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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일 삼국의 역사는 유교사상을 전통적 배경으
로 발전해 왔으나 문화의 영역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차
이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녹차음료 
브랜드의 패키지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
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녹차음료 패키지디자인 개발시, 
브랜드 차별화 관점에서 효과적인 패키지디자인 개발방
안 모색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다양한 녹차음료 브랜드 중 한국의 녹차음료 상위 브
랜드 3개와 중국의 녹차음료 상위브랜드 3개와 일본의 
녹차음료 상위브랜드 3개를 <표1>.과 같이 선정하여 패
키지 디자인의 구조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로 나누어 비
교분석 하였다.

표 1.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디자인

한국

보성녹차 왕의녹차 17차

중국

캉스부녹차 차리왕녹차 통일녹차

일본

이토엔녹차 치린녹차 아야타카녹차

Ⅱ.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디자인 
비교 분석

2.1 패키지 디자인의 개념 및 요소

  패키지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 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1]을 말한다. 패키지 디자인의 구조적 요소
로 재료, 형태 등이며 시각적 요소는 브랜드 로고, 컬러, 
서체,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 레이아웃[2] 등이 있다.

2.2 구조적 요소 비교 분석

2.2.1 재료 및 형태 분석
  한·중·일의 패키지의 재료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알
루미늄 캔으로 만들어졌다. 동시에 중국은 일부 브랜드
가 종이팩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표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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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패키지 디자인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국이미지를 인식시키는 요일을 알아보고자 한･중･일의 녹차음료 패키

지 디자인을 상위브랜드 3개를 선정하여 구조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현대적인 녹차

음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녹차음료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관용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중국의 세계  녹차음료 시장 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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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대체로 비슷한 원통 
모양이었다. 일본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원통 모양과 대
나무 모양이 있었다. 

표 2.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재료 및 형태 분석

2.3 시각적 요소 비교 분석

2.3.1 브랜드 서체 분석
  한국의 경우 클래식, 전통적인 느낌이 강조된 명조체
와 현대적 세련미가 느껴지는 혼합형의 서체를 주로 사
용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명조체를 응용하여 간
단한 정렬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손맛, 수작업을 
강조한 가벼운 느낌의 캘리그라피를 주로 사용하였다.

표 3.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브랜드서체 분석

고딕 명조 캘리그라피 혼합
한국 - 2(66.6%) 1(33.4%)
중국 - 2(66.6%) 1(33.4%)
일본 - 1(33.4%) 2(66.6%)

2.3.2 색상 분석
  패키지 색상을 주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표
4>와 같이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녹차음료 패키지는 그린 
컬러를 메인 컬러로 활용하고 화이트와 레드 컬러를 보
조하는 컬러를 사용하였다. 부드럽고 자연적인 느낌의 
중성색 혹은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의 녹
차음료 패키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빨강과 녹색의 강렬한 
관용 색상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녹차음료 패키지는 녹
색과 노란색, 파란색등의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다.

표 4.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색채이미지 분석

한국 중국 일본
보성녹차 캉스부녹차 이텅위엔

왕의녹차 차리왕녹차 치링녹차

17차 통일녹차 코카콜라

  <표4>의 분석을 기반으로 형용사 색상맵에 적용한 결
과 <그림1>과 같이 한국 패키지의 경우 자연적이고 부드
러운 색상과 젊고 새로운 경쾌한 느낌의 색상을 아우르
는 등  현대적 색상을 활용한 반면, 일본 패키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강렬한 녹색과 작은 부분의 다른 컬러의 조
화로 일본의 딱딱한 느낌의 강한 색상을 활용하였다. 중

국 패키지의 경우 녹색 위주로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
하였고 한층 더 발랄한 느낌이 강한 색상을 활용하였다.

▶▶ 그림 1.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형용사 색상맵

2.3.3 레이아웃 분석
  레이아웃 분석 결과 <표5>와 같이 한국의 경우 가로형
과 세로형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정돈된 레이
아웃을 활용했다. 중국의 경우 가로형과 세로형을 공통
으로 사용하였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세로형을 많이 사
용하였으며 이는 한자의 표기문화를 그대로 살려 전통성
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한·중·일 녹차음료 패키지 레이아웃 분석

Ⅲ. 결론
  한·중·일의 녹차음료 패키지를 분석한 결과 삼국은 
녹차음료 시장 현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많
은 차이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구조적요소중 형태의 경우 한국은 원통형 용기
를 사용하였고 녹차 음료 자체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사면체 용기를 사용하였고 전통적인 구조 
요소를 바꿔 현대적이고 모던한 감각이 돋보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대나무형 용기를 사용하여 차별화을 강조하
였다.
  둘째, 시각적 요소의 레이아웃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가로형과 세로형의 현대적이고 정돈된 레이아웃을 사용
한 반면 일본의 경우 한자의 표기문화를 그대로 살린 세
로형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전통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이점과 특징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계 
녹차음료 시장 진출시 유용한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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