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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속 인 성장세인 국내 키즈산업의 새로운 트 드로 자리매김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황과 

미래의 지향 을 조명해보면서, ‘키자니아(KidZania)’, ‘푸이 뒤 포우(Puy du Fou)’, ‘디즈니 씨(Disney 

Sea)’, ‘산리오 퓨로랜드(Sanrio Puroland)’와 같은 외국 테마 크의 공연성의 극 화 사례를 통해, 국내의 

공연 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가능성을 제시해보려 한다. 도심형 테마 크로 건립되고 있는 애

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람객들의 재방문율이 상당히 요하다. 캐릭터를 활용한 수  높은 공연이 

크의 람객과의 긴 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람객의 테마 크에 한 친 도가 높아지면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이며, 한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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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limit of domestic animation character theme parks as a 

new trend of Kids industry so that diagnose the future of performing arts specialized animation 

character theme parks through the examples of foreign ones such as <KidZania>, <Puy Du 

Fou>, <Disney Sea>, and <Sanrio Puroland>. Revisiting ratio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domestic animation character theme parks which are being built in downtown. Close 

interaction with visitors will be possible through great quality character shows. Top quality 

shows could make this possible so that visitors could be more familiar with the park and the 

revisiting ratio must be raised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eme park and others w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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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국내 키즈산업(Kids Industry)의 속한 성장세와 최

근 어린이들의 주 5일제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

이 맞물려서 주말 여가 인구의 새로운 키즈산업 콘텐츠

에 한 욕구가 높아지게 으며, 이에 부응하기 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도심형 테마 크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일환으로, 온라인  디지털 매체

에서 먼  개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오 라인의 

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테마 크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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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규모 테마

크와는 달리 도심의 근거리에 치한 소규모의 실내 

테마 크를 지향하면서 주로 유아와 등학교 학년 

어린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기반을 둔 이들 캐릭터의 스토

리텔링(storytelling)[1]이 해당 테마 크 내에서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 정 인 평가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반 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인기에 힙 입어 치 한 비 없이 테마 크가 

졸속으로 오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실이다. 

포 인 문화콘텐츠 산업인 테마 크에서 가장 기

본이 되며 요한 것은, 그 테마 크에 특화된 이야기

를 개발하는 스토리텔링이다. 테마 크는 독창 인 특

정한 테마를 스토리텔링하여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상을 벗어난 타지의 공간이며, 이 특별한 공간이 

주는 이미지를 가장 이상 으로 달할 수 있는 매개체

는 바로 캐릭터이다. 즉, 테마 크와 캐릭터는 불가분의 

계를 갖고 있으며, 캐릭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테마

크에서 그 정체성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캐릭

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테마 크와 탄탄하게 융합되

어 있지 못하고 캐릭터는 테마 크의 객몰이를 해 

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반 으로 테마 크와 유

기 으로 통합된 사례가 없다. 연달아 오 한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들이 비슷비슷한 콘텐츠와 

시설로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키즈산업의 요한 트 드를 형성해가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황을 분석

하여 향후 람객의 재방문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해보려고 한다. 이를 해 외국의 공연 문 애니메이

션 캐릭터 테마 크의 사례를 고찰해보고 국내에서 실

 가능한 미래 지향 인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기존의 캐릭터  테마 크에 한 연구는, 주로 테

마 크의 활성화를 한 캐릭터의 활용 략과 그 사례

연구에 집 되어 있다. 이러한 논문이나 서들은 테마

크의 성공 략의 요소를 캐릭터로 규정하고 캐릭터

와 테마 크 상호간의 스토리텔링 방법의 다양한 사례

들을 분석하 다. 

김 (2009)은 캐릭터가 체 테마 크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한 연구를 통해 캐릭터

가 테마 크를 표하는 존재로 규정하 고[2], 신재령

(2003)은 테마 크의 환경연출에 필요한 요 요소로 

캐릭터를 분석하 으며[3], 이경선(1999)은 테마 크의 

효과 인 캐릭터 략이 곧 테마 크의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 다[4]. 이외에도 한 (2004)은 

필자의 분석사례와 동일하게 해외사례로서 디즈니와 

산리오 퓨로랜드를 분석하 으나 롱 셀러 캐릭터 개발

에 한 연구에 주로 이 맞추어졌다[5]. 최혜실

(2008)도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에 해 여러 가지 구

체 인 사례를 제시하 지만[6], 캐릭터와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 방법으로서 ‘공연성’을 제시하고 연구한 경

우는 아직 없었다. 

