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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류문화는 일반주류와 기능성주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기능성주류시장

이 특용작물  과채류 주류시장에서 농작물(곡류)을 원료로 한 발효주류 시장으로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 막걸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기존 막걸리 용기디자인은 소비자의 욕구 

  소비시장의 트 드에 맞지 않는 용기디자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주류시장에서 다른 상품

과 경쟁하려면 막걸리 용기디자인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재 생산되는 막걸리 용기디자인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으며, 지 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얼마나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 소비자 트 드에 부합하면서 막걸리라는 주류의 특성

을 고려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용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속한 주류시장의 변화

에서 경쟁력을 갖는 디자인 인 형태와 막걸리라는 특성에 맞는 기능 인 형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막걸리∣용기디자인∣트렌드∣기능성∣형태구조∣

Abstract

Today's liquor culture in Korea is basically divided into a general liquor culture and a 

functional liquor culture. In particular, the market of the latter has been going through a rapid 

change. In the previous days, it was a crop for a special purpose or a fruit which was mostly 

used to make liquor but now, many other regular crops are being used in the liquor market. At 

present, while the demand for Makgeolli has risen sharply, the designs of Makgeolli bottles have 

never satisfied needs from consumers nor the trends in the consumer market. As a result, 

Makgeolli industry should come up with new designs for the bottles immediately if it dose not 

want to lose in a competition with other liquor products. 

The study has looked into existing designs of Makgeolli bottles, investigating how the designs 

have changed over the past years and how competitive they are in the market. Based on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the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designs which would fit the trends in 

the consumer market to develop Makgolli bottles which would be equipped with both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In other words, to make Makgeolli survive in these rapid changes 

in the liquor market, the study works on offering a Makgeolli bottle design which is appropriate 

for certain characteristics of Makeolli and also competitive over other liquor bottles.

■ keyword :∣Makgeolli∣Bottle Design∣Trends∣Function∣Bottl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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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오늘날 한국의 주류시장이 일반주류에서 기능성 주

류 즉, 발효주의 하나인 탁주(막걸리)시장으로 확 되

고 있다. 이는 막걸리가 한국의 통술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막걸리에는 

일반 주류와 달리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유기산, 유산균 등 생리활성 물질

들이 많아 양 으로 가치가 높고, 의학 으로 막걸리 

성분의 핵산, 메탄올에 한 암세포 억제효과  항고

압 효과가 입증되어 사회(웰빙시 )에 부합되는 

술로 소비시장이 앞으로도 꾸 히 증할 것으로 상

된다.

한 최근 술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시장을 가지고 있

으며, 술의 문화성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

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 세계 시장을 선 하고 있는 

술 수출국들은 이미 막 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술을 매개로 문화까지도 수출함으로써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최근에는 우리 술에 한 심과 소비가 늘

고 있으며, 특히 막걸리를 선두로 우리 술의 새로운 

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 국내 막걸리 기업의 수( 기업, 소기업 포함) 

는 770여개 기업으로 계속 으로 증하고 있다[5]. 이 

에서도 용기의 고 화  차별화 략으로 독자 개발

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는 불과 20여개 업체 

밖에 되질 않는다. 나머지 업체들은 기존PET소재의 공

동용기를 구매해서 각기 자회사의 랜드를 붙여 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의 수요는 많

으나 소비자 기호와 시장경쟁력에 맞는 용기는 몇 가지

로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인 용기디자인개발

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막걸리 시장을 해서는 다양한 용기

디자인개발  소비자의 취향과 상품용도에 맞게 고

화와 일반화의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 제품들은 막걸리의 고 화를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것은 단지 술의 

맛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용기의 형태를 차별화한 고

스러움이 소비자의 구매를 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막걸리시장의 용기 트랜드를 분

석하여 가장 범용화(추이가 높은)되는 형태를 분석하고 

용한다. 한 막걸리의 특성을 고려한 혼합(흔들어 

섞이는)이 용이한 구조도 함께 용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막걸리 용기디자인을 조사 

분석하여 , 막걸리 주류시장의 트랜드에 부합하고 막

걸리 특성에 맞는 기능성까지 고려한 형태를 제안하고 

용한다.

