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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ffect on Traditional Pattern to 

Packing Design 

- Centered on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Packing 

Recently the markets for the regional special 

products about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n Korea open the era of direct production ‘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and it reaches to 

the competition fo1' brand image because the 

quality and kinds of products become high 

quality a nd diver sity ‘ As a r esult ‘ the 

impo1'tance of packing design becomes larger 

In addition . the globa l ma 1'kets make the 

efficiency of regional special products maximize 

by finding out globalism from original national 

culture each and by developing o1'iginal design 

with nationality being highlighted of identity 

different f1'om other cultures. For this. it needs 

the deve lopment of pack ing des ign that 

symbolizes the image of traditional cultural 

inheritance in Ko1'ea and makes use of it in a 

modern style. 

This s tud y is to arrange the concept of 

t 1'aditional pattern and the possibility of visual 

development in the des ign and to ana lyse 

harmony with the packing design of agricul 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the traditional pattern 

in Korea. Also it is to present the di1'ection f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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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ty and originalit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packing design in the southern 

west e1'n sea and to solve the problems about 

design that 1'aise a value added of products and 

promote the sales in the global ma1'kets. 

And there is significant meaning in offering 

the basic data fo 1' o1'iginal and Koreanized 

packing design and the image development and 

the study that raises a value added of special 

products because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agricultural and ma1'ine p1'oducts packing design 

in the southern western sea using Korean 

traditional pattern centered on the visua l 

formative arts as the object of study 

Keyword 

Traditional Pattern ‘ Packing Design 

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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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양이 포장디자인 개발에 미치는 연구 (pp 86 - 99) 박 일 재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95년 이후 지역 곳곳 

에서는 “지방 재정 자립”이라는 이름아래 지역의 문화 

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본격 

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에 맡는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히여 효율적인 개발과 관심을 증대시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경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에 대해 지역 문화 진홍의 수단으로 CI . 축제 문화상 

품‘ 특산품 등의 활발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특 

산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농수산물 특산품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 

하고 포장디자인을 접목‘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근대화기를 거치면서 무분별하게 수용된 서구$씩의 추 

종으로 인하여 특산품의 포장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시각적 아이멘티티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포장은 내용물의 휴대‘ 저장， 보전‘ 보호한다는 기능 

적 관점으로 볼 때 용기의 일종입에는 틀림없다 그러 

나 현대의 인식으로는 포장과 용기는 다르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포장의 표면디자인(Surface design)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면디자인은 내용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른 상품과 

의 차별화를 촉진하여 보다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한 것 

이다 여기에 포장디자인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히 상품 

을 보호하거나 운반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소비자 

에게 상품 구매 충동을 일으킴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고 

판매촉진 및 기업 번영의 요소로서 더욱 그 위상이 높 

아지고있다 

오늘날 세계는 각기 고유의 민족 문화에서 세계성을 

찾고 타문화와 차별되는 정체성을 부각시킨， 국적있는 

고유 디자인의 개발로 지역 특산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지역 특산품의 핵심적 

인 상정 요소를 인식하여 우리만의 고유 양식 개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전통 

문화 유산의 이미지를 상징화시켜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포장디자인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서해남부 지역 농수산 

물 포장디자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표면디자 

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농수산 특산품인 만큼 독창적이 

고 한국적인 고유디자인 및 이미지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일류 상품화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문양의 개념 및 시각적 

개발의 가능성을 정리하고 오늘날 우리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의 현황과 전통문양 접목에 대해 분석하고 세계 

속에 우리 농수산품 포장디자인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갖는 방횡t을 제시하므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 전통문양을 활 

용한 시각적 조형성을 중점으로 서남부지역의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개발 진행하여 독창적인 

한국 고유디자인 및 일류 상품화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디자인의 연구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도 

록 하였다 



1I.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문양의 의의 

1 전통문양의 개념 및 특정 

장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양은 회화 · 건축 · 공예 

등 양식화된 형태를 하나의 질서 속에 전개하는 조형의 

단위로볼수 있다-

또한 문양은 인간의 미의식 중 가장 순수한 표현이고 

민족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므로 문양은 민 

족의 미의식의 특정과 변천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 

러한 문양이 한 나라의 전통문양으로 정착하려면 그 민 

족 특유의 미의식이나 종교 · 자연환경 · 문화적인 여건 

퉁이 반영되어 구체적인 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국 전통문양도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전래된 것이 

지만 그것이 한민족의 미적 감각에 의해 다듬어지고 우 

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재창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전통문양과 쉽게 

구분되어지는 특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렇듯 한국 전통문양은 타국의 이질적 요소들이 여 러 수 

용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의 

본질인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J)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 전통문양은 주로 좌우대칭형을 이루면서 형태와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 이러한 대칭양식은 공예품 

뿐만 아니라 문양의 장식변에도 적용되어 변화와 조화 

를 이루었다 대칭적인 구성으로 인한 단조로웅에서 탈 

피하기 위하여 대상과 용도 및 기법에 따라 문OJ:을 단 

독형에서 군형 (群形)등 다양한 형태로 양식화함으로써 

변화를주었다. 