이미 외국의 테마 크들은 공연물 그 자체뿐만 아니

라, 공연성을 람객과의 스토리텔링의 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곳의 캐릭터 공연은 단순히 람객들

의 지루함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치

하게 계산된 캐릭터와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 략 

하에 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미래 성공

략이 공연성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 

 <뽀로로 크> 잠실 과 디큐 시티 , <코코몽 키

즈랜드> 가든 이 , <디보 빌리지> 청계천 을 여

러 번 방문하여 람객의 반응을 체크하고 해당 테마

크의 운 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황을 악하

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디즈니 씨(Disney Sea)>, 

<산리오 퓨로랜드(Sanrio Puroland)>, < 고랜드

(Lego land)>, 랑스의 <푸이 뒤 포우(Puy Du Fou)>

를 직  방문하여 체험을 하고 장조사를 진행하 다. 

한 <키자니아 서울(KidZania Seoul)>의 술극단을 

2009년 론칭 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2010년 2월 

오 과 함께 재까지 운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객 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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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 다. <키자니아>에 한 심층 인 연구를 해

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Mexico City) 키자니아>와 

<몬트 이(Monterrey) 키자니아>, 그리고 일본 <도쿄 

키자니아>를 방문하 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간에 진행된 것은 아니며, 캐릭터

를 이용한 공연 문 테마 크와 캐릭터 공연에 한 다

년간의 지속 인 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를 들

면, 2004년에 「에버랜드 스 히스토리(Everland 

Dance History)」 공연의 연출·제작에 참여한 뒤에 테

마 크의 공연에 깊은 심을 갖게 되면서, 2006년에 

미국 올란도의 디즈니 월드(Orlando Disney World), 씨 

월드(Sea World), 유니버셜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등의 테마 크를 방문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에 한 연출 인 부분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디즈니의 해외 투어 로덕션인 <디즈니 라이

(Disney Live!>쇼 시리즈에 2008년, 2010년 연속으로 

기술감독으로 참여하여,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 경

희 학교 평화의 당에서 공연하고, 2011년 홍콩 디즈

니랜드(Hong Kong Disneyland) 국내 로모션 투어를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에 한 선진기술

을 습득하기 한 본격 인 작업을 시작하 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은 테마 크 내에

서 공연되기도 하지만, 투어용 버 으로 제작되어 테마

크 밖에서  세계 투어공연을 하며 디즈니를 알리고 

동시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

터를 활용한 문 인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는 디즈니

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투어공연은 국내의 테마 크의 

캐릭터 공연에 한 인식 환이 실히 필요함을 단

으로 보여 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애니메이션 캐릭

터 공연과 테마 크 자체의 수  높은 기술력을 경험하

면서 국내의 테마 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을 어

떻게 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는 계속 되었고, 

재 이를 <키자니아 서울>의 술극단이 담당하고 있는 

『퍼 이드』, 『디스코 라운지』, 『액  아카데미』, 

『패션 부띠끄』, 『매직 스튜디오』 등에서 미약하나

마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재연구하고 있다. 

필자의 캐릭터 공연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

의 공연성에 한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에 공연성이 

목되어야 할지에 한 구체 인 방법을 해외사례를 

심으로 모색해 보겠다. 

Ⅱ.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 

1. 출현의 배경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용될 수 있는 키

즈 산업의 핵심콘텐츠로서,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과 캐

릭터 테마 크 사업과 같은 OSMU 략을 사용하여, 

사업다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다. 애니메이션은 3D, 4D 등 다양한 제작기술의 발 으

로 인해 질 , 양 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7]. 