첫째, 이론  사례조사로서 막걸리 용기디자인의 종

류(형태 분류)와 소재, 색상, 형태 트랜드를 분석한다.

둘째, 용기디자인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한 분석으

로 형태분류와 용기 트랜드 분석을 통하여 용기디자인

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호유형을 분석한다. 한 막

걸리주류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 형태를 분석한다.

셋째, 용기디자인개발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사 

분석에 의한 사례를 기반으로 제품디자인개발 로세

스를 용하여,  주류시장의 트랜드에 합하고 한 

기존 용기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성 용기디자인을 제

안하고 용한다.

그림 1. 연구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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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막걸리 용기 실태조사

1. 막걸리시장 변화에 따른 용기디자인
1.1 막걸리 시장 변화
서양의 와인 열풍 등은 , 시 에서 요구되어지는 

소비자들의 웰빙 욕구 증가를 나타내는데 막걸리 한 

우리 술에 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규제의 상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즐기는 문화상품으로 시각이 환되

고 있다.

한 한류열풍과 함께 일본 등 해외 수출량의 증가로 

소비량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국내 산업에서는 통주 등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농 을 발 시킬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 막걸리 랜드는 기업과 지역 양조장

을 포함해 약 700여개의 랜드가 존재하며, 생산방식

은 지역 특산물과 양조방식에 따라 생산이 되고 있다.

매에 있어서도 막걸리 포탈인 주로주로 닷컴에 등

록되어 있는 막걸리 련 컨텐츠가 무려 600여개에 이

를 정도로 막걸리의 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표 1. 막걸리 생산,출하,내수량 및 수출량 추이     (단위:㎘)

년도
품목별
생산량

품목별
출하량

품목별
내수량

품목별
수출량

2005 136,932 136,792 134,131  2,661
2006 133,588 133,766 130,571 3,195
2007 134,670 134,406 130,692 3,714
2008 140,161 140,167 135,629 4,538 
2009 214,069 213,585 207,501 6,084 
2010 370,701 368,717 353,446 15,271 
2011 424,598 425,235 389,705 35,530 

2005년부터 막걸리(탁주)의 생산량, 출하량, 내수량 

 수출량 추이는 최근 6년간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망이다[7].

이에 따라 시 에서 매되고 있는 기존의 용기를 소

비자의 성향과 막걸리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로 

재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

1.2 막걸리의 특성
막걸리는 다른 술에 비해 용기 안쪽  부분에 침

물이 가라 앉아 흔들어 마셔야 하는 특성이 있는 술이

며, 막걸리는 보존기간이 짧아 유통기간에 결정 인 문

제가 있어서 내용물과 과학 인 용기 형태로 유통기간

을 길게 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재 진행되는 있는 술

이다.

한 막걸리의 고유의 맛을 즐기기 해서는 흔들어 

마시기도 하며, 흔들어 먹는 경우 가스발생 등으로 인

해 제품 종류에 따라 내용물이 넘치는 제품군도 있으

며, 막걸리의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 해 막걸리를 이

용한 칵테일로 음용하는 형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

정이다.

2. 용기의 형태구조
막걸리 용기는 크게 용기의 머리(마개)부분, 몸통부

분, 바닥부분으로 나뉘며 머리 부분은 용기의 내용물

(액체)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하거나 내용물을 밖으로 내

보내는 출입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몸통부분은 내용

물의 부피를 결정하는 유일한 크기이며, 각가지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용기  부분에 막걸리의 발효

성분으로 인한 가스발생으로 내압 는 외압을 받는 형

태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용기 형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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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기의 형태분류
용기의 형태분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막

걸리 용기 최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몸통비 형과 

재 만들어져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용기슬림형과 

하부비 형으로 나 다.

