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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차(茶)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음료로1, 

커피, 코코아와 함께 세계 3 대 기호음료이자, 인류 공통의 기호 

식품이다. 중국에서 시작 된 차문화는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차나무 잎을 우려낸 차(茶)를 기호 음료로 

마시게 되었다. 중국은 차의 발원지라 불리는 최대 차 생산국이자 

소비국 중 하나이며, 중국인들은 현대에도 일상 속에서 차를 물처럼 

즐겨 마신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차문화를 변용하여 

다도(茶道)라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전통 문화로 발전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차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국 차문화는 전래된 이래로, 중국과 

일본 못지않게 독자성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조선후기 초의선사가 펴낸 

동다송(東茶頌, 1837 년)2과 같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차문화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독창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못하였다. 한국 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보성의 대한다원은 생산량의 감소로,  

                                        

1 김경희, 한영숙,「차 소비자의 구매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연구」, 한국차학회지, 

제 16 권, 제 2 호, 2010, p.1-12 
2 초의선사(草依禪師, 1786∼1866 년)의 동다송(東茶頌, 1837 년)에는 아래와 같은 

글귀가 있다. ‚우리 차의 효험이 중국 것에 못 미친다 하는데 내 보기에는 색, 향, 기, 

미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 차서에서 말하기를 ‘육안차는 맛이 좋고, 몽산차는 약효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차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 만약 이찬황과 육자우가 지금 

있다면 내 말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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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밭의 30% 이상이 방치되고 있고 해마다 방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3 계속해서 성장하는 커피 시장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비하여, 한국 차(茶)는 번거롭고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대중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근 15 개 이상의 차문화 관련 

법인단체가 생겨나고 있는가 하면, 몇몇 브랜드들이 한국의 차를 

상품화하여 대중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 

브랜드들은 패키지 디자인의 심미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양 차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차용하는 등 한국 차의 문화나 정서를 

전달하기엔 부족한 모습이다. 또한 기존의 카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 

커피를 차로만 바꿨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대중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차문화를 현대에 알리고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기존의 차문화 연구는 차 잎, 차 그릇, 차 마시는 

방법 등‘차(茶)’자체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차를 상품화하고 

있는 기업 브랜드들은 포장, 라벨 등 상품 자체의 미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생활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음료이다.4 따라서 한국의 차문화를 올바로 대중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문화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통합적인 브랜딩 접근이 필요하다.  

 

                                        

3 장정훈, 「커피 마시다 녹차 잊었다」,『중앙일보』, 2014.06.19., 경제 2 면 
4 유양석,「차(茶) 관련 스마트폰 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특성:20 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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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며 사람들의 개성과 요구는 점차 

다원화되었고, 의(衣)x식(食) x주(住)의 통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브랜드들은 제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나의 상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데에서, 명확한 콘셉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상품을 동시에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넘어가고 

있다.5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론칭하고 있으며6, 기존의 상품 

중심의 브랜드들 또한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더라도 그 상품이 아우르는 생활양식을 제안 받고, 

이는 자연스레 브랜드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 차문화의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에 맞게 

대중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차 상품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을 넘어, 한국 

차문화의 정서를 담아낸 생활양식을 제안할 수 있는 통합적인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밀접하게 한국 차문화를 체감하고, 차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차문화의 특징을 

콘셉트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콘셉트와 연계된 

다양한 오브젝트 시각물을 결과물로 제안한다.  

 

                                        

5 이현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체험적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2014,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 
6 고은별, 최경란,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샵의 VMD 에 관한 연구 」, 

2009, 기초조형학연구, 제 10 권, 제 6 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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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은 브랜드 디자인을 통하여 한국 차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품으로 출발하여 브랜드 가치와 

콘셉트를 추출하고, 이를 확장된 제품군에 적용하는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접근 방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고찰해보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주요어 : 한국 차문화, 차문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 통합 브랜드 디자인, 통합 브랜딩 

학   번 : 2015-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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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브랜드는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 로고, 상표, 

패키지를 의미하던 기존의 출발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다. 빠른 기술 혁신과 발전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졌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세분화 x 

다각화되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능과 

같은 실용적인 것을 최우선시하였다면, 현재의 소비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상품과 판매 공간 

등에서 제공하는 총괄적인 브랜드 경험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할은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분절되어 나누어져 있던 것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뿐만 

아니라 상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가시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 삶의 방식 lifestyle 을 제안하도록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차문화는 오랜 차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성장하지 못한 채 대중화와 보편화에서 

멀어져 있다. 중국 정부 공인 평차사 정진단 선생은 한국 차문화가 

중국보다 부진한 이유를 아래와 같은 7 가지로 설명하였다.7  

1. 다양한 녹차를 즐길 곳이 없다 

2. 녹차에 대한 표준이 없다 

                                        

7 고재열,「한국 차 문화는 왜 향을 잃었나」,『시사 IN』, 2013.12.28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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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대로 된 발효차가 없다 

4. 새로운 세대의 차 문화가 없다 

5. 차에 대해 배울 곳이 없다 

6. 다양한 다기가 없다 

7. 차 문화에 관용이 없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차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부족하거나, 차를 배울 

수 있는 장소, 다양한 차 그릇, 발효차의 부족 등 한국 차 자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는 차와 관련한 학계에서 주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를 즐길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세대의 차문화가 없다는 항목은 특히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보았다.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에 따르면, 편리하고 다양한 다류8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액상차 

생산량은 늘고, 직접 우려먹어야 하는 침출차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다류 시장의 3 대 키워드는 3H(Health, Handy, 

Handmade)로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차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9 건강과 웰빙이 

중요해지며 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간편한 음료 문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다류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티백차, 

잎차), 액상차(차음료, 과일청 액상차), 고형차(분말 가루차)를 말한다. 
9 농림축산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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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대 초반 보이차 열풍부터 허브차, 마테차 등 다양한 차의 유행이 

있기도 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의‘오설록’같은 차 카페가 생겨나며 

차에 대한 대중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오설록은 

기업 자체 생산한 녹차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차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블렌딩 티와 같은 경우는 수입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주관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 판매와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여, 한국 차문화를 알리기보다는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제품 

패키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양 차 브랜드들의 패키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디자인하거나 서양 디저트들과 접목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닌다. 