그림 1.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규모[8]

애니메이션에는 반드시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고, 이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의 스토리텔링으로 의 인기

를 끌 수 있는 상품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코

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Seoul Character & Licensing Fair)는 문 비즈니스

의 장으로써, 총 170여개의 국내외 캐릭터, 라이선스 

련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 의 콘텐츠 라이선싱 

시회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이 페어는 아시아 최

의 국제 콘텐츠 비즈니스 마켓 구축과 국산 캐릭터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목 으로 한다[9]. 여기에 출품되는 

부분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기 캐릭터는 OSMU의 하나의 모델로서 캐

릭터 테마 크로 그 사업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 

테마 크는 캐릭터를 통해 독특한 타지의 세계를 

완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캐릭터는 일반 으로 테마

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 테마 크는 상상할 수 없다. 캐릭터를 통해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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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엔터테인먼트 인 요소를 상품화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캐릭터는 호소력 높은 시각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친 감을 달하고, 상품화를 통해 더 큰 부가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시각  메시지를 통하여 람

객의 인간 인 정서를 함양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

을 하고 있으며, 성인들의 아날로그 인 동심으로의 회

귀 욕구를 자극한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인기를 기

반으로 한 도심형 실내테마 크 건립이 증가하게 되었

다. 표 으로, <뽀로로 크(잠실, 킨텍스, 디큐 시

티, 동탄, 주)[10]>, <코코몽 키즈랜드(가든 이 , 

발산)[11]>, <디보 빌리지(청계천, 목동, 청주)[12]>, 

<캐니멀 크( 년 하반기 오  정)[13]> 등이 그것

이다. 기존에 형 시장이나 복합 문화 공간

(multiplex) 등에서 잠깐씩 운 되던 캐릭터 체험 이

나 키즈 까페가 상 으로 큰 규모의 본격 인 상설 

실내테마 크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애니

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어느새 키즈산업의 요한 

트 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 많은 테마 크들이 속

속 오 될 정이다. 

그림 2. 뽀로로 파크

그림 3. 코코몽 키즈랜드

그림 4. 디보 빌리지

2.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부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반의 

테마 크는 재 붐을 이루고 있으나 장기 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차별화되지 않

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테마 크들이 경쟁 으로 만들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테마 크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장에서 직  만나보게 하는 놀이

터의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가 상

품 매에 큰 비 을 두고 있다. 를 들어, <뽀로로 

크>는 과학교실, 감성체험, 3D 화 을 운 하지만, 

뽀통령이라 불릴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인지

도 자체에 한 의존도가 무 높다. 뽀로로와 친구들

이라는 캐릭터들을 이용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뽀로로 크>만의 독창 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뽀로로 크> 콘텐츠 기획

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부 인 고민을 직  확인하

다. 이는 에서 상술한 여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

마 크에서도 비슷하게 목격되는 상이다. 요컨  도

심에 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재방문율

이 매우 요하나 람객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뚜렷한 콘텐츠 마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캐릭터와 테마 크 상호간

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해당 테마 크의 성격 규정이라

는 본질 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 , 홍보 등의 방법

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다양하고 독창 인 것이 주목받는  사회

에서 테마 크는 더 차별화된 특성을 가져야만 한다. 

이미 에게 인식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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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테마 크는, 캐릭터의 랜드로서의 가치를 테마

크 자체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테마 크의 성공

략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지만 캐릭터와 테마 크의 상

계에서 캐릭터의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요구된다. 

람객이 인식하기에 테마 크 자체는 캐릭터가 살고 

있는 실을 벗어난 타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테마 크의 캐릭터의 모든 활동에는 ‘공연성’이 내포

되어 있어야하며 ‘항상 객에게 보여 지는 것을 제’

로 해야 한다. 즉, 캐릭터와 테마 크만으로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 공연성을 가미한 스토

리텔링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콘텐츠가 완성될 수 있다. 결론 으로,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람객이 재방문하도록

하기 해 테마 크가 단순히 캐릭터로 치장된 놀이터

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를 테마 크의 홍보도구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람객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키즈까

페 수 에 그친다면 객을 다시 끌어들이지 못하는 한

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테마 크의 수익  큰 규모

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 상품 매출 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거꾸로 해당 캐릭터의 지속 인 발 에도 

심각한 악 향을  수 있게 된다. 

 

Ⅲ. 공연전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

1. 공연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사례
캐릭터를 잠시 논외에 두고 테마 크의 공연성에 

해 먼  논의해 보기 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

하지 않고도 공연성을 기반으로 람객과의 인터랙션

을 강화하여 높은 인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테

마 크의 사례를 분석해보겠다.