이러한 한국 전통문양은 그 주제가 일정하지만 자연 

미를 최대한으로 살려 인공적인 선과 면을 줄이고， 장 

식성을 배제해서 자연주의 사상이 엿보인다. 그리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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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조형미를 추구하면서도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 문양의 무늬들은 자연적인 소재로부터 온 것이며 

순수 기하학적이고 우주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순박한 기원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하는 의미들 

은 곧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관념적인 의식들이 겉으로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인 장식미2)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한국 전통문양 

의 특색이다. 

1 고유십한국고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J (서울 통문관， 1953), p 8 

2 안상수 r.관광산업에 한국적 문회개넘의 새로운 적용을 위한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잭개발원 1997), P 79 

2 , 전통문양의 시각적 가능성 

한국 전통 문양의 응용은 문양에서 추출한 시각적 요 

소와 이미지가 전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적인 감 

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경쟁력이 있고 독특한 문양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문양을 응용한 상 

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농수산 특산 

품이 될 수있을것이다 

이러한 전통문양의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문양 단위별 특색과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길상 문자 문양은 수복(熹福) 강령 (康寧) ‘ 기뿔 희 

(聽)(圖1. 2) ‘ 효(孝)자 등의 주로 좋은 뜻을 가진 글자 

를 단순하게 다듬거나 그림과 같이 사용한 문양들이다 

특히 민화의 문자도 등에 나타난 이러한 문자 문양들은 

세계적으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꽃 문양〈圖3 . 4 )은 연꽃 · 매화 · 모란 · 국화 등으로 

다양하고 나무문OJ:은 생활과 관련돼 기복신앙의 요소 

로써 사용되었는데 주로 감나무 · 소나무 · 버드나무 등 

이 쓰이고， 불교적인 소재로는 보상화〈도13) ， 연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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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문양등이 응용된다 

〈圖 1 ) 〈圖 2)

a 醫藝
讓똘l .흩 

講톨 

〈圖3) 〈圖 4>

、‘-
〈圖 5) 〈圖 6)

〈圖7)

@ 

당초문양〈圖5 ‘ 6)은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세 

계적인 문양으로 여러 가지의 덩굴풀이 비꾀어 뻗어 나 

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문양에도 많이 

나타난다 

식물문양은 연꽃문양과 연판문양 보상화문양 사군 

자문양〈圖m . 소나무문양， 모란문양， 포유문양(나무와 

새들이 있는 풍경적인 것을 문양화한 것) . 당초문양(식 

물의 생태를 본떠서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화시킨 장식 

문양)등이 있다， 

식물문양은 다른 문양들에 비해 소재가 다양하고‘ 패 

턴화하기 편리하다 

〈圖 8) 〈圖 9)

구름문양〈圖8 ‘ 9)은 용이나 

g며효;;i 기린 ， 봉황 등 신령〈러운 상 

정물과 함께 쓰여 그 오묘함을 

더해주며 ‘ 인간의 염원인 장수 

를 상징하는 학， 소나무〈圖10) 

등과 함께 불로장생을 상징하 

기도한다. 
、켠툴펀ν 

〈圖 10) 호랑이 ( 1졸11 1>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귀신까지도 쫓아 

버릴 수 있는 마력적인 힘이 

있는 신격화된 동물로 여겨져 

잡귀를 쫓는 벽사용으로 사용 

되었는데 ， 오늘날에는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圖 11) 디자인되었다 



〈圖 12 )

〈圖 1 3)

도깨 비 〈圖 12>는 옛부터 

비상한 힘과 패상한 재주 

를 가져 사람을 호리기도 

하고 짖꽃은 장난이나 험 

상꽃은 짓을 많이 하는 

잡귀신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러나 실제 도깨비 

문양의 갖가지 표정은 핸 

지 모르게 친근감이 가고 

한국인의 얼굴을닮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무섭다는 느낌의 표현보 

다는 해학적이고 친근한 

도깨비로 표현하고 있다. 