 

한국의 음료 시장은 커피를 중심으로 포화되어 있으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차의 소비층은 주로 4-50 대의 고 연령층이다. 한국은 여전히 

차문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며, 한국만의 

독자적인 차문화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전통 

차문화를 현대에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상품 콘텐츠를 

심미적으로 보기 좋게 가시화하던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 방식에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와 가치까지도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였던 한국 차문화의 독자성을 

알아보고, 이를 브랜드 디자인에 적용하여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점은 기존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브랜딩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 제품의 라벨이나 패키지 

디자인 등 포장의 심미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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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달리, 차 문화의 가치와 콘셉트를 추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콘셉트를 중심으로 ‘차’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 군으로 

확장하여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품 군의 

확장에 있어서도, 단순히 로고나 모티프를 일상용품에 적용하는 정도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최종적으로, 한국 차문화의 콘셉트를 중심으로 가치와 감성을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생활 전반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최종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중에게서 

멀어져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차문화를 콘셉트로 한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것을 최종 결과물로 삼는다.  

 

본문 2 장에서는 차(茶)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차의 개념과 분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한·중·일의 차문화 역사를 고찰하여 본다. 

차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각 나라만의 독자적인 차문화 특성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중국,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차문화 

특징을 알아본다. 또한, 각 나라의 차문화 특성에 이어 현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차문화를 이어가고 있는지, 현재 한국의 차 브랜드 사례와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의 차 브랜드 사례를 연구해본다. 

 



 

17 

본문 3 장에서는 앞선 차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적용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해 알아본다.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각광받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추세를 알아본다.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표방하고 나온 것이 

아닌, 하나의 제품이나 콘셉트로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해 연구해본다. 앞선 

사례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개념을 정의한다. 

 

본문 4 장에서는 최종 연구에 발판이 되었던 선행 연구 작업들을 

소개한다. 치즈 낙농업을 통한 6 차 산업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 

평창치즈빌에 대한 기획부터 시각물까지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담당하였던 하나의 사례와, 한국 차문화의 전통을 담아내고 있는 다완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재해석 하고자 했던 사례연구를 담아내어 최종 

연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고찰하였다. 

 

본문 5 장에서는 최종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소개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차문화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내포된 정서와 가치를 명확한 브랜드 

콘셉트로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차 제품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콘셉트를 중심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군을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제품 군의 확장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서 한국 차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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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 구현되는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다. 오브젝트는 각각 소비자와 

소통하며 브랜드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히 

그래픽 모티프를 적용한 생활용품에 그치던 기존의 브랜드 제품 확장 

방식과는 차별화 되는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잠재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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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문화와 차 브랜드 

 

� 2.1 차의 개념과 분류 

『차(茶)』의 본디 뜻은 아래와 같다. 

①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마실 거리의 재료이다. 즉 손질된 

찻잎, 혹은 찻가루나 찻덩이를 말한다. 이를 마른차 혹은 

찻감이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② 마른차가 물과 어울려서 만들어진 마실 거리인 찻물을 뜻한다. 

찻물로는 잎차나 떡차를 우리거나 끓인 다탕(茶湯)과, 가루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휘저어 마시는 탁한 차유(茶乳)가 있다. 10 

 

중국에서부터 한국, 일본으로 유래 된 차(茶)는 이를 지칭하는 

언어에서도 세 나라의 공통된 점을 보인다. 한국은 茶를 차 또는 다 

라고 부른다. 중국은 차(chá, 지방에 따라 te)라고 발음하며, 일본 역시 

차 혹은 쨔(jya)로 발음하고 있다. 서양권에서는 조금 다르게 영어로는 

티(tea), 독일어로는 테(tee), 프랑스어로는 떼(thé)라고 불리운다.11  

 

차(茶)라는 한자를 해체해보면 차가 가진 상징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茶는 한자의 초(艸=草)와 나무(木) 사이에 사람(人)이 있는 모양으로 

                                        

10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88, p.34 
11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8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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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을 이롭게 하는 상서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12 

 

차는 제다(製茶) 기술에 의해 품질 특성이 형성되고 그 특성에 의해 

분류한다. 13 차는 기후나 풍토 그리고 기호에 따라 마시는 풍습과 

정서와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14, 주로 모양·발효 정도·채엽 시기에 

따라 구분한다. 

 

x 모양에 따른 분류 

① 잎차(산차): 제다 과정을 거친 후에도 찻잎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 것 

② 가루차(말차): 증기로 쪄낸 찻잎을 그늘에 말려 절구나 맷돌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든 것 

③ 고형차(떡차 또는 병차): 증기로 쪄낸 찻잎을 찧은 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 것 

 

통상적으로 녹차는 이른 봅에 딴 작고 어린 새순으로 만든 제품일수록 

등급이 높고, 가격도 비싸다. 15 

x 채엽 시기에 따른 분류 

                                        

12 여연 스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 2006, 한암사, p.29 
13 보성 차 박물관에 전시 된 자료에 근거함. 
14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91 
15 최창윤,「보성군, 첫차 수확 시작」,『NSP 통신』, 2014.04.07 

(http://www.nspna.com/popup/print_news.php?newsid=8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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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전(雨前): 곡우(穀雨, 4 월 20 일 경) 전에 찻잎을 따서 만든 차. 

봄비를 맞아 찻잎이 부드럽고 떫은 맛이 거의 없는 최상급 

녹차이며, 가장 처음 딴 찻잎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순 우리말로 

첫물차라고 부른다. 

② 세작(細雀): 5 월 말경에서 6 월에 딴 차. 찻잎이 참새 혀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부드럽고 뒷맛은 미세하게 떫은 편. 

③ 중작: 7 월에서 8 월경에 따서 만든 차. 첫 맛이 강한 편으로 

가장 대중화 된 차. 