• 몸통비 형 : 용기 바닥과 앙 몸통의 길이가 

70%이상인 제품

• 용기슬림형 : 병목의 길이가 40%이상 제품과 좌우 

비율이 몸통 비 형 비80%이하의 제품

• 하부비 형 : 용기바닥과 몸통의 길이가 50%미만

인 제품

표 2. 막걸리용기 분류

분류 종류 특징

몸통
비대형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진 형
태이다. 형태적으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는 장점과 함께, 라벨 적용이 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형태이다.
가장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용기
슬림형

고 도주 제품 및 프리미엄 제품에서 주로 사
용을 하는 형태이다.
프리미엄 제품의 소용량이라는 점과 기능성
을 강조하기 위한 세련미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이다.

용기
하부
비대형

기능성 막걸리를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
며, 용기 슬림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리 용
기 중심으로 깨끗함과 모던함을 보여주기 위
한 형태의 제품들이다.

2.2 형태분류에 의한 용기
막걸리 용기의 형태는 용기의 주요 특징인 부분을 3

부분(몸통비 형, 용기슬림형, 하부비 형)으로 정의하

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비율/모양 등을 악할 

수 있다.

재까지 가장 많은 용기형태는 몸통비 형으로 보

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보 되고 있으며, 용기슬림

형과 용기하부비 형 등은 최근에 실용 인 용량보다

는 형태의 미를 고려한 와인병 형태와 같은 슬림한 형

과 통주의 술병과 같은 하부비 형과 같은 형태를 가

진 용기들이 진 으로 증가하고 있다[8].

그림 3. 용기 형태별 제품분류

2.3 색상 및 소재
① 색상

막걸리 용기의 사용비율은 지 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막걸리 용기를 조사한 결과 크게 3가지 색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표 인 색상으로 흰색, 녹색, 투명 

외 기타색상이 있다.

재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 용기 에서 

가장 많이 보 되고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시장 체 

73%로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녹색으로 시장 체

32%를 차지하며, 마지막 투명색상은 시장 체 20%정

도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이 지표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 막걸리 업체별 매

황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업체별 용기디자인  색상

이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 될 수 있었다.

조사결과 막걸리제조 기업에서 불투명 흰색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막걸리 내용물의 변질을 막기 해 햇빛

으로부터 차단효과가 있는 색과 불투명소재를 많이 사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 색상(흰색, 녹색)들은 햇빛 투과 차단효과가 

투명보다 월등히 높아 막걸리 주류의 문제 인 유통기

한이 짧다는 것을 보완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분의 막걸리 회사들이 불투명 색상을 선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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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상별 제품분류

② 소재

막걸리 용기의 재질은 PET( 라스틱), 유리, 속으

로 나 어지는데 그 에서도 PET( 라스틱)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내용물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로 인한 팽창효과로 PET소재를 활용한 내압

설계에 의한 보안(기능성)효과와 유리병과 속(캔)에 

비해 비용이 렴하고 유통에 있어서도 안 하기 때문

이다. 한 PET 특유의 무동성, 투명성, 보 성, 내약품

성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유리  알리미늄 캔 체용

기로써 리 각 을 받고 있으며 특히, 환경모르몬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명된 우수한 식품용기로 채택함

그림 5. 재질별 제품분류

Ⅲ. 분석

1. 막걸리 용기디자인 분석
1.1 연도별 트랜드 분석
막걸리 용기는 상용화의 성기인 1970년  이후부

터 오늘날까지의 용기 형태를 분석 해보면 몸통비 형

에서 슬림형과 하부비만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이 결과로 볼 때, 기에는 막걸리 용기개발 

기술의 부족으로 다른 용기와 비슷하게 내용물을 담거

나, 용량에만 고려되어진 형태의 용기 지만 재의 막

걸리 용기는 다양한 연령 의 소비자층이 확  되면서 

용기의 형태도 모든 소비자층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

인 용기들이 개발되고 있다[4].

그림 6. 연도별 제품분석

1.2 성공사례 용기디자인분석
국내 기업들은 막걸리사업의 투자능력 가능하므로 

소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용기디자인

개발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다양한 용기디

자인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심

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 다[2].

