을 캐릭터로 만들었다. 상주 도 상

징동물이자 두 마리의 독수리가 형상화한 심볼 마크에

서 나온 독수리를 캐릭터 화 하 고, 오공 는 교명 

오(金烏)에서 유래된 까마귀를 각각 캐릭터 화 하

다. 백석 는 상징동물인 독수리를 모티 로 강인하고 

자신감에 찬 이미지를 형상화하 다. 우송 는 상징동

물(매/송골매)의 특징을 은이들은 진리를 향한 집요

하고 정열 인 태도를 매의 속성에서 배우기 해 선

정하 다고 하 다.  

1.2 말 형 캐릭터
학 캐릭터로 새 형 다음으로 말 형 (6개 학) 캐

릭터가 많았고 그 에서 조형물의 상징동물에서 근원

을 두고 있는 학은 4개 학이었고, 나머지 2개 학

은 상징동물과 심볼 마크에서 캐릭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운 의 캐릭터는 ‘비마상’을 원형으로 하고 있고, 

신라 는 용마( 설에 나오는 상상의 말로 옛날 임

이나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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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다는 날개 달린 말)를 기본으로 옛 신라인의 상징 천

마의 상징을 빌어 상징물로 삼고, 천마도를 캐릭터 화

하 다, 동 의 캐릭터는 ‘백마상’을 원형으로 개발

하 고, 한국체육 의 ‘천마’ 조형물을 모티 로 한 캐

릭터이다.

부 의 상징물인 비마(飛馬)는 오 양 육 주와 

활한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 부인의 기상을 상징하

며 그 비마를 형상화한 심볼 마크와 캐릭터이다. 남서

울 의 캐릭터「홀리」는 기독교 학의 상징동물로서 

왼손에 진리의 상징인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승리를 상

징하는 "V"Sign을 나타내고 있으며 홀리라는 이름처럼 

성스러운 혼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학을 항상 승

리로 이끈다는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1.3 곰 형 캐릭터
동물형  곰 형 (4개 학)을 캐릭터로 선택한 학

은, 인간과의 친근함과 더불어 은근과 끈기 등의 이유

를 들었다.  경일 는 학 내 상징물인 ‘웅비상’과 연

계하여 캐릭터명은 ‘웅비’이며,  곰을 시각 으로 친근

감 있게 표 하 다. 곰 캐릭터를 사용하는 4개 학교  

2개 학교가 강원도에 치하여, 지리  요인도 캐릭터 

선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경일
(웅비상과 
웅비)

조
형
물

단국
(곰: 단우와 
단비)

강원
(반달곰)

상징동물

상지
(푸름이와 
맑음이)

상징동물

4개 학

표 4. 곰 형 캐릭터

1.4 소 형 캐릭터
동물형  소 형 (4개 학)을 캐릭터로 선택한 학

은 모두 황소를 선정하 고, 소는 은근과 끈기, 성실과 

인내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성실, 경건, 신념이라는 학

들의 건학정신을 상징한다. 건국 는 엠블렘 하단 좌우

에 작게 배치되어 있는 건국 학교의 상징인 황소(OX

가 아닌 Bull)를 KU건국인의 힘차고도 경쾌한 진을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 진 는 상징동물(조형물)

을 캐릭터 화 하 고, 충북 는 문 약칭 심볼 마크와 

함께 연 성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홍익 는 황소를 

교수(校獸)로 지정하고 자연친화 사상과 민족  의지를 

표 하고 있으며, 이 섭 作 '흰 소' 를 홍익  박물  

소장하고 있고 와우산(臥牛山)에 치해 있어, 캐릭터 

지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건국
(황소: 
건우와 
건희)

조형물 + 
심볼 
마크

진
(황소: 
우진이)

조
형
물

충북
(황소)

상징동물 
+ 
심볼 
마크

홍익
(황소: 
이 섭 작 
‘흰 소’, 
와우산)

상징동물

4개 학

표 5. 소 형 캐릭터 

 

1.5 용 형 캐릭터
동물형  용 형 (3개 학)을 캐릭터로 선택한 학

은, ‘비상’이라는 이미지에 세상에 꿈을 펼치기 하여 

발돋움하려는 학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 다. 남

는 상징물인 "龍"과" 鳳"을 형상화하여 ‘용비와 비’는 

‘비상’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용과 의 뒤에 ‘날 비(飛)’

자를 붙여서 용비와 비라는 이름을 지어 비상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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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황의 느낌을 주었고 공모 을 통하여 캐릭터로 선

정하 다. 용인 는 학의 상징인 청룡을 캐릭터로서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상징화하여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표 하 다. 