④ 대작: 8 월 하순에 나는 차로써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차16. 강한 일사량으로 잎이 질기고 떫은 편. 

 

차에서 말하는 발효는 크게 두가지로, 차 잎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 

작용에 의해 산화시켜 만드는 전 발효차와,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시키는 

후 발효차로 나눌 수 있다. 전 발효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반 발효차와 

완전 발효차로 나눈다.17 

x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 

① 불 발효차: 증기로 찌거나 솥에 덖는 방법으로 산화효소 활동을 

중지시켜, 발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차. 찐차(녹차)와 덖음차. 

② 반 발효차: 햇볕이나 실내에서 시들리기 등으로 찻 잎을 따 어느 

정도 두었다가 발효(산화)한 차. 백차, 우롱차 등. 

③ 완전 발효차: 차 잎의 80% 이상을 발효시킨 차. 홍차가 대표적. 

                                        

16 정해옥,『한국의 후식류』, MJ 미디어, 2005, p.196 
17 오설록 웹사이트에 근거 (http://www.osulloc.com/kr/ko/guide/info/ter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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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 발효차: 녹차와 같이 열로 찻잎의 산화효소를 파괴시킨 뒤 

공기중의 미생물과의 결합으로 다시 발효를 유도하여 만든 차. 

흑차가 대표적. 

 

발효 정도에 따라 각 나라의 대표적인 차가 나누어진다. 완전 발효차는 

18 세기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주로 마셔온 차이다. 

영국은 중국과 인도에서 발효차를 수입해 가다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이래로 인도의 앗삼 발효차를 실어가곤 했는데, 남아프리카를 돌아 

영국에 이르니 시일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해상의 기온과 습기 변화로 

변질이 심해 완전 발효를 시킨 홍차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발효차는 17 세기초 복건성 숭안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국토가 

광활하여 운반하기에 오래 걸리므로 변질을 막기 위해 완전 발효차인 

보이차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이기에 

발효차가 제격이어서 보이차를 많이 마신다.18 완전 발효차에 비해 향이 

맑은 반 발효차는 오룡차가 대표적이며, 만리향차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19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다양하여 중국인들의 

일상이나 식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차이다. 불발효차는 증기에 찌거나 

솥에 덖는 방법으로 산화효소 활동을 중지시킨 차이다. 불발효차의 

대표적인 차는 녹차(綠茶)이며, 한국과 일본은 녹차를 만드는 제다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쪄서 만든 찐차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덖는 과정을 거친 덖음차가 대표적이다. 

 

                                        

18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93 
19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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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불발효차: 녹차 
덖음차 한국 

찐차 일본 

반발효차: 오룡차, 만리향차 
중국 

발효차: 보이차 

발효차: 홍차 유럽 

 

표 1. 발효정도에 따라 나뉘는 나라별 대표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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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중·일 차문화 

한중일의 차문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문화가 전래되어 제다법(製茶法)과 음다법(飮茶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은 당나라로부터 차문화를 

받아들였고, 일본은 송나라로부터 차문화를 받아들인 후에 삼국이 

비슷한 음다풍속을 누려왔다.20 세 나라는 각국의 풍토와 정서에 맞도록 

각국만의 차문화로 승화하였고,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차문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일본의 

차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비교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y 2.2.1 중국의 차문화 역사 

중국은 차나무의 발원지로서 가장 오래 전부터 차를 일상에서 음용하는 

습관을 지닌 나라이다. 현재까지 약 5,0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문자 기록을 통해서는 약 3,000 여년 전부터 차나무를 재배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제일 먼저 차를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독특한 중국만의 차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21 중국의 차는 차의 

본고장답게 맛이나 종류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이 매우 높다. 350 종 

이상의 차나무 종류가 있으며, 생산되는 차의 종류도 1,000여종이 넘고, 

최근에도 새로운 차 품종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22  

                                        

20 이경희,「한x중x일 다기에 나타나는 차문화 인식 비교」, 비교민속학, 34, 217-243, 

2007, p.217 
21 김리나,「중국 보이차의 한국 시장진출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 
22 오정, 「중국 전통차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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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는 신농(神農)이 처음 차를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진한시대부터는 차가 약용에서 기호식품으로 인정되어 음용하기 

시작하였다. 음다법의 변천 양상은 생잎을 쪄서 빻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떡차를 가루 내어 솥에서 풀어 마시기 시작한 자차법(~960), 

말차처럼 직접 풀어 마신 점다법(960~1391), 잎차를 우려 마시는 

포다법(1391~현재) 순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차 문화가 형성되었던 

당나라(618~907)때 육우는 최초의 다서(茶書)인 「다경(茶經), 

780 년」을 저술하였다. 이후 불교가 성행하면서 외국으로 전파됨에 

따라 중국의 차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23  

 

중국 차 문화는 과거 당-송-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24 한중일 각 국가에는 자국의 차문화 발달에 큰 획을 그은 

차인들이 있는데, 중국에는 당대의 육우(733-804)를 들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차 전문서이자, 차문화를 집대성 한 다경(茶經)은 차의 기원, 

제다 기구, 제조 방법, 차 도구, 차 끓이는 법, 음차 풍습 등의 내용을 

담고있으며25 다학(茶學)의 출현이 가능하게 하였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26 육우는 차인에 대해 ‘정성스러운 행실과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행검덕(征行儉德)은 이래 중국차의 정신으로 

통용되고 있다.27 당대(當代) 이전의 차 문화는 주로 약용, 식용 등의 

실용적인 목적이었다면, 당대에 들어와서 차는 점차 음용 위주의 차로 

                                        

23 보성 차박물관 자료에 근거함. 
24 박지원,「중국의 차(茶)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79 
25 김신연,「한중일 차문화 비교」,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14 권 2 호, 2013, p.310 
26 박지원,「중국의 차(茶)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79 
27 김신연,「한중일 차문화 비교」,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14 권 2 호, 2013,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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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중국 사회에 차가 일반화 되기 시작한 시점이며, 차문화의 