멕시코 시티에서 10 여 년 에 시작된 직업체험 테

마 크 <키자니아>는 재  세계 여러 곳에 오 되

어 있다. 멕시코에 두 곳, 칠 , 일본에 두 곳, 인도네시

아, 인도, 아랍에미 이트, 포르투갈 등에서 운  이

다[14]. <키자니아 서울>은 2010년 2월에 오 하 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국가  특성이 반 되어 있기는 하

지만, 체 으로  세계의 <키자니아>는 직업체험이

라는 동일한 컨셉 하에 운 된다. 

수십 가지의 직업을 어린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키

자니아>에는 크를 표하는 캐릭터의 존재감은 미약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키자니아>에는 여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와 비교하여 상 으로 

크를 표할 만한 캐릭터성이 떨어진다. 이곳은 우르

바노, 비타, 바체의 3개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치카와 비밥을 추가하여 5개의 캐릭터로 캐릭

터 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와 

테마 크와의 스토리텔링도 미약하고 캐릭터의 인지도

는 매우 낮은 편이다. 즉, <키자니아>에 방문하는 람

객은 캐릭터로 인해 재방문하지 않으며 테마 크 내의 

체험활동에 캐릭터가 기여하는 빈도는 매우 낮다. 

그런데 <키자니아>는 캐릭터보다는 직업체험이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공 하여 람객들에게 인기를 리

고 있다. 즉, 직업체험이라는 독특한 콘텐츠의 힘으로 

높은 재방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키자니아 서

울>의 운 기획 에 의하면, 키자니아는 연평균 약 

40%의 재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가 연출·운 하고 있는 <키자니아 서울 술극

단>의 『퍼 이드』, 『디스코 라운지』, 『액  아카

데미』, 『패션 부띠끄』, 『매직 스튜디오』와 같은 직

으로 공연을 체험하는 로그램 외에도, <키자니

아>의 모든 콘텐츠에는 공연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

아있다. 를 들어, 아이돌이 되고 싶은 어린이가 『디

스코 라운지』를 방문하여 노래와 춤을 배우고 그것으

로 공연을 만들어 부모 앞에서 보여 다. 『이마트』에

서 일 하고 싶은 어린이는 직  상품 진열, 매 등의 역

할 놀이를 통해 가상의 돈인 키조(KidZo)를 버는 경제 

체험도 한다. <키자니아>에 있는 수 십 가지의 직업체

험 은 이러한 공연성에 기반을 둔 역할놀이로 구성되

어 있다. 사, 패션모델, 소방 , 은행원, 방송PD, 쇼 호

스트 등의 다양한 직업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짧

은 역할체험 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자니아>에는 

형 쇼는 없으나, 어린이들이 역할놀이를 직  체험해본

다는 컨셉으로 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이

러한 로그램은 분기별로 다양한 퍼토리로 업데이트 

되면서 재방문 람객이 쉽게 질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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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키자니아>와 같은 테마 크의 새로운 모델

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면에 내세우는 단순한 략

으로 한계에 부딪힌 국내의 테마 크들에게, 캐릭터의 

지원이 부족하지만 공연성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강화

한 정반 의 사례를 제시한다. <뽀로로 크>, <코코

몽 키즈랜드>, <디보 빌리지>와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

터 테마 크는 아직 <키자니아>와 같은, 람객이 공

연성에 기반을 두고 테마 크와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의 캐릭터들은 놀이터의 

데코 이션  시물 자체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키자니아>의 사례에서 공연성의 극 화

를 통해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을 이루어내는 공연

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키자니아>에서는 람객 자체가 테마 크

의 캐릭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키자니아 서울 연기학교 체험 공연

그림 6. 키자니아 서울 소방관 체험 역할놀이

다양한 공연물 그 자체가 킬러 콘텐츠인 테마 크로

서 랑스의 <푸이 뒤 포우>가 있다[15]. 이 테마 크

는 형 공연물로 직 으로 객과 소통한다. 이곳에

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 이 테

마 크는 『개선의 신호(Triumph’s Sign)』, 『바이킹

(Viking)』, 『창기병의 비 (The Secret of the Lanc

e)』, 『리셸리우의 총병(Richelieu’s Musketeer)』, 

『씨네씬(Cine Scene)』, 『불의 오르간(The Organs 

of Fire)』 등의 장 한 스 일의 야외 공연물을 선보인

다. 그리고 각 공연에 등장하는 배우들, 동물들과 퍼

토리 자체가 테마 크의 캐릭터가 된다. 이를 통해 

람객을 특정한 시 로 타임머신을 타고 놀러온 듯한 착

각에 빠지게 하는 효과 인 스토리텔링을 구축하 다. 