기하문OJ:은 점문양， 선문양， 소용돌이 문양 팔패와 

태극문양〈圖13> . 완자문양， 번개모양 회 (며)자문양 등 

의 사각연속문양， 귀갑문양 길상문자도안문양， 창살문 

양등이 있다 

태극문양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우주만 

물 구성의 근원이 되는 본체를 뜻한다 태극 도상(圖象) 

은 양의 (兩懷)로 된 것과. 3태극.4태극 등을 볼 수 있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포장디 

자인은 「 현대문명 속에서 매우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공감을 바탕으로 창출 

되고 표현되는 것 」3)이다- 이것은 전통에 바탕을 둔 문 

화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각 민족， 사회‘ 지역‘ 국가마 

다 나름대로 차이를 보이며 그것은 보편적 특성과는 거 

리가벌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현대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깊게 생 

각해야 할 문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 자 

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와 제품이 있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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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디자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의 제품들 

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시각적 표현이나 제품에서 쉽게 

그 나라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무엇이 가장 이 

탈리아다운 디자인， 프랑스다운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 

을까? 이러한 질문에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단순히 전통문양의 조형적인 시각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4) 특히 자연환경， 역사， 전통과 밀접 

하게 관련있는 농수산물 상품들의 차별화된 포장디자인 

개발은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 경노흔 윤민회 「디자인 문화와 샘활J (서울 여|경 1999) p.8 

4 경노흔 윤민흐1. Op cit. P 23) 

ill.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전통문양 접목에 

대한분석 

1. 포장디자인의 개엽 및 현황 

포장이라 함은 물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합 

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시장(市場)하는 방법을 말한 

다 포괄적으로 포장을 정의해 본다면 ‘포장이란 건전 

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최저의 가격으로 상품을 안 

전하게 배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품의 예술 

이며， 과학이며 기술’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포장은 제품의 물리적 존재에 대해서는 보호 보존 

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기능(사용， 용이성 등)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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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기에 서해남부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천연 대해서는 그것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포장디자인 자체 

식품 소비 활성화와 지역 농민의 보호， 더 나아가 수출 로도 한층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화시킬 수 있다， 

경쟁력으로 농수산물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또한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내용물의 이미지도 표 

한국적 이미지의 포장디자인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시 현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소비 

점에 있는상황이다. 자의 기억에 축적시킬 수 있다. 

최근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기타 매장 등에서 상품의 

울러적 보호기능 

(내용물의 손상올 빙지히는 것을 주로힌 강도면) 
개방진열과 대량진열의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 

보존기능 

(산회 등에 의한 화학적 변질. 멀러|등의 짐입 앙지) 

유돌적성 

(물록 상은 냉징 냉동 적성등의 조건이| 강한 소재와 

형태) 

생산성과 코스트 

(작입성과 기계젓성이 좋고 필요없는 비용0 1 들지 않 

을것) 

안전위잉 

(식풍 위엉업등으로 정해진 재질적 기준에 적힘할 

것) 

표시성 

(움밍 내용렁 가각 원재료‘ 점가물 영앙문‘ 지l조만OH 

자， 제조년월일 심미기간 보즌빌업 초리임업 등) 

떼기물 환경오염 임지 

(혀171 공ôH기 되지 않는 제질) 

자원괴 에너지기 되는 것 

(자원의 낭비‘ 샘산에너지로 님비가 되지 잃는 재질) 

판매 딘우| 구분 

(사용히기 쉬운 앙 사용히기 쉬운 조힐등) 

점두효괴 

(네 01밍 캐7< 1카III 그래픽 디자잉， 구조 디자인 재질 

등에 의δH 접두에서 눈에 띄기 쉬울것 

생휠 연리심 

(주로 구조 디자인괴 재일에 의해서 사용히기 쉬워01 

히는 것) 

정보성 정서싱 

(시호]적 화제심괴 신규성을 전달히고 네이밑 캐치카 

m 그래픽 디자믿 재질 구조디자E 등에 의하여 그 
싱풍같은 이미지와 적성올 가질 것) 

|샘산기술적 요소 | 
힘을 빌리지 포장디자인은 전원의 수산물 천연식품의 

않더라도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팔리게끔 힘을 갖게 된 

일으키기 곧 경쟁상품을 누르고 구매의욕을 불러 다. 