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남
(용과 황: 
용 탑)

조
형
물

용인
(청룡)

상징동물

한국
기술
교육
(용)

상징동물

3개 학

표 6. 용 형 캐릭터 

1.6 기타 동물 형 캐릭터
동물형  기타 동물 형 (8개 학) (거북이, 사슴, 

양, 돌고래, 코끼리, 사자, 표범, 가상 동물)을 캐릭터로 

선택한 학을 보면, 국민 는 상징인 교상(용두리)을 

모티 로 하면서 북한산과 심볼 마크의 컬러와 디자인

도 고려하여 가상 동물 캐릭터 3종을 개발하 다. 경기

는 상징물(조형물)인 거북이를 캐릭터 화하 고, 제

주 의 상징인 사슴은 제주도의 환경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강남 의 마스코트 ‘양’은 어질고 선량함, 평

화, 화목, 용, 서로 돕고 양보하는 미덕, 여유와 멋스

러움, 그러움, 아름다움, 연함, 순박함 희생과 사, 

지혜, 의로움, 단결, 질서, 드높은 이상을 나타낸다. 이

웃의 어려움을 알고 이웃을 해 사하는 시민양성의 

학교 교육이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강릉 의 상

징동물로 캐릭터 의미에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고래가 참돌고래이다.... ’에서 알 수 있

듯이 지리  향과, ‘... 로벌 시 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강릉 학교의 상징물로...’에서 선정 이유를 

볼 수 있다. 동국 는 불교(부처님의 탄생 설화 가운데 

생모 마야 부인의 태몽인 흰 코끼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신령한 동물)의 상징동물 코끼리를, 인천 는 상

징동물인 사자를 단순하게 디자인하 고 북 는 상

징동물인 표범을 캐릭터 화 하 다. 

학명
(상징물)

캐릭터 원형 캐릭터

국민
(가상 동물: 
용두리)

조형물 + 
심볼 마크

경기
(거북이)

조
형
물

제주
(사슴)

강남
(양)

상징동물

강릉
(돌고래:참돌이)

상징동물

동국
(코끼리)

상징동물

인천
(사자)

상징동물

북
(표범)

상징동물

8개 학

표 7. 기타 동물 형 캐릭터

2. 인간 형 캐릭터
조사 학(45개 학)  인간 형 (8개 학: 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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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물론 동물형도 얼굴, 팔, 다리를 의인화하는 경

우가 많으나, 본 논문에서 인간형은 동물을 연상시키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학교 심볼 마크와 연 을 가진 캐릭터로, 숙명여 는 

송이를 의인화하 고, 한림 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

한 한림인의 한(翰)이 갖는 상징요소(높이 날다, 날개)

와 한림   춘천이 갖는 깨끗한 자연환경 특성(물, 산 

등)과 심볼 마크를 모티 로 하여 미래지향 인 새로운 

생명체로 형상화 한 것이다. 학교 교명과 연 을 가진 

캐릭터로, 목원 의 목이는 목원 학교의 문표가 

"Mok"의 첫 자 "M"과 건실한 목원 학교 남학생을 

상징하는 "Men"의 첫 자 "M"을 이미지화 하 다. 반

면 원이는 목원 학교의 문표기 "Won"의 첫 자 

"W"와 참신한 목원 학교 여학생을 상징하는 

"Woman"의 첫 자 "W"를 이미지화 하 다. 목포

는 목포 학의 문 첫 자를 의인화하여 창의 이고 

개성이 강하며 미래지향 인 목포 의 내. 외 인 

로모션 활용에 용 된다. 문 교명 ‘SUN MOON'에

서 나온 해와 달을  마스코트로 하는  해달이 (HAE 

DALI)의 선문 와 건양 는 캐릭터 개교 15주년(2006

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캐릭터로 남자를 상징하는 건이

와 여자를 상징하는 양이로 제작되어 있다. 건이는  신

비로운 별을 의미하는 형상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 상

징하고 양이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형상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학 캐릭터 

‘기능요정’은 21세기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모티

로 개발되었다. 한성 는 교육이념인 진리(眞理)와 

지선(至善)을 의인화 하 다.