한 기업제품의 용기디자인 형태들은 슬림형과 같

이 심 하고 날렵한 형태와 하부비 형으로 최근에 소

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용기디자인으로 개발된 제품들

이 부분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트랜드와 상품의 신뢰

도를 높이려는 기업에 노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3].

그림 7. 성공사례 용기 제품군

1.3 막걸리와 주류용기 형태분석
막걸리 용기디자인이 서양의 와인 용기와 같은 슬림

한 형태와 안정성을 살린 하부비 형 형태로 변해가는 

것은. 원통형으로 보편화된 기존 용기 형태가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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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높이기 한 고 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그림 8. 용기 형태별 분포도

1.4 막걸리 판매(수요)에 따른 형태분석
매 수요에 있어서는 막걸리 용기디자인 트랜드는 

슬림한 형태와 하부비 형에 한 소비자의 변확

가 되지 않아 재까지는 원통형의 용기디자인이 많은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6].

그래서 단기목 에 안정 인 용기디자인을 추구하기

에는 원통형디자인을 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

표 3. 막걸리브랜드별 판매현황

막걸리생산 기업 2010년(병)

국순당(생막걸리) 230만 
이동막걸리 120만

서울장수막걸리 30만
기타 50만 

AT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병)

그림 9. 판매수요 현황과 용기디자인

2. 기능성 형태분석
2.1 막걸리의 특성과 형태
막걸리는 을 원료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탁주부분

에 침 물 생겨 다른 술과 달리 흔들어 먹는 술이다. 막

걸리에는 네졸이라는 항암억제 물질과 효모 유산균 

등 막걸리 섭취시 몸에 이로운 것들이 부분이 침 물

속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흔들어 먹어야 웰빙문화에 

부합되는 막걸리 만에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0. 막걸리 침전물

2.2 막걸리 혼합구조 형태분석
막걸리 용기가 잘 섞이기 한 형태에 용할 패턴은 

항공기의 유해항력패턴을 응용, 공기를 가르면서 이륙

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항에 따른 날개 후면의 와류

상과 크기가 다른 을 용기에 용하여야 한다.

와류 상을 용한 제품군들의 공통 은 특정 물질

들을 잘 섞이게 하기 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막걸리 

용기 한 사선모양의 입체패턴으로 회  시 용기 안에

서 와류 상이 속도로 발생하여 술과 침 물이 잘 섞

이도록 하는 구조다.

 

그림 11. 와류구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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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기디자인개발

1. 개발방향 설정 및 프로세스
막걸리용기 시장조사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 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소재 : 막걸리의 소재는 PET, 유리,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그 에서 PET소재가 가장 많이 보  되

었고, 막걸리의 특성상 가스발생에 의한 내압설계

로 만들어져야 하는 과 가격, 단가 면에서도 

PET소재가 다른 소재에 비해 렴하기 때문에 

PET소재를 사용한다.

• 색상 : 막걸리 내용보호(발효억제)에 의한 신선도 

유지  유통시 햇빛차단을 목 으로 흰색을 사용

한다.

• 용량 : 막걸리의 용량은 시장에 가장 많이 보 되

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용량의 크기인 750ml를 기

으로 제작한다.

• 형태 : 막걸리 형태의 트랜드 방향이 슬림형과 하

부비 형으로 진화하지만 750ml의 용량을 표 으

로 사용하고 단기개발에 있어 매된 제품의 용기

디자인을 분석하면 몸통비 형과 같이 일정 용량

을 유지하는 형태로 사용하되, 요즘 트랜드의 형

태를 조 이나마 반 될 수 있는 슬림형의 느낌을 

가미하기 해 몸통의 허리부 를 날렵하게 하여 

심 하고 세련된 형태를 살려나가는 형태를 사용

한다.

한 막걸리 특성상 침 물과 잘 섞일 수 있는 용기

디자인의 형태를 해 사선모양의 둥근 형태를 몸통 

부분에 사용하여 용기 안쪽 주류에 와류 상을 극 화 

해주는 형태를 디자인에 반 한다.

