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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고  주기의 조형 디자인에 한 연구를 통하여  주

기에 응용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고 통을 계

승한 차별화된 국 주기 디자인의 이론  근거를 제안

하고자 한다.

To the 'JUGI(酒具)' culture in ancient China on the 

basis of the conclusions reached, the development of 

modern bottle design with the status quo for Chinese 

wine with the design of innovative and local 

Chinese-style design ideas.

I. 서 론
1. 연구 배경
술은 고  국 문화사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사를 축하할 때나, 갖은 길흉사를 치를 때나, 친인척

들의 모임에서 모두 술을 마시게 된다. 로부터 술이 없으면 

의에 어 난다고 할 정도로 술 문화는 국 고  사회에서 

정치, 경제, 술, 종교, 군사 등 각 방면과 련을 맺고 있다. 

술의 문화는 국 민족문화의 요한 구성 요소로서 술이 있

으면 주기가 있기 마련이고, 주기는 술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므로 술 문화의 연구는 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국의 고속 인 경제발 으로 수출입 무역액의 확 와 더

불어  많은 양주가 국 주류 시장에서 그 비율을 높여가

고 있다. 국 천년의 문화를 담고 있는 국 술은 기회와 도

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국내 으로는 양주와의 경쟁에서 국

외 으로는 국 술의 세계화를 한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다. 

때문에 주기는 술의 기능과 정신의 매개체로서 그 디자인 가

치가 아주 요하며 세계속에서 국 술의 차별화된 가치를 

부각시키기 한 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 야만 미래의 발  방향을 알 수 있듯이 

국의 시 별 주기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극 이고 실  

의의를 가진다. 재 많은 문가들이 주기의 문양과 색채, 공

에 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부분은 역사  사실로 진술

할 뿐, 문화  측면에 한 탐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고  주기의 조형 디자인에 한 연구를 통하여  

주기에 응용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고 통을 계승

한 차별화된 국 주기 디자인의 이론  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1) 고  주기의 사회 역사 배경, 조형 특징 등에 한 연구를 

통하여 국의 통  조물 문화사상을 결합시키고, 고  

주기 발   변화의 체  윤곽을 정리하여 고  주기 

디자인의 이론  근거를 찾아낸다.

2)  주기 디자인 황을 조사하여 장단 을 분석하고, 

고  주기의 디자인 이론을  주기 디자인에 용할 

수 있는 이론  근거를 찾아낸다.

3. 연구 방법
1) 우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 고  주기의 역사  자료와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2) 고  주기 조물 문화의 함의를 총 하고, 사회 역사에서 

주도  치를 차지했던 주기의 발 순서에 근거하여 분

류를 진행하고 내용을 도표로 표 한다.

3)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행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재의 

국 주기 디자인의 부족한 과 사람들의 소비수요를 

찾아내고 합한 디자인 이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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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주기의 기원 및 함의
술을 빚는 기원은 농업과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최 에는 

문 인 주기가 없었고 오직 간단한 나무 조각, 조가비와 자

갈과 같이 가공을 하지 않은 천연물을 이용하 다.1) 주기가 

출 되기 시작한 시기는 6000년 의 신석기 시 로서 발굴한 

문화유 에서 최 의 도자기로 된 주기가 출 되었다. 때문에 

국의 고  주기의 시작은 도자기로 된 주기이다.

주기는 의와 의로 나뉠 수 있는데, 의의 주기는 제조, 

장으로부터 사람들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사용되는 그릇이다. 의의 주기는 술병과 술잔으로 본 논문에

서는 술병에 한 연구만 진행하고자 한다.

주기는 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와 긴 한 연 을 가

지고 있다. 1. 과학기술 : 한 시 의 주기 디자인은 그 당시 가

장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 생산 방식과 공 수 을 채용하여야

만 사람들의 생활에 합하고 선호하는 주기 조형을 디자인 

할 수 있었다. 2. 주기와 문화. 국의 통문화의 토양 속에서 

창조된 주기는 당시 사회 법규와 법 념의 제한을 받게 되

는데, 신분과 지 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기의 외

형, 량, 품질 등이 서로 다르다. 이는 당시의 철학사상과 사

회  의의를 반 한다. 3 주기와 심미. 최  주기의 디자인은 

완 히 실용  목 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사람들은 차 사용과 심미를 결합시켰는데, 도자기 주기의 디

자인이 약간의 리듬감이 있는 곡선, 문양, 자연과 신에 한 숭

배가 출 되기 시작했을 때, 원시  심미  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주기의 분류
주기의 성질에 근거하여 12 종류로 나뉠 수 있다. 도기, 칠

기, 옥기, 자기, 청동기, 은 주기, 유리기, 상아기, 짐승 뿔 주

기, 말조개 주기, 나무 주기 등이 있다.

역사의 왕조를 따라 주기의 발 궤도는 신석기 시 에서 서

하까지는 도기 주기를 주로 사용하 고 동 주기는 보조  역

할을 하 다. 상시기 때는 동 주기를 주로 사용하 고 다음으

로 칠 주기가 사용되었다. 진한시 는 칠 주기를 주로 사용하

고, 동 주기는 보조  역할을 하 다. 당,송(唐宋)에서 명,청 

시기에는 자기가 가장 유행되었고, 은과 옥으로 된 주기도 

비교  유행되었다. 이로부터 고 사회에서 주도  치를 차

지하는 주기의 순서는: 도자기 주기, 청동 주기, 칠 주기, 자기 

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4 종류의 주기를 기본 인 틀로 하여 주기의 조형

 특징을 분석하 다.