를 들면, 『개선의 신호』 공연에서는 로마시 의 원

형 경기장의 차 추격 장면, 검투사들의 결투 장면, 사

자와의 결투 장면 등의 화 『벤허(Benhur)』에서 본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앞에서 펼쳐진다. <푸이 뒤 포

우>는 가장 직 으로 공연을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

에 용한 사례라 하겠다.

그림 7. 푸이 뒤 포우의 『개선의 신호』 공연

그림 8.『개선의 신호』공연장 외관

람객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본 친숙한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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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직  만나 만지고 보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공연이다. 공연의 본질은 장성이기 때문이

다.  

형 어트랙션은 기 투자비용이 상당하고 규모

의 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과 가까운 근거리 

테마 크에서 갖추기 힘든 시설이다. 도심형 애니메이

션 캐릭터 테마 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리티 높은 캐릭터 공연으로 그

러한 고민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재 람 

할 수 있는 퍼토리를 구성하여 독성 있는 로그램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의 공연전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
지 까지 공연을 통하여 효과 인 스토리텔링을 구

축한 <키자니아>와 <푸이 뒤 포우>의 사례를 통해, 국

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공연성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임을 확인하 다. 

이제부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공연성을 강화하여 

독창 인 스토리텔링을 구축해가고 있는 외국의 테마

크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개발한 수천종의 캐릭

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왕국이다. 애니메이션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디즈니의 캐릭터는 스토리성이 강하고 

활용 범 가 넓어 OSMU에 합하여 디즈니는 토탈 마

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캐릭터 비즈니스를 펼치

고 있다[16]. 디즈니는 캐릭터의 개성과 사실  표  그

리고 높은 완성도를 해 제작 기 단계부터 심 을 

기울여 제작한다. “특정 개성이 없는 캐릭터는 존재한

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

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의 생명력을 강조했다[17]. 뿐만 

아니라 디즈니는 시 의 변화에 발 빠르게 처하며 지

속 인 변신을 거듭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구피, 도날드 덕 등의 표 인 디즈니 애

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활용한 수  높은 공연을 선보이

며 수 십 년간 테마 크 업계에서 독보 인 치를 지

켜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디즈니는  

어떠한 상업 뮤지컬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 인 리티

가 높은 캐릭터 공연을 선보인다. 람객은 이미 알고 

있는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인한 친숙도의 증가로 그 공

연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수  높은 공연물에 더

욱 감동을 받는다. 필자가 방문했던 디즈니 리조트 

에서도 가장 높은 공연성을 갖고 있는 곳은 <디즈니 

씨>이다. 

<디즈니 씨>는 최고의 해양 리조트를 목표로 바다를 

주제로 건설되었다. 이곳에서는 『인어공주 (Mermaid 

Show)』, 『아라비안나이트(Arabian Night)』, 『 로

드웨이 빅밴드(Broadway Big Band)』, 『식탁이 기다

려(A Table is Waiting)』 등의 극장 쇼와, 『미시카의 

설(The Legend of Mythica)』, 『팬터즈믹

(Fantasmic)』과 같은 형 야외공연이 매일 공연된다

[18]. 표 인 로, <디즈니 씨>의 『 로드웨이 빅

밴드』공연은 크 안의 정교하게 재 된 1930년  미

국 로드웨이의 극장에서 펼쳐진다. 표 인 디즈니 

캐릭터들은 서, 밴드, 가수와 함께 등장하여 공연을 

하며 공연의 람 상은 어린이를 포함한  연령을 

타겟으로 한다. 모든 연주와 노래가 라이 로 진행되며, 

서와 가수의 공연 수 은 매우 높다. 국내 최고 수

의 테마 크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 이며 성인 상

의 뮤지컬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완성도 높은 공연에 디즈니의 캐릭터가 자연스  융합