이 연구의 디자인 로세스는 용기디자인 상품기획부

터 보통 3D 더링  Mock-up에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는 형제작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처음 상품기획과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차별화

된 디자인을 구상하고 분석을 통한 용기디자인을 반

하여 소비자로 하여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고

스러운 느낌을 주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 디자인 개에서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반 하는 

아이디어 스 치  3차원 더링을 통하여 최종디자

인을 선정하려 한다. 그리고 3차원 Mock-up을 통한 시

뮬 이션으로 소비자 반응조사를 하여 시장에 량생

산 되어서도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게 디자인의 안정성

을 추구하기 한 방법으로 개발할 정이다.

그림 12. 개발방향 흐름도

그림 13. 디자인프로세스

2. 아이디어 스케치

그림 14. 아이디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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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 치는 용기디자인개발 방향설정을 토

로 몸통비 형의 용량크기를 유지하면서 간몸통부분

을 슬림형의 느낌과 기능성 와류발생 구조(사선모양의 

둥근 형태)를 용하여 디자인을 개하 다.

3. 3차원 렌더링
3차원 더링 타입은 총 4가지 타입으로 결정되어 최

종 한 가지 타입만 실용화 한다.

         1Type       2Type       3Type       4Type

그림 15. 막걸리 용기 4Type

• 1 Type : 용기의 형태 디자인은 하부비 형으로 안

정감을 주고 꽃잎 모양의 둥근 연속무늬를 사용하

고 하여 차별화  고 스러움을 강조한 모델이다.

• 2 Type : 첫 번째 타입과 같은 용기 형태로 하부비

형이며, 꽃잎 모양의 둥근 윤각을 더 깊게 하여 

볼름감을 강조하여 이미지의 차별화(개성)을 부각

시키고자 한 타입이다.

• 3 Type : 용기의 형태 디자인은 몸통비 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기로  트랜드 슬림

형과 같이 허리부분을 날렵하게 하여 심 함과 세

련된 형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디자인으로 이 타

입 역시 꽃잎 모양처럼 둥근 연속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타입이다.

• 4 Type : 세 번째 타입과 같은 용기 형태로 몸통비

형이며, 꽃잎 모양의 둥근 윤각을 더 깊고 넓게 

하여 볼륨감을 강조하여 이미지의 차별화(개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타입이다.

4. 도면화(설계)
도면설계는 일반 으로 사용되어지는 PET소재의 

750ml용량을 기 으로 형태는 몸통비 형으로 맞추어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허리부분은 약간 들어가게 설계되

어졌다. 한  부분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해 일정 

간격에 문양과 홈을 주었으며 막걸리 용기 특성상 가스

발생에 의한 내압설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6. 막걸리 용기 설계

5. Mock-up제작
3차원 더링만으로 입체감과 그립감을 잘 모르기 때

문에 3D 린트라는 RP장비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어

본 결과 4Type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막걸리 용기디자인

과 가장 차별화하며 입체감이 뚜렷하여 그립감도 다른 

타입에 비해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 으로 부각되었다.

한 용기 몸통 부분에서 꽃모양 형태의 둥근 문양

에서 직선 인 형태보다 사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막걸

리의 술 특성상 흔들어 마시는 술에 특성을 이용한 형

태변경을 시도하 다. 

그림 17. 막걸리 용기 Mock-up Sample제작과정

          1Type       2Type       3Type       4Type

그림 18. 막걸리 용기 Mock-up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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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형제작 및 완성
최종 선정은 4Type Design으로 결정되어 형제작

을 선택해야하는데 소재는 유리가 아닌 PET소재의 용

기로 제작된다. PET용기의 수요는 재 생활수 의 향

상에 따른 소비문화의 변화  사회  간편화 추세에 

따라 건강음료  식품 포장용기로 많이 제작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등에 빠르

게 처할 수 있는 용기소재다.