윤곽이 정착되는 시기였다. 이후 음다 문화는 일반 시민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차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28 이후 당대를 지나 

송대(宋代)에는 차문화에 획기전인 발전이 있던 시기인데, 찻잎의 

생산은 급증하였고, 음다 풍습도 다양해졌다. 점다법이라는 새로운 

음다법이 개발되고, 찻잎의 품질과 차를 우리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투차 문화가 형성되었다. 투차 문화는 향후 차 품질과 차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를 파는 다점(茶店)의 확산이 

일어났다. 송대의 차문화는 또한 차와 관련한 시와 그림, 저술 활동 등 

문화·예술적 발전을 동반한 차문화 융성기라 볼 수 있다.29 

 

중국의 차문화는 한 단어로 ‘다예(茶藝)’로 설명한다. 茶藝는 차와 

관련한 예술적 기교와 공예를 뜻한다. 최초에 茶藝라는 말은 대만의 차 

문화 애호가들이 사용한 것으로 차와 현대 예술의 개념을 밀접하게 

연결해놓은 단어이다. 1977 년 중국 민속학회 전문가들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 다예(茶藝)라는 글자로 중국 차문화를 포괄하자고 확정하였다.30 

또한 중국 차문화의 특징은 생활 문화의 중요성이다. 중국의 차문화는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문화로서 폭넓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현대에까지 일상 생활화 되었다.31 

 

 

                                        

28 박지원,「중국 차(茶)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529 
29 박지원,「중국 차(茶)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3237 
30 왕종인,「동아시아 차문화와 광주의 춘설차」, 호남문화연구, 38 권 0 호, 2006, p.85 
31 박지원,「중국 차(茶)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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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2.2 일본의 차문화 역사 

일본의 차문화 다도(茶道)는 일본 문화의 결정체이자 일본인들의 생활 

문화로 인식 될 만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표되고 

있다.32  

 

일본의 음다풍속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언제쯤부터 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8 세기 중엽 나라 

시대(710~794)에 행다(行茶)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804 년 불교 

유학승 사이초(767~822)가 차 씨를 가져와 심은 것을 일본 차 전래의 

시초로 보고 있다.33 그 이래로 승려와 귀족들 사이에 차를 마셨는데 

894 년 견당사34 폐지 이후 음다풍속이 잠시 단절되었다가, 중국 송과의 

교역으로 차문화가 본격적으로 성행하였다.35 15 세기 후반에는 무가와 

상인들 사이에서 차가 사치스러운 유희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차의 

산지나 물의 산지를 알아 맞히는 투다(ꕔ茶)라는 놀이가 성행하였는데, 

무로마치 시대(1336-1573) 중기 이후엔 무가와 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치스러운 차회는 자취를 감추었다. 36 

일본 다도의 대표적인 차인 무라타 슈코(1423-1502)는 병풍을 두른 

작은 공간에서 차분하고 간소하게 즐기는 다선일미(茶先日味)를 

                                        

32 김인혜,「한·일 차 문화 특징 비교」, 일어일문학연구, 제 81 집, 2012, p.277300 
33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07 
34 일본 야마토 정권과 나라시대(710~794 년), 헤이안시대(794 년~1185)에 일본 

조정에서 당(618~907)에 파견한 조공사절(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35 김서현,「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8 
36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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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였다.37 중국에서 수입된 기물이나 예술품으로 찻자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떠들썩한 분위기로 진행하는 것을 초월하였을 때 오는 

아름다움과 선적인 요소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38 이후 

다케노 조오는 이를 더욱 계승·발전하여, 더욱 간소한 다풍인 와비차로 

이어나가며 일기일회(一基一會)39의 미학을 만들어내었다. 일본 다도는 

센노리큐(千利休)에 이르러 완성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집권세력의 도움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40  

 

다도는 말차를 이용하여 탕수를 붓고 이를 차 솔로 저어 거품을 내어 

마시는 차노유와, 다관 등을 이용하여 찻잎에 탕수를 따라 우려 마시는 

전다도로 나누어진다.41 일본의 차문화는 엄격한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당시 학문적 경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다도는 차를 

준비하는 과정, 차인의 자세, 차실의 공간 환경, 다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의미를 형식화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차문화 다도는 지나친 

형식화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보다 정돈된 형식의 강제를 통해 다도 

정신을 보급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42  

 

                                        

37 김서현,「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8 
38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12 
39 차를 내는 주인과 손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일생의 단 한번 뿐인 다회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40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08 
41 김서현,「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 
42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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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2.3 한국의 차문화 역사 

차라는 말은 한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쓰였던 우리말이며, 

茶는 한자이다. 한자가 도입된 것이 삼국시대이니 삼국시대 이전부터 

차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43 문헌 상으로 우리나라에 차가 최초로 

전래된 기록은 신라시대 삼국사기(82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신라에 전해진 차는 일부 승려들 사이에서 음용되다가 

차츰 귀족층으로 확산되어 상류층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라의 

음다 문화는 고려로 이어지며 더욱 융성하게 발전하였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융성과 동시에 차문화 융성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고려왕실의 

궁중 행사나 의식, 외국 사신과의 영접에서 다례(茶禮)를 행하였고,44 

왕과 귀족, 관리,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차를 즐겨 마셨다.45 

고려시대에는 차를 관장하는 다방(茶房)과, 사찰에서 차를 

재배·생산하는 다전(茶田)과 다촌(茶村)이 존재하기도 하였다.46  

또한 신분에 구애하지 않고 차를 사고 팔 수 있었던 다점(茶店)의 

존재는 고려시대의 차문화의 융성과 대중화를 엿볼 수 있는 근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차문화 역시 쇠퇴기에 들어섰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으로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차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였다. 