학명
(상징)

캐릭터 원형 캐릭터

숙명
여
( 송이:
스노우)

심볼 
마크

한림
(물,산)

심볼 
마크

2개 학

표 8. 인간 형 캐릭터 - 심볼 마크의 캐릭터 화  

학명 (상징) 캐릭터

목원
(M W :목이 & 원이)

목포
(M : 로
모션 캐릭터)

선문
(해와 달: sun moon)

3개 학

표 9. 인간 형 캐릭터 - 교명의 캐릭터 화

학명
(상징)

캐릭터

건양
(별과 밝은 미래)

한국
폴리텍
(기능
요정)

한성
(진리,
지선)

3개 학

표 10. 인간 형 캐릭터 -기타 

3. 문자형 캐릭터
조사 학(45개 학)  문자 형 (4개 학: 9%) 이 

비 이 작지만, 학의 동물형/ 인물형 캐릭터 표  

주에서 벗어나 다양성이라는 면을 보여주며 최근 들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성균 의 캐릭터로고는 성균

학교의 앞 Initial Type으로  인하 는 상징 ’비룡

‘을 그 로 ’용형‘ 캐릭터 화하지 않고 그 기개세(氣蓋

世)를 추상화하여 횃불 ’캐릭터 로고‘의 형상으로 제작

되었다. 구가톨릭 는 학의 발 비 과 목표를 구

하기 한 V자형 성장 략을 의미하며 CU는 

Catholic University를 의미하고, V는 비 (Vision), 가

치(Value), 활력(Vigor), 그리고 승리(Victory)를 함축

하는 말이다. 는 사과 + 슬로건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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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려대 캠
 퍼스의 캐릭터

그림 5. 고려대 
    석조 호상

Promotion Character / 로모션 캐릭터 ‘Heart & 

Harmony‘는 두 가지 Style로 개발되었다. 혜화이념인 

민족사랑, 생명존 , 실질추구를 '사랑과 조화의 열매' 

라는 주제로 형상화한 A형과 심 한 문자로 표 한 

B형이 있다.  

학명
(상징)

캐릭터
학명
(상징)

캐릭터

성균
(캐릭터로고: 
교명)

인하
(교명+
횃불)

구가톨릭  
(문자+
인간)

( 로모션 
캐릭터)

4개 학

표 11. 문자형 캐릭터 

캐릭터의 원형 구분 용 학 수

상징동물
 (조형물○) 15개 학

28개 학 (62%)
 (조형물×)  13개 학

심볼 마크 2개 학 (4%)

상징동물
+ 심볼 마크

4개 학 (9%)

교명 4개 학 (9%)

기타 7개 학 (16%)

45개 학

표 12. 대학 캐릭터의 개발 원형 분석  

Ⅳ. 국내 대학 캐릭터의 개발 원형 분석

조사 학(45개 학) 캐릭터의 표  형태에서는 ‘동

물형’이 33개 학(73%)로 가장 많았고,  캐릭터 개발의 

원형이 되는 소재를 보면 학교 ‘상징동물’의 캐릭터화가 

28개 학(6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2] 이를 통해 많은 학들이 상징 동물을 소재로 

하여 동물형태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나머지 학들은 그 소재를 심볼 마크나 교명에서 

캐릭터 화하 고, 형태의 경우는 문자형 캐릭터이거나 

학교의 이미지와 이념을 상징화 하 다.