되어있다. 이 공연을 보기 해 수많은 람객들이 

을 서서 기다리며 입석으로는 람할 수 없도록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다른 공연들도 3D 라잉(flying), 

4D 상,  자동 로  캐릭터 등의 첨단기술과 아크로

바틱, 서커스 등의 고난도 공연기술을 선보이며 람객

의 시선을 뗄 수 없게 한다. 하루의 방문으로 이 공연들

과 어트랙션을 모두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람객은 환상과 꿈을 안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들이 타지를 선사하는 이곳을 즐겁게 재방문 하게 된

다.

이 게 구체 이며 수  높은 디즈니의 캐릭터와 테

마 크의 스토리텔링 략이 지 의 디즈니를 만들었

으며, 테마 크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

인 치에 서게 한 것이다. 물론 디즈니의 역사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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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들이 쉽게 벤치

마킹하고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림 8. <디즈니 씨>의 『빅밴드비트』 공연

그림 9. 『빅밴드비트』 공연

다른 해외사례로 헬로 키티 캐릭터로 표되는 <산

리오 퓨로랜드>를 꼽을 수 있다. <산리오 퓨로랜드>는 

일본 도쿄도 다마시에 있는 천후형 실내 테마 크로 

1990년 오 했다. 인기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주요 테마

로 한 캐릭터 테마 크로서 ‘퓨로’라는 명칭은 피에로와 

퓨어(pure)를 합성한 조어라고 한다. 헬로키티 등이  

세계 인 인기를 얻고 있어 최근에는 일본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객이 이곳을 찾는다[19]. 

<산리오 퓨로랜드>는 캐릭터가 일차원 인 상품화

에 머무르지 않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감성체험 시

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견하고, 캐릭터와 엔터테

인먼트를 연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2차원이던 평

면의 캐릭터를 3차원의 입체인형으로 업그 이드하여 

뮤지컬, 라이  쇼 등의 분야에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산리오 퓨로랜드> 내부의 여러 개의 극

장은 수  높은 무 시설을 갖추고 있고, 형 캐릭터 

공연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리티 높은 공연  퍼

이드를 람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즉, 이곳의 캐릭터들

은 람객과 사진 고 시되어 있는 소극 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라이  쇼와 뮤지컬 공연으로 객을 직  

만나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수  높은 퍼토리를 

람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산리오 퓨로랜드>에는 『헬로키티와 오즈의 마법

나라』, 『클럽 키티』, 『마이멜로디의 별과 꽃의 

설』, 『빌리  퍼 이드』 등의 캐릭터 공연이 펼쳐지

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디즈니의 공연보다 규모는 작

으나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일본 특유의 테마 크 

공연을 선보인다. 를 들면, 『헬로키티와 오즈의 마법

나라』 공연은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에 헬로키티 캐릭

터를 삽입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부분의 람

객이 아는 이야기에 친숙한 헬로키티 캐릭터를 삽입한 

헬로키티의 어드벤처극이다.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이 

공연에도 수  높은 안무, 의상, 소품, 무 기술이 사용

되어, 결코 어린이만을 상으로 하지 않는 리티 높

은 캐릭터 공연을 완성해낸다. 

<산리오 퓨로랜드>는 막 한 자 력과 최첨단 기술

을 앞세운 디즈니의 사례보다는 좀 더 국내의 상황에 

손쉽게 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실

내의 소규모 테마 크를 지향하는 애니메이션 캐릭

터 테마 크와도 여러 시설  운 의 조건이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형 테마 크

에서도 <산리오 퓨로랜드>의 공연과 같은 수 의 캐릭

터 공연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나 기술의 문

제도 존재하지만 캐릭터 공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선진국 테마 크의 그것과는 수 의 차이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당히 인형 탈을 쓰고 어린이 상으로 춤

추고 노래하는 것을 캐릭터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내의 가족 뮤지컬 공연의 제작 풍토나 테마 크의 캐