종류 출처 사진 조형특징

도자기    

주기
국섬서 출토 

배와 같은 있고 

동물의 도안도 

있다2)

도자기    

주기

국하남 출토

병의 외족에 

손잡이가 두개 

있다

신석기시 상

형주기 

주기 조형이 

생동감이 있다

청동기    

주기

국고  상조 의식이 개최 

사용의 주기. 

국고  서주 생물을 표 한 

디자인의 방법

국시 .명칭

새개 술병.

국선조형 , 심의 

S의 형상

옻의 

주기

국진나라 상세히 

표 하 다.

자기

주기

국당나라.백

자.

용을 채용하여 

나타내었다.

3. 중국 주기의 현황 분석
술을 다는 것은 사실 일종의 문화  품 를 가진 정신  

감성 상품을 매하는 것과 같다. 술은 마신다는 것은 생활 철

학의 랜드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 시장에서의 주

기 디자인은 간단하고 실용 인 특징을 갖고 있다. 아래표는 

술의 종류와 주기의 재질에 따라 국 술 제품의 종류에 한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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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술병의 재질 술병의 특징

맥주 유리와 깡통 따개 간결하고 명쾌하다

포도주 짙은 색의 유리 길고 산뜻하다

황주 유색의 유리 통 이다

백주 유리 자기 비닐 본국의 토

4. 현대주기 디자인의 장점
1) Heineken 맥주 

Heineken Paco의 속 주기 디자인은 시  풍모를 표

하는데 기존의 맥주 패키지의 개념을 버리고 간략한 스타일의 

Heineken를 표하는 녹색과 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참

신하고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Heineken은 고객들에게 끊임

없이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맥주를 제공한다. Heineken은 시

종일  외면과 내면의 통일을 요구하는 원칙을 추구한다. 이러

한 시각과 미각의 참신한 자극은 시  트 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환 을 받고 있다.

        

▶▶ 그림 1. Heineken 맥주의 포장

2) 국의 술가이며 화가인 HuangYan이 디자인한 "청화 

Absolut" 는 각별히 부시다. 익숙한 Absolut 술병은 청화 

유색(釉色) 에 감싸 는데, 이는 Absolut와 국의 당  술

의 완벽한 결합이다. 게다가 수묵의 기묘한 결합은 

HuangYan의 "청화 Absolut"가 이국 이며 환상 인 국풍

을 표 해주고 있다.

  

▶▶ 그림 2. HuangYan 포장

재 국의 40여 산업 군 에서 포장산업이 12 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  신흥 업종이다. 국의 포장 산업은 

20여 년의 쾌속 발 을 가져왔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

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투자, 많은 소모, 많은 오염, 낮은 수

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 주류기업의 포

장디자인에 한 이해와 인식에는 아직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같은 종류의 술은 디

자인이 비슷하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

할 때, 제품의 우 와 지역의 문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

니라 재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종 상품의 디자인을 표

하는 경향이 강하다. 2) 국 유명 랜드 주기 디자인의 창

의성 부족.  재 국을 표하는 주기 랜드는 시  감성

과 개성이 부족하여 랜드 식별력의 하를 래하고 있다.  

3) 과도한 포장의 문제.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상황에

서 기업들은 최 의 이윤을 추구하기 하여 항상 제품에 "과

도한 포장"、"사치 인 포장"을 하게 된다. 가치 구성 측면에

서 포장의 원가는 심지어 포장되는 제품의 생산원가를 훨씬 

과하게 되었다. "과도한 포장"은 비단 량의 재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자원낭비、환경오염을 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풍기

를 손상시키게 된다. 

Ⅲ. 결 론
술병 포장디자인에 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훌륭한 국 

주기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도출

하게 되었다. 

1) 에코 디자인의 필요성

자연 생태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고、인체 건강에 악 향이 

없어야 한다. 순환 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  발 을 진시킬 수 있는 포장으로 변해야 한다. 세계

인 소비자의 추세가 綠色소비시 에 진입하 는데 환경보

호에 불리한 포장은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2) 트랜드를 디자인해야 한다.

포장은 심미  트 드에 순응하여야 하는데 식별하기 용이

하고 자체만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 혹은 고귀하거나, 혹은 활

발, 혹은 우아해야 한다. 반드시 자신의 스타일을 새롭게 창조

해내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승자로 남을 수 있다. 

3) 지나친 사치성을 피하고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주기는 

술과 함께 가치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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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제품 자체의 가치、소비자、사용 장소에 따라 상이

하다. 합리 인 디자인은 이미 포장 디자인 발 의 주류 의 

하나로 되었다. 이는 가장 합리 인 포장구조, 가장 간단한 조

형, 가장 낮은 단가를 추종한다.

4) 주기의 개성, 민족성. 지역성을 으로 강조해야 한다. 

민족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통  요소를 찾아내어 통문

화의 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서 통성과 성을 합리

으로 융합시켜 로벌 시장에 맞는 자체 랜드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 국내 포장 디자인 발 의 트 드이

다. 

포장 디자인은 생동감있는 구조  기교를 응용하여 통  

요소와 시각  힘을 갖춘, 그리고 민족 문화  특징을 갖춘 포

장 디자인으로 발 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감

성 이며 직 으로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만족을 느끼

도록 해야 한다. 문화  개성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 작품이야말로 사회에서 더욱 큰 생존의 공간을 확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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