특히 상징동물들은 교내 조형물로 설립 기부터 상

징화 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고,(28개 학  15개 

학: 54%) 동물의 소재에 있어서도 몇 몇 동물에 제한

이었다. 독수리(4개 학), 말(6개 학), 곰(4개 학) 

소(4개 학), 용(3개 학)형의 이 5종의 동물이 동물

형 캐릭터 사용하는 33개 학  21개 학으로 64%

를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표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

이 없는 유아 , 만화  표  형식의 캐릭터 경향일색

으로 소재와 표 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캐릭터를 개발한 몇 몇 학들에서 

문자형 등 이러한 동물 캐릭터에서 벗어난 차별화 시도

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 
고 려 대 
글 로 벌 
심볼 마
크

그림 2.
고려대 
상징물

그림 3. 
고려대
학교 의
료원 심
볼 마크

그림 4. 고려대역 
        1번 출구
        석상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국내 학 캐릭터들의 원형과 소재, 표

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이덴티티의 한축으로의 

정통성 실종이다

‘안암 골 호랑이’로 불리우는 고려

는 재 공식 캐릭터가 없는 상태

이나, 심볼 마크 안의 호랑이로 고려

하면 구나 ‘캐릭터는 호랑이’로 

인식하고 있다.  ‘교장’과 ‘ 로벌 심

볼’ (개교 100년을 맞이하여 개발)의 

상징물 “호랑이를 상징동물로 삼은 

것은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 않으

나, 과거 보성 문학교의 응원단 기

에도 사용 되었고, 1933년 김성수가 

 본 건물을 지을 때도 화강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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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려대 건
물의 호랑이 부조

그림 8. 고려대 아
이스하키 팀 유니
폼의 캐릭터 활용

그림 10. 밴더빌
트 대학의  설립자 
밴더빌트 제독의 
동상 

그림 11. 밴더빌
트 대학의  캐릭
터(마스코트)가 
적용된 상품

호랑이의 머리를 조각하여 정면입

구 양편에 배치한 것을 보면, 상당

히 오래 부터 사용해 온 것이 틀

림없다. 아무튼 한민족의 신령한 

동물 토템인 `호랑이`가 지닌 용기, 

결단, 민활, 엄 등이 고려 학교 

학생들의 민족  기풍과 서로 상통

하는 이 있기 때문에 일 부터 이

게 사용해 온 것 이다“  라고 고

려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한 1963년 안암 캠퍼스 동쪽 언덕

에 석조 호상을 세웠고 그 조형물 

아래 동탁 조지훈님의 ‘호(虎)상 비

문’이 있어 그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건축된 ‘타

이거 라자’같은 캠퍼스의 건물의 명칭과 부조 물에서 

재 캠퍼스 내외부에서 ‘캐릭터’로서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질 인 상징으로서 구성원이 공감하

는 역사와 이야기가 뒷받침되면 학의 어떤 ’상징물‘보

다 강력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밴더빌트 대학의 심볼마크와 로고타입

둘째, 소재의 고유성과 표  다양성의 결여이다.

학의 캐릭터의 원형이 되는 상징물은 그 소재를 더 

다양하게 찾아야 한다. 조사 학 캐릭터  동물형이 

33개 학으로 73%를 차지하고 그 동물형 에서도 독

수리, 말, 소, 곰, 용이 21개 학 과반(64%)을 차지하는 

소재의 빈곤함을 보이고 있다. 동물을 소재로 하더라도 

그 소재의 범 를 넓 서 그 학만의 고유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 고유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은 설립자나 건물, 교명, 이념 등 

유.무형  소재에서 동물을 벗어나

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표 

13]에 있는 밴더빌트

(VANDERBILT) 학은 학의 

심볼 마크(V)와 학 부흥의 주역

인 밴더빌트 제독[그림10]을 합하

여  혹은 제독만 사용하여 네이

학명 캐릭터

Western 
Kentucky 
University 
USA 2001 (Topper)

Xavier 
University 
USA 1994

(The Musketeer)

Seton Hall 
University 
USA 1999

(The Pirate & Lady Pirate)

Idaho State 
University 
USA 1996

(Bengal)

Northern 
University 
USA 2001

(Victor E.)