위하여 그 디자인은 상품의 매력을 증가 시키는 신기성 

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포장의 그래픽， 색채， 레터링 등 

| 번형적 요소 |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료 

와 기술을 살리고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특이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포장이 요구된다. 

시장개방 이후 밀려 들어오는 값싼 수입 농수산물 때 

| 사회적 요소 | 
문에 국내 판매되는 상품들은 제대로 된 브랜드 네입과 

이미지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우리 농수산물 제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오히려 반감시킬 상황 

도표2 제품의 내용물 + 패키지의 역할과 기능 = 상품6) 

5) 김용화 익 때키지 소프트 마케팅 수딘으로서의 포장， 윤디자인 연구소 1!'f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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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풍이미지 
(코퍼레이트 브랜드， 
유저이미지 

도표 1 상품과 패키지의 관겨1 5) 

5) 김용화 역， 때키지 소프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포장 윤디자인 연구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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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시각적 기능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의 이상적 기능은 시각언어에 

의한 심미성의 표현으로 제품의 이미지 형성 기능과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새로운 이미지 형성의 기능은 포장을 시각화하여 기 

억 상 (Remembered Imagel과 정 서 적 연 상 

(Emotional Associationl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이 

것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지각(New Perception)이 

나 새로운 개념 (New Concepts)을 형성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포장이 포용하는 

아이디어나 내용을 전달하는 조형적인 매체 즉 형태， 

색채 ， 문자， 기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사용 

하여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첫째 ‘ 판별하기가 쉬워야 하며. (상품명의 구별) 

둘째，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세째‘ 진열 효과가 있어야 하며‘ 

네째， 사용상 편리해야 하며. (기능적 구조) 

다섯째， 각종 이미지의 표현이 뛰어난 것이어야 하며‘ 

여섯째. 2차적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곱째， 상품의 성격을 파악해 낼 수 있는 타업 

(type)이 있어야 한다‘ 

즉 포장의 아름다운 색채 및 형태와 제품의 보호 및 

편리성， 진열 효과 등으로 상품의 가치를 연출시켜 구 

매를 유도하고 상품의 존재를 빨리 알리며 ‘ 판매를 촉 

진시키는 포장의 상품성 (Commercial function) 및 구 

매자의 심리성 (Psychological function) 또한 포장 기 

능의 요소이다 

오늘날의 포장디자인은 특히나 상품을 겉으로 미화하 

고 장식화한다기 보다는 가장 다이나믹한(dynamic)한 

기능적 원칙에 따르고 있음을 중요시 해야 한다- 그러 

므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포장디자인 

2000 한국디자인포름 5호 

은 기능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예술 문화적 측면과 산업 

사회적 측면을 통시에 받아들여야 하며 공학적 기준에 

서 얻어지는 외형적 구조와 조작의 편의성 외에도 인간 

에게 주는 육체적， 정신적， 쾌적성의 정서작용 또는 시 

대성‘ 민족성‘ 사회성， 개성 등이 복합된 공믿E수적 미의 

식 위에 생리적 심리적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포장의 기능성 ‘ 경제성 , 심미성과 함께 환경적 측면 즉 

자원 절약 및 포장 폐기물 처리의 문제등 사회적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포장의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포장의 포괄적인 기능이며 의 

무이다， 

3. 포장디자인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갖는 방향 

오늘날 포장디자인은 제품보호의 기능면보다는 내용 

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표 

변디자인 (surf ace designl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그 

만큼 포장디자인에서 표면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첫 인상 

이며 판매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요소로 작 

용된다 

이렇듯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90년대 이 

후 문화상품 관광상품‘ 민속상품으로 불리워지는 농수 

산물 포장디자인은 그 지방이 가진 특색과 독창성이 전 

통문양으로 표현되어졌으나 크게 성과를 거두진 못했 

다 그 이유는 상품 컨셉에 맞는 전통문양에 대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적 분석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즉 전통이 없는 디자인은 고유한 문화적 

아이멘티티를 갖지 못하고 혁신이 없는 디자인은 시대 

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디자인이 전통과 혁 

신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서만 보다 가치있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t낄 



G 

전통문양이 포장디자인 개발에 미치는 연구 (pp 86 - 99 ) - 박 일 지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농 ·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문양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과 활용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시급하다 이는 포장디자인 정체성을 찾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것이다. 