한 막걸리는 탄산가스가 포함된 술을 담는 용기로

서 통상 으로 4Volume이상의 CO₂가 발생되므로 외

부온도의 상승에 따라 부피가 팽창되면서 용기의 외형

이 변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하여 유선형 몸체

의 내압설계로 이루어져 있다. 

성형방식은 압출블로우성형으로 압출 분할된 성형틀 

사이에 불어서 만들 지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으로 용기 

 부분을 포함한 각각 두 개의 성형 틀을 만들었다.

그림 19. 본체금형

그림 20. 하단금형

7. 시제품(완성)
최종 완성된 용기는 압출블로우성형 방식으로 만들

어졌으며, 디자인은 750ml용량을 기 으로 햇빛 투과

율이 낮은 백색을 사용하 고, 소재는 향균성과 얇은 

두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PET소재를 사용하 다. 

완성된 용기디자인은 형태상 몸통비 형이지만 슬림

형과 같은 몸통 곡선으로 설계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그

립감이 용이하도록 몸통부분에 라인을 추가한 것도 이

번 디자인의 특징이다.

한, 선정된 용량(750ml)에 맞추기 해 몸통 가운

데 부분의 반경을 축소하 고 라벨 부착기의 규격문제

로 인하여 기존 몸통반경을 유지하고 몸통상단과 하단

의 반경을 여주었다. 바닥면의 펜탈로이드 부분의 높

이를 낮추어 하단부분의 치마형태를 유지하게 디자인

하 다.

, 둥근모양을 연속해서 사용하 고 사선형으로 막

걸리의 특성상 흔들어 먹을 때 잘 섞이도록 구상된 디

자인이며 압축설계로 탄산가스 배출에 의한 팽창까지

도 계산된 디자인이다. 

그림 21. 대량생산품 완성

Ⅴ. 결론

우리나라 주류문화가 양주에서 통주(탁주)로 시장

이 변하고 있는데 막걸리의 용기디자인 개선을 통한 

마  공략은 기업의 몇 몇 기업뿐이고 나머지 소

기업들은 아직까지 용기디자인의 미흡한 투자로 경쟁

력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재, 막걸리 용기디자인의 종류는 많이 유통되고 있

지만 하나같이 비슷하거나 같은 형태로 차별화되지 

못한 이며, , 주류시장의 용기디자인이 소비자들로 

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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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앞으로 용기디자인개발에 있어서 고려

되어져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다양한 소재  색상

막걸리 용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PET소재로 압출블로우 성형에 합하여 얇고 다양한 

형체와 향균성에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보편 으로 많

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막걸리의 종류는 에 비해 내용물의 술이 

다양하고, 가 시 에서 리미엄을 선호하는 소비자

들이 많이 증가한 추세를 반 하여 유리와 같은 고 스

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서 막걸리의 품격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막걸리

의 색과 빛 투과율 때문에 백색이 무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막걸리 용기의 통일성 역시 차별화된 다양

성 는 품질과 내용물에 맞는 색상을 용하여 사용되

어져야 한다.

둘째, 용기디자인 형태의 다양화

용기디자인 형태 역시 많은 막걸리 용기들이 비슷하

면 차별화가 없다가 2000년도 들어서 기업들이 막걸

리 소비시장의 확 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용기디자

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극 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의 변화를 소비시장에서 가장 많

이 선호하는( 매가 높은) 용량(보 형)에 맞추어서 디

자인하 지만, 재 막걸리 트랜드는 몸통비 형에서 

하부비 형과 슬림형과 같은 심 한 조형성이 있는 디

자인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디자

인과 차별화된 디자인개발을 계속 으로 개발함으로서 

막걸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능성 용기디자인 고려

막걸리는 다른 술에 비해 용기 바닥에 침 물이 쌓

이게 되어 술을 마실 때 흔들어 먹는 특성이 있다. 그래

서 용기를 잡는 그립감이 좋은 인간공학 인 형태를 띠

고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한

다. 한 흔들어 마실 때 막걸리 용기 안에서 와류 상

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술이 잘 섞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주류는 막걸리 밖에 없

기 때문에 용기디자인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들을 고

려하여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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