Drexel 
University 
USA 1998

(The Dragon)

Vanderbilt  
University 
USA 1999

(The Commodore)

Seton Hall 
University 
USA 1999

(Kid Parrot)         (The Pirate)        
8개 학

표 13. 미국 대학 캐릭터 사례 

을 The Commodore(제독)라고 하는 

고유의 캐릭터(마스코트)를 만들어 

옷, 깃발 같은 상품이나 학의 스포

츠 (풋볼, 농구 등등) 경기 때 사용

한다[그림11].

표 에 있어서도 ‘유아 ’ 유형 일

변도에서 벗어나 독창성과 개성을 

느낄 수 있게  유행과 단기 인 분

기 쇄신용, 이벤트성이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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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폴리텍 대학 
캐릭터의 어플리케이션

그림 14. 동아방송예술대학 
캐릭터 출처: 브랜드나인 
www.brandnine.com

그림 12. 한국체육대학 캐릭터의 어플리케이션

기 인 안목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재 고려 는 

”본교는 이 에 호롱이 라

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합치가 않아서 폐기했으며, 

공식 으로는 캐릭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는 지난 호롱이 같은 경우

는 무 유아 인 캐릭터

으며, 지 이거나 좀 더 

세련된 캐릭터로 작업을 

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

다는 결론이 나서 폐기하

습니다.”라는 입장을 홍

보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무

조건 인 ‘학생들 취향의 

밝고 명랑한‘ 캐릭터가 아

니라 그 학의 이미지에 

맞고 차별화된 표 의 캐릭

터를 제안하는 고민과 노력

이 필요하다.

셋째, 근의 용이성과 

지속 인 홍보의 부재이다.

학 측에서 일방 으로 

개발하고 홍보 활동도 미

비하여 외부인은 고사하고 내부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

생들도 모르는 ‘죽은’캐릭터는 그 존재가 무의미하다. 

개발에서부터 공모방식이라든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문조사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개발 후에는 학

교 내외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조사 상 학의 캐릭터 활용은 주로 학과 구분과 교

내 행사의 안내 역할 정도로 학 홈페이지에서의 활용

도 미비한, 캐릭터 디자인 개발 규정에만 확인할 수 있

는 정도 다. 하버드 학(www.harvard.edu)은 홈페이

지에 다양한 학교 상품을 살 수 있는 ‘The Harvard 

Shop'을 운 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일반인 모두

에게 학교 홍보와 근성의 편의를,  학교 당국에는 수

익을 안겨주고 있다. 먼  학교 내부 구성원에게 친해

지고 사랑받아야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알려지고 

기억될 이미지를 확보할 것이다. 재의 여러 학의 

사례처럼 캠퍼스 내에서도 찾기 힘들고 홈페이지 상에

서도 UI 코  한 귀퉁이에서 겨우 찾을 수 있다면 ‘사랑

받는’ 캐릭터의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학 캐릭터는 

학교의 얼굴로 학교 홍보물, 기념품, 홈페이지, 스쿨버

스, 고 등에 극 으로 사용하고, 쉽게 근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학교 캐릭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고, 캐릭터 티셔츠를 소속감을 가지고 자랑스럽

게 입을 수 있어야 진정 그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

가 될 것이다. 학교 캐릭터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학 캠퍼스 어느 바닥에 그려진 학생들이 그린 귀여운 

학 캐릭터의 모습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그림16].

그림 15. 하버드대학교의 기념품 샵 
(www.harvardapparelonline.com) 

그림 16. 고려대 캠퍼스 바닥의 호랑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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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상징, 아이덴티티의 확립은 단기간에  몇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일

성을 가진 꾸 한 노력만이 진정 그 학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 단계

에 학만의 차별화 소재를 찾지 못하고 표 의 독특함

을 나타내지 못하는 캐릭터 디자인은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학 캐

릭터는 략 인 기획 단계에서 철 한 시장 조사와 차

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학의 경쟁력 확보와 학

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

게 알려지고 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 랜드’를 만든

다는 마인드로 보다 많은 심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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