차 생산량은 감소하였음에도 사신에게 하사하거나 중국에 보내는 공물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차세가 극심하게 
                                        

43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19 
44 한미자,『아름다운 집념』, 눌와, 2005, p.19 
45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p.306 
46 임정남,「전통차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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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게 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문인들조차 차세로 인해 차를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백성들도 차농사를 기피하였다.47 하지만 조선의 

왕실에서는 그대로 다례가 이어졌으며, 후기에 초의(草衣), 혜장(惠藏), 

범해(梵海) 등의 승려와 정약용, 김정희 등의 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중흥기를 맞게 된다. 초의선사는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을 저술하고, 사대부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차문화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차인이다. 하지만 조선에 이르러 급속하게 

퇴보하였던 한국 차문화는 일제 강점하에 더욱 피폐해져 서민들은 물론 

중인들까지 차문화란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화가 되었다.48 이리하여 

한국의 차문화는 재배와 생산 등 실용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대중과 멀어진 양상으로 근대를 맞이하게 되었다.49 

 

 

                                        

47 김효은,「한국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41 
48 김효은,「한국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4 
49 한미자,『아름다운 집념』, 눌와, 2005,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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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2.4 한·중·일 차문화 특징 비교 결론 

한·중·일의 차문화는 각각 중국은 다예(茶藝), 일본은 다도(茶道), 

한국은 다례(茶禮)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다예(茶藝)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예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다구와 찻물을 준비하고, 찻물을 끓일 준비와 차를 우려내는 

방법 등 차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50 또한 다예는 일상 생활과 가까이 존재하여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예술인이 되는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한다.51 다예의 

특성에서도 보여지듯 중국의 차문화는 대중적이고 일상화 된 문화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차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에도 

일상적으로 차를 물처럼 즐겨 마신다. 차의 종주국답게 대표적인 차 

하나가 중국을 대표하기 보다는 오룡차, 만리향차 등 1,000 여종의 차가 

존재하고, 넓은 영토에서 상하지 않게 운반하기 위해 발달했던 발효차를 

현대에까지 즐겨 마시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다도(茶道)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정신적 활동이며, 

차를 통한 정신수양을 강조한다. 중국으로 전래된 차의 역사가 한국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도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로 전통 

문화로 변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도의 엄격한 형식화를 이유로 볼 수 

                                        

50 박지원,「중국 차문화에 관한 연구: 음다법의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6 
51 김효은,「한국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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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과 일본은 발효를 거치지 않은 불발효차를 주로 마셨는데, 두 

나라는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제다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형식을 중시하는 만큼, 차를 만드는 데에서도 이를 보여준다. 대부분 

식물의 잎은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엽록소를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녹색을 띄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차 잎의 색상을 차 안에서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의 살청(殺靑)52 과정에서 차 

잎을 찌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본의 전통차인 찐차가 나오게 

되었다. 차 잎을 찌게 되면 비린 맛이 나게 되는데, 비린 맛에 익숙한 

일본은 차의 맛보다는 색을 중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녹차(Green Tea)이다. 

 

한국의 차문화는 다례(茶禮)로 설명된다. 고려시대 승려들 사이에서 

참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일상다반사 

(日常茶飯事)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을 정도로, 당시 차문화는 밥을 먹듯이 

일상적인 문화였다. 또한 외빈을 접대하거나 제사 지낼 때 차를 올리던 

것에서 유래하여 차례(茶禮)라는 말이 생겨났고,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뜻으로 현재에도 쓰이고 있다. 차문화를 예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국은 의식과 예절을 중요시하였다. 한국의 전통 

제다 방식은 일본의 찐차와 달리 덖는 과정을 거치는 덖음차이다. 

‘덖다’라는 표현은 순 우리말로 물기가 조금 있는 고기나, 약재, 곡식 

                                        

52 가열하여 차 잎의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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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에 물을 더하지 않고 볶아서 익힌다는 뜻이다.53 차는 찻잎이 제다를 

통해 변화된 상태로, 찻잎의 색과 법제된 차의 색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찻잎과 차의 색상을 동일한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찌는 방법을 선택한 

차가 일본의 찐차(녹차)라면, 녹색 찻잎의 법제된 색인 다갈색의 제 색을 

찾도록 덖는 방법을 선택한 차가 한국의 덖음차이다.54 한국 전통차인 

덖음차는 은은하고 담백하며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그림 1. 찻잎을 덖는 과정55 

 

 

 

 

 

                                        

53 네이버 국어사전,「덖다」; ‘볶다’와 ‘덖다’의 차이는 행위의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볶다’는‘음식’또는‘음식의 재료’를 대상으로 하고, 

‘덖다’는‘물기가 조금 있는 고기나 약재, 곡식’따위를 대상으로 한다. ‘볶다’가 

음식이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는 방식이라면, ‘덖다’는 물기가 조금 있는 재료를 물을 더하지 않고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서 익히는 방식이다. 
54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94 
55 오설록 웹사이트, 「덖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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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일본 

용어적 특성 
다례 다예 다도 

예절 예술 정신 

공간적 특성 자연스러운 공간 다양한 공간 인위적인 공간 

형식적 특성 

자연스럽고  

적당한 속도와 

동작 

다양 
절도 있고 아주 

느린 동작 

제다법 특성 
덖음 방식 다양(주로 발효) 찌는 방식 

맛을 중시 향을 중시 색을 중시 

중시하는 가치 자연스러움 풍요와 아름다움 엄숙하고 경건 

 

                    표 2. 한국·중국·일본의 차문화 특성56

                                        

56 김효은,「한국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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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차 브랜드 사례연구 

 

y 2.3.1 국내 차 브랜드 

1) 보성 녹차 

전라남도 보성은 경남 하동, 제주와 함께 국내 3대 차 생산지이며, 

이중에서도 보성은 최대의 차 생산지이자 한국 차를 대표하는 명소이다. 