특히 천연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해남부지역의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에서 자연주의적 마의식의 특정과 

조형관으로 표현되는 한국문양의 접목은 그 활용에 대 

한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기존 포장디자인을 한차원 높 

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양 활용과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은 단순 

히 상품 성격에 맞는 조형적 시각 표현이 아니라 역사 

와 문화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 다른 디자인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정체성과 

독창성을 우리 전통 문화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보다 나은 포장디자인의 가치 창출은 전통과 혁신에 

대한 관심에 달려 있고， 또한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 

룰 때 포장디자인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 이재석디자인 가지론J (정주 정주대학교줄판부 19971, p. 129. 

IV. 전통문양을 응용한 포장디자인의 

시각적조형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천 

관교역의 김을 활용한 술 안주용 부각김 포장디자인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전통문양을 응용한 포장디자인의 

시각적 조형성과 우수성을 살펴 보았다 

• 타켓 일본의 30 ‘ 40대 애주가 

• 시장환경 기존 김 시장의 저부가가치로 인한 새로 

운 Idea 개발이 요구됨 

• 상품컨셉 김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일본 수출을 위 

한술안주용부각김 

• 디자인컨셉 

1‘ 깨끗하고‘ 맛있는 김을 어필할 수 있는 청정이미지 

2 고부가가치를 위한 고급이미지 

3 , 한국김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특성에 따른 한국적 

이미지 부각 

4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 목표 

예정에 따른 차별화된 디자인 이미지 

1) 소재의 선정 

가- 한국적 특성과 정서가 반영된 것 

무기교， 텀텀함‘ 여유로움， 불규칙 ， 해학성 등의 

특정이 있다-

나， 한국적 지역성과 상징성이 있는 것 

소나무， 대나무， 연꽃‘ 십장생， 용， 봉황 등이 있다. 

다. 전통유물에서 발춰1한 요소로 현대적 관접의 조형적 

재해석이 가능한것 

이같이 구분된 소재는 문화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 

게 응용되어야 한다‘ 



-디자인 컨셉에 따라 청정 이미지와 장식성이 강하고 고급스러 

운 연화 전통문양을 기몬 소재로 선정하였다 

2) 시각모티브 

선정된 소재의 전통문양을 바탕으로 조형요소를 확정 

하고 이를 정리하여 그래픽 자료화한다. 

천연식품 포장디자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청정 이미지 

부각하고 

고급스런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두가지 이미지 연화문양을 하 

나의 메인 이미지로 조합하였다 

3) 디자인 전개 

상품기획 및 디자인 전개 단계는 그래픽적으로 정리 

한 문양의 모타브를 실제의 상품에 적용히는 단계이다 

그래서 전통문양의 시각모티브는 조형적으로 재구성되 

며 색상과 형태적 변형， 패턴효과 등의 다양한 변용에 

의해 구체적인 상품시안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상품에 대한 시각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시각적 실험과 시행 

착오를 거쳐 실제의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화된 

시각 이미지를 만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모델 제작까지도 진행된다 

기본 컨셉에 충실하면서 상품에 대한 시각적 관점과 천관교역 

의 전략 마케팅을 종합하여 3안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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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네가지 컨셉 중 김의 이미지 칼라인 BLACK 배경에 고 

부가가치를 위한 고급이미지를 위한 GOLD를 적용하여 술안주 

용 고급 부각김을 어필하는 (A)안 

-기본 네가지 컨셉중 김의 이미지 칼라인 BLACK 배경에 한국 

김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정서에 따른 파스텔 톤을 적용하여 

수출용 상품g로서의 메인 타켓에 성향에 어필하는 (B)안 

-기본 네가지 컨셉 중 천연식품의 청정이미지 칼라인 맑은 청 

색 배경에 차후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 목표 

예정에 따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와 

에 지역성을 어필하는 (C )안 

서해남부 특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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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 적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한 

문양을 응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상품화 적용 및 시제품 제작 과정은 상품적용 시율레이 

션 (simulation) 단계로 개발된 안을 실제적으로 상품에 

적용시켜 상황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은 개 

발된 디자인이 상품에 패턴으로 응용되는 경우와 형태 

미를 강조하여 형태적인 요소 그 자체로 응용되는 경우 

(일종의 복제품， 또는 복제기법을 활용한 상품)， 그리고 

일련의 스토리와 연결성을 강조하여 응용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위 과정을 바탕으로 상품화 샘플 결과물에 의해 수요자 

의 관심도와 예상고객에 대한 정보입수 등 종합적인 검 

토를 한 후 실제 상품을 제작한다. 