릭터 공연의 트 드가 그것을 변하고 있다. 앞서 언

했던 디즈니의 캐릭터 리에 한 엄격한 기 을 상

기하여 국내의 캐릭터 공연 제작에도 그 로 용하여

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 했던, <디즈니 라이  쇼> 

투어 공연의 경우를 보면, 각 캐릭터의 특성에 맞는 정

형화된 안무 동작의 매뉴얼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캐

릭터들의 의상 세탁, 소품 세탁, 심지어 캐릭터 탈의 수

리 매뉴얼까지 보유하고 그 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투어를 같이 다니는 안무가가 매일 공연을 모니

터링하여 배우들에게 사소한 캐릭터 연기 하나하나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9154

지 피드백하며 공연의 리티를 최상으로 만들려는 노

력을 지속한다. 그러한 캐릭터 공연에 한 투자와 노

력을 <산리오 퓨로랜드>의 캐릭터 공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산리오 퓨로랜드>가 규모의 측면에서 국

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에 가장 합한 모델

이라고 단되며, 이러한 수  높은 공연 문 애니메이

션 테마 크를 만들기 해서는 캐릭터 공연을 바라보

는 테마 크 계자들의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그림 10. <산리오 퓨로랜드> 퍼레이드 공연

그림 11. 『헬로키티와 오즈의 마법나라』 공연

 

Ⅳ. 결론

신규 캐릭터를 만들고 에게 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에서 살펴본 국내의 

경우에, 이미 만들어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직  테마 크 사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외국

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와 달리 국내의 애니메

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캐릭터와 테마 크 간의 스토

리텔링의 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로, 그 스토리텔링은 공연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람객

의 테마 크에 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재방문

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티 로 하는 테마 크는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곧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상된다. 이

러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해서, 에서 언 한 

로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키자니아>, 

<푸이 뒤 포우>, <디즈니 씨>, <퓨로랜드>의 공연성

을 벤치마킹하여 미래의 공연 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객의 직

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체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 객의 실시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성 콘텐츠로 발 할 수 있으며, 장르 간 통

합으로 시 지를 일으킬 수 있는 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객을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

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으로 공연

을 통해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효과를 동시에 얻는 에듀

테인먼트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올해 말 오  정인 캐니멀 크의 캐릭터인 

‘캐니멀(Canimal)’을 내년 에 캐릭터 뮤지컬로 제작·

연출하기 해 리 로덕션(Pre-Production)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공연화를 통해 애

니메이션 캐릭터 쇼를 먼  제작하고, 거꾸로 이 쇼를 

캐니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에 용해 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 스

토리텔링의 국내 사례가 연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다. 앞서 서론에 언 했던, <디즈니 라이  쇼>처럼 캐

릭터 공연이 테마 크를 벗어나 제작되고 투어를 통해 

공연된 후에 거꾸로 테마 크 안에서 공연될 수 있는, 

국내의 첫 모델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

테마 크는 일반 공연장에서 실 하기에 쉽지 않은 

퍼포머(performer)와 객과의 상호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에 공연을 통해 캐릭터와 

객과의 친 도는 더욱 높아진다. 크에 놀러온 람객

은 공연장의 객보다는 이미 심리 으로 상당부분 무

장해제 되어 즐길 비가 되어 있다. 조속히 국내의 애

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에서도 외국의 사례와 같은 

수  높은 캐릭터 공연이 제작되어, 공연성이 테마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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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토리텔링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디즈니 씨>, <산리오 퓨로랜드>와 같은 외국

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경우, 공연성을 심

으로 캐릭터와 테마 크의 스토리텔링을 독창 으로 

구성하여 다른 테마 크와의 차별화를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국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에서 

언 한 해외의 유수 테마 크를 따라갈 만한 공연 기술

력과 콘텐츠 제작능력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부분 어트랙션과 같은 놀이기구와 시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테마 크 종사자들이 일차 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디즈니 씨>와 <산리오 퓨로랜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에

서는 캐릭터 기반의 공연상품이 나와야 하고, 그 공연

은 테마 크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통

해 공연 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는 람객들

에게 상당히 매력 인 타지를 제시해  수 있을 것이

다. 결론 으로 미래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 크의 

성공 략은 ‘공연성’에 기반을 둔 공연 문 테마 크를 

지향하는 것임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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