보성의 대표적인 차 밭 ‘대한다원’은 70년 이상의 긴 역사와 

150만평의 규모로 조성된 한국 유일의 차 관광농원이다. 보성에는 개인 

소유의 차 밭 농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다원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경관이 아름다워,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다원 일대 임야를 1957년 

장영섭 회장이 인수하여‘대한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약 50여만평의 차 밭을 일구고 삼나무, 백나무, 주목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동백나무, 대나무와 목련 등의 꽃까지 약 

300만 그루의 관상수와 방풍림을 심어 자연 생태를 조성하였다. 현재는 

약 580만 그루의 차나무가 자라는 국내 유일의 녹차 관광농원(1994년 

관광농원 인가)으로 가꾸어져 왔다. 대한다원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2005년 친환경 농법에 의한 유기농 녹차 밭으로 인정되었고, 맛과 향이 

야생 차와 같은 유기농 고급 차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연간 녹차 

12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녹차 생산지이다. 

 

보성은 한국의 차를 대표하는 지역인만큼, 지역 브랜드 슬로건으로 

‘녹차수도 보성’을 사용하고 있다. 보성의 상징인 ‘보성녹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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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녹차수도 보성 브랜드 로고 및 슬로건 

그림 4. 보성 지리적 표시제 마크 그림 3. 보성 군수품질인증 마크 

대한 직간접적인 이미지와 남해바다 테마 관광 휴양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보성군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시각적으로 담아낸57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 

 

 

 

 

 

 

 

보성에서 생산된 차는 군수 품질인증제를 통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제조, 가공, 유통되는 녹차 잎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와 인증에 대하여 보성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심의를 

통과한 녹차는 군수인증 상표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번호가 

기재 된 제품 설명서가 부착된다. 또한 보성군은 지리적 표시제를 

통하여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임을 인증하고 있다.58  

 

 

 

 

 

 

                                        

57 보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 
58 보성 한국차박물관 자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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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성군청에 소개 된 다양한 녹차 제품 

보성 대한다원의 차 판매점을 방문해보면, 다양한 보성 녹차 브랜드들의 

제품을 볼 수 있으며, 보성 중계장터 웹사이트를 통하여 보성군이 

지정한 우수 농특산물을 확인해볼 수 있는 온라인 장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보성의 다양한 녹차 브랜드들은 개별적으로 브랜드 개발 

마케팅과 패키지디자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점에 방문하였을 때, 보성 녹차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5. 보성군청 홈페이지의 녹차제품 대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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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한 개별 녹차 브랜드들이 각자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고 다양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성군은 2016 년 1 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된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공동 브랜드 미미보(美味寶)를 개발하였다. 미미보는 맛과 

멋, 멋과 맛, 무엇이 먼저랄 것이 없이 천하일품이고, 모든 먹거리에 

대해 보성군수가 임금의 옥새처럼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을 지녔다. 

보성의 차밭을 시각화하여 동양적인 선과 여백으로 표현하고, 중후한 

녹색과 여백의 흰색으로 깨끗한 보성의 자연과 품격있는 최상급 보물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특정 라인에 갇혀있지 않은 형태는 

보성 농특산물의 셰계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한다.59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결과는, 보성 녹차만의 

특징이나 차문화를 담아내는 과정이 아닌 그저 보성 녹차밭의 시각적인 

외양을 그대로 단순화 하여 동양적 느낌으로 구현해낸 것 뿐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한국의 차문화를 대표하는 고장 보성에서 

                                        

59 보성군청 보도자료 (http://www.boseong.go.kr/board) 

그림 7.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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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대표 BI 라는 점에서, 미미보(美味寶)라는 한자어 네이밍은 

마치 중국의 차 브랜드 중 하나와 같이 보이는 느낌을 자아낸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차문화는 중국과 일본과는 차별화 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분명히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국 차를 대표하는 보성의 브랜드조차 한자어를 사용한 아이덴티티 

네이밍과, 한국 차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1 차원적인 

시각 측면에만 국한한 심볼 이미지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사용하고 

있다. 동양적인 선으로 차 밭을 표현하였다는 미미보의 심볼은 동양 

어느 국가의 차 브랜드에 적용하여도 무색 할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 

브랜딩 현황은 한국 차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의 측면에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 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소통에 어려움을 낳는 

실태의 대표적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8. 미미보 패키지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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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설록 (O’Sulloc) 

오설록은 아모레퍼시픽 기업의 차 브랜드로 고 서성환 회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79 년 제주의 황무지에 녹차 밭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여, 

약 15 만 평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다원과 녹차 공장을 설립하였다. 

오설록이라는 네이밍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녹차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의 표현과, Origin of Sulloc 이곳이 설록차의 고향’이라는 뜻을 

내포한다.60 1986 년 잎차 억수 출시를 시작으로 1992 년 고급 잎차 

제품인 설록차 우전 옥로와 캔 설록차, 설록차 페트 등을 출시하며 

차문화의 대중화를 시작하였다. 오설록은 2001 년 국내 최초로 제주에 차 

박물관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을 개관하였고, 이어 2004 년 도심 속에 

오설록 티하우스(티 카페) 1 호를 서울 명동에 오픈하였다. 현재에는 

제주를 포함한 19 개의 티하우스가 전국적에 분포해있어 이곳에서 

커피와 같이 차를 즐길 수 있고, 총 44 개의 백화점 내 오설록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61 

 

 

 

 

 

 

 

 

 

                                        

60 위키백과, 오설록 (https://ko.wikipedia.org/wiki/오설록) 
61 오설록 홈페이지에 근거하여 재구성 (http://www.osulloc.com/kr) 

그림 9. 오설록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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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설록 브랜드 심볼 

 

 

 

 

 

 

 

 

 

 

 

‘제주의 녹차’를 콘셉트로 하고있는 오설록은 브랜드 심볼에서도 역시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자체 로고타입을 개발하여 오설록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면서도, 

심볼 이미지에서 은은하고 자연적인 정취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Jeju tea 

garden since 1979 라는 슬로건을 통해 제주의 차를 모태로 한 유서깊은 

브랜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설록은 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재고하고, 제주 

녹차밭을 도심 속에 가져와 대중들과의 접점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녹차를 원료로 한 다양한 음료와 케익,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전통 차를 현대 디저트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인들에게 커피 대신 