-천관교역의 차후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 목 

표 예정에 따른 기본 네가지 컨셉에 충실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C )안이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실제 상품에 적용하였다 

본 천관교역 술안주용 부각김 연구에서는 우리의 문화적 1 정서 

적 특징을 보다 생명력있고 국적이 뚜렷한 스타일로 더욱 살리 

포장디자인에서의 효과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 Visua l 「-ι 

Communication )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표현에 

‘한국적 고급이미지’의 창출에 주력했다 

V 결론 

21세기 상황 변화의 특정 중 하나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와 함께 또 하나의 조류로 등장한 지방화이다. 

지방화 시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부흥하고 지방의 독특한 농수산물을 일 

류상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적 요소의 선택 ， 조합 

의 과정을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라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시각적으로 상정화된 전 

통문양을 우리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에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진흥에 일익을 담당 

해 보자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현재까지 지역 특산품의 포장디자인은 시각적 특성이 

함축된 그래픽 요소틀을 다시 디자인하여 이 시대의 소 

비자 수요에 부흥히는 디자인 작업이 관심을 끌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 OEM 형식의 제품수출의 관행과 

양산 유통시대의 안일한 발상과 아울러 독자 브랜드시 

대‘ 문화상품개발 및 감성제품개발 시대를 예측하지 못 

한 기업인들의 창의적이지 못한 의식과 정책 그리고 중 

소기업 규모의 상품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의 역할에 관 

심이 미비했던 디자이너들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대의 인식으로는 포장과 용기는 다르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에 단순히 상품을 보호한다거나 운 

반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소비자에게 상품구매 충 

동을 일으킴과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해남부 지역의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의 개발은 단순 포장의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전통문화 소 

재의 모티브를 시각화하여 현대적으로 개발 상품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지 역의 특산품인 농수산물은 무한경쟁의 세계시 

장에서 우리 고유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 

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포장디자인의 연구가 그 핵심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문화 

를 모티브로 한 한국적 포장디자인이 활용됨으로써 전 

통에서 참신한 이미지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 

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창출된 상징 

물들을 적용할때는 상징화된 디자인이 적절하고 효과적 

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히는 농수산물의 특성과 상징물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아름다움 

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통문양을 이용 

한 포장 디자인은 다른 연구와 달리 다양한 가능성과 

응용성을 가질 수 있는데， 모티브의 상징적 이미지와 

농수산품의 기능적 특정을 파악하고 상징물 선정을 비 

롯하여 적절한 형태와 크기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통문양의 디자인에 전체 형태를 적용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레이아웃의 상황과 특 

성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전통문화 속의 독특한 전통문양의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포장 

디자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제언해 본 

다， 

첫째， 한국 문화 속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그 예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인 브랜드(한국전통차. 풀무원， 

순창고추장)의 한국바람을 들 수 있다 

앞우로 이와 같은 한국적 상품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서는 상품개발 아이디어 , 전통문화의 현대화， 자본 그 

리고 마케팅이 필수적이며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한국적 

이미지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한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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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한국적인 것을 특정으로 하 

는 농수산 상품과 세계적인 특정이 가미된 농수산 상품 

들로 가려내고 세계직댁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각국의 

다양한 기호를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 

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우리의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으로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한국만의 독특한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 

여 국적있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적 조형성과 독창성이 우수한 한국 전통 문OJ을 현대 

적으로 재구성하여 상품의 전반에 응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한국 문화 요소가 담긴 국적있는 포장디자인을 개 

벌해야만 해외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 

을것이다. 

셋째，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력으로 국적있는 농수산 

물 우수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 

수산물은 BRAND 수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 한국의 전통 문양과 전통문양을 응용한 포장디자 

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관련 분야에 보급히여야 한 

다 그래야만 관련분야에 종사등F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포장디자인개발은 서 

해 남부지 역 농수산 상품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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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6) 윤병문， 과실류 포장 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 논문， 1994 

7) 김용화 역‘ 패키지 소프트 -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포장 

윤디자인 연구소. 1995. 

8) 김영애 수출용 김치포장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1995. 

9) 김애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담배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논문 1996 

10) 최충식 실전포장디자인 창지사 

11) 단국대학교 한국 전통문화 요소의 시각적 상징화 

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12) 정복상， 정이상 전통문양의 응용과 전개 ， 창지사 

13) 박일재 ‘ 한국전통문양을 접목한 천연식품 포장개발 

을위한연구 

14) Package Design JPDA MEMBER' S WORK 

TODAY 1992 

15) Package Design JPDA MEMBER' S WORK 

TODAY 1994 

16) Package Labal DESIGN ROCKPORT 

17) The Package Designer’ s Book Pater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