차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차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이 되었다. 또한 오설록에서 출시하는 

프리미엄 녹차 라인 ‘세작’, ‘우전’, ‘일로향’이 2015 북미차 챔피언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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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n Tea Championship)에서 각각 덖음차 부문 1,2,3 위를 

수상하기도 하여 한국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였다.62  

 

하지만 오설록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살펴보면, 한국 차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오설록 

온라인 몰에서 베스트 셀러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설록 디저티 

세트(그림 10)는 다채로운 맛과 향의 블렌디드 티로, 선물 케익 상자의 

패키지에 달콤한 디저트 컨셉의 차라고 설명되고 있다. 제품의 구성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살펴보면, 한국 고유의 차문화, 제주의 차문화와는 

관련 없이 패키지의 심미성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몰에 소개된 제품의 디스플레이 사진을 살펴보면, 유럽의 

디저트인 마카롱과 마시멜로우 등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 마치 유럽의 

홍차 브랜드 중 하나의 패키지 디자인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62 지세현,「오설록, 전세계 한국차(茶) 우수성 입증 올해로 5 년째」,『컨슈머와이드』, 

2015.08.24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 

그림 11. 오설록 베스트셀러 제품인‘오설록 디저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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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설록 디저티 세트 제품 컨셉사진 

그림 13. 오설록 신 오브 제주 세트 

 

 

 

 

 

 

 

 

 

 

물론 오설록의 상징인 제주를 콘셉트로 한 차 제품들도 다양하다.  

‘신 오브 제주 세트’라는 제주의 비경을 담은 블렌디드 티는 제주의 

정취를 전달하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디자인 되어있다. 제품의 

이름도 차의 성분으로 짓는 대신, 햇살언덕, 달빛걷기, 바람노래 등 차를 

음미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제주의 정취를 네이밍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한국의 차문화를 전달하기 보다는 

보다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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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3.2 해외 차 브랜드 

 

1) 중국 차 브랜드 

중국은 넓은 국토와 1000 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차 종류로 인해, 특정한 

브랜드가 중국의 차를 대표하기보다는 수많은 브랜드와 제품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차는 이미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차 전문점을 통해 차를 접할 수 있으며, 차를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차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구매한다. 그 중에도 중국 내에서 차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몇몇 중국 

차 브랜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y 천복명차(天福茗茶) 

천복명차는 1993 년에 설립 된 차 브랜드로, 대만의 브랜드 천인명차가 

중국에 들어오며 천복명차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차 

브랜드가 존재하는 중국 내에서 품질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중국 내 300 여곳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어 중국 어디서나 천복명차 

매장을 볼 수 있을 정도이며, 대만의 차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다예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와 중국 전통의 

형형색색 다기들이 진열되어 있고, 다양한 차의 종류와 현대화에 맞춘 

차로 만든 사탕과 과자 등의 디저트 류도 볼 수 있다. 

 

 

 

 

그림 14. 천복명차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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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차를 선호하는 중국답게 천복명차에서는 오룡차(우롱차)와 보이차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패키지로 되어있는 상품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차를 

골라서 무게만큼 구입할 수도 있다.  

 

 

 

 

 

 

 

 

 

 

 

y 우위타이(吳裕泰 ) 

1887 년에 설립되어 120 년을 이어온 중국 차 전문점으로 천복명차와 

쌍벽을 이루는 명차 브랜드이다. 다른 곳보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품질 면에 있어서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우위타이 또한 다양한 차 

종류와 중국 전통의 다기도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그림 15. 천복명차 다양한 제품품 패키지 

그림 16. 우위타이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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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복명차와 우위타이를 포함하는 중국의 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패키지 

디자인이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차 제품의 품질에 더욱 집중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에 맞게, 포장된 상품 말고도 무게에 따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차 전문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붓글씨 형상의 중국어 

로고타입이나 붉은색 계열의 컬러 사용 등으로 중국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통일된 

콘셉트나 이미지는 발견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우위타이 상품 패키지 



 

48 

2) 일본 차 브랜드 

y 잇포도 차호(Ippodo x 一保堂) 

잇포도는 1717 년부터 300 년이 넘도록 일본의 최상급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교토의 차 브랜드이다. 잇포도는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말차를 제공하겠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잇포도에게 있어 단순한 음료가 아닌 즐기고 축복하는 순간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한 잔의 최상급의 차를 마신다는 

만족스럽고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63 잇포도에서는 40 여종 

이상의 일본 전통 차를 만나볼 수 있으며, 차 한잔을 마시는 경험 

속에서 일본의 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잇포도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차들을 모두 무료로 시음해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잇포도는 

일본의 전통 차 ‘말차’로 유명하다. 

 

 

 

 

 

                                        

63 잇포도 웹사이트 참고로 재구성. (http://www.ippodo-tea.co.jp/en) 

그림 18. 잇포도차호 브랜드 로고 

그림 19. 잇포도차호 말차 선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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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방문하면 찻잎을 고르고 차를 끓이는 방법부터 마시는 것까지 

직원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 일본의 다도를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다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양하고 세분화 된 설명을 엿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의 

풍미에 따라 Rich-Balanced-Light 로 나누어 분류해 두고, 마시는 방법과 

일본의 다도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담겨있다. 

 

 

 

 

 

 

 

 

 

 

잇포도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살펴보면 각각 품목별로 대표하는 

디자인 상징이 있으며, 그 안에서 일본스러움이 물씬 느껴진다. 모든 

제품은 종이로 정성스럽게 한번 더 포장하여 귀한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림 20. 잇포도차호 웹사이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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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포도차호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300 년이 넘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만큼 일본의 다도를 고스란히 이어오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물론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수 있는 차나, 말차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 류들도 생겨나 현대화에 발맞추고 있다. 하지만 잇포도는 

소비자들에게 일본의 전통 차를 일본 전통 다도와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가치는 오랫동안 그대로 간직한 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하여 일본의 다도를 알리는 데 더욱 기여하고 있다.

그림 21. 잇포도차호 말차(위), 티백(아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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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후쿠주엔 (Fukujuenx福昦園) 

일본의 교토는 고급 녹차의 대명사라 불리는 우지차(宇治茶)의 

원산지이자 다도의 중심지이다. 후쿠주엔은 1790 년 교토에서 생겨난 

유서 깊은 일본 차 전문점으로, 10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후쿠주엔의 

건물은 각 층에서 각기 다른 콘셉트로 우지차를 즐길 수 있게 

꾸며져있다. 우지차를 블렌딩하여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는 층, 다양한 선물용 우지차 패키지를 접할 수 있는 층, 우지차를 

주원료로 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층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전통 다도 공간으로 꾸며져 말차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층도 마련되어 있다.64  

 

 

 

 

 

 

 

 

 

 

 

                                        

64 이소영,「Kansai Gourmet」,『조선일보 Style 매거진』, 2013.09.16 

(http://www.stylechosun.co.kr/online/?p=25693). 

그림 23. 후쿠주엔 제품 패키지 

그림 22. 후쿠주엔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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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양의 차 브랜드 

y 포트넘 앤 메이슨(Fortnum & Mason) –영국 

1707 년 포트넘과 메이슨이 영국 런던 피카딜리에 공동으로 설립한 

영국의 식료품 및 홍차 판매 회사이자 홍차 브랜드이다. 창립 당시에는 

식료품점으로 시작하였다가 1921 년부터 홍차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후 

영국 왕실과 귀족들에게 홍차와 식료품을 납품하며 명성을 얻게 

되었다.65 포트넘 앤 메이슨은 영국을 대표하는 홍차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특히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65 두산백과, 「포트넘 앤 메이슨」 

그림 24. 포트넘앤메이슨 브랜드 로고 

그림 25. 포트넘앤메이슨 제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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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로네펠트(Ronnefeldt)-독일 

로네펠트는 영국의 포트넘앤메이슨(Fortnum&Mason), 프랑스의 

마리아주(Mariage Freres)와 함께 세계적인 티 브랜드로 알려져있다. 

1823 년에 창립되어 200 여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수제방식으로 찻잎을 채취하고 관리하여 고급 차만을 공급해오고 있다.66  

 

 

 

 

 

 

 

 

 

 

 

 

 

 

 

 

 

 

  
                                        

66 권하영, 「로네펠트 티하우스 1823 을 만나다」, 『티매거진』, 2015.07.31, 

http://teamagazine.net/ 

그림 26. 로네펠트 브랜드 로고 

그림 27. 로네펠트 티백 제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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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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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3.1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해 

y 3.1.1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이란 사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보이는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본래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던 말이었으나, 점차 확대되는 시장의 세분화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연구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67 마케팅 문헌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행동, 관심사, 의견 등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68 이러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비 행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비구조의 

변화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 구조변화와 문화 등 통찰적 관점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곧 소비의 결과가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69 결론적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가치관, 생활양식, 

소비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7 두산백과, 「라이프스타일(Lifestyle)」 항목 참조. 
68 Bernd H. Schmit, 박성연, 윤성준, 홍성태 역,『체험마케팅』, 세종서적, 2002, p.239 
69 김승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브랜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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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3.1.2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급격한 경제 발전과 빠른 기술 혁신으로 사회적x경제적x문화적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생활관 및 가치관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세분화되고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기존에 상품의 기능이나 가격 등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성소비에서, 상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 등의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감성소비70와 가치소비71로 변화하게 된다. 상품 

자체를 구매하기 보다는 상품으로부터 전달되는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비 변화는 더욱 범위가 확장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포함한 브랜드 공간에서의 복합적인 요소로부터 얻어지는 브랜드 경험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브랜드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목적을 두던 브랜드 매장에서, 휴식·식음·브랜드 체험 

등 고객의 오감을 자극하고 만족시키고 브랜드를 인지·각인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72 

 

홈, 리빙 등의 생활용품에서 출발한 브랜드, 패션에서 시작한 브랜드 등 

출발점은 다르지만, 각각의 브랜드는 다양한 아이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문화 기업으로 

                                        

70 기능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감각이나 감정에 따른 소비 
71 소비자의 경험과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가치 중심적인 소비 
72 고은별, 최경란,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샵의 VMD 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10(6), 2009,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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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정 제품 군에 대한 전문성을 

초점으로 하던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여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73  

 

선행 연구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현재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용품 전문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숍, 

라이프스타일 숍,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토털 인테리어 숍, 멀티숍, 

편집숍, 셀렉트숍 등 다양하게 혼재되고 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개념을 종합해보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란 ‘명확한 콘셉트를 중심으로 

생활에 전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경험에 걸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74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주로 가구,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리빙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1949 년 핀란드에서 설립된 마리메꼬(marimekko) 

부터 1980 년 일본에서 소개된 무인양품, 1991 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10 꼬르소꼬모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여러 산업 군으로부터 발생하여, 각각의 브랜드가 

지닌 독특하고 뚜렷한 콘셉트를 토대로, 다양하게 확장된 제품의 범주를 

                                        

73 김승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브랜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7 
74 이현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체험적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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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75 이와 같이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서와 콘셉트를 반영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도 다양한 해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 태생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래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목적으로 나타난 브랜드들 이외에도, 기존에는 

하나의 콘셉트와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브랜드가 점차 그 양상을 

확장하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범위를 넓혀가는 사례에 대해 이를 

통합 브랜드로 바라보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는, 기존에 

한국의 차(茶)와 관련한 브랜드들이 차라는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어 

브랜딩하던 것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하나의 콘셉트를 

중심으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같이, 생활 

전반에 한국의 차문화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브랜딩하는 최종 

연구 결과와 이어지게 될 것이다.

                                        

75 오수진, 김영롱, 나건,「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위한 컨셉 개발 방향 제안 연구: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제 7 권 4 호, 201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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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례연구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가구나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리빙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명칭은 리빙 브랜드, 편집숍, 

멀티숍, 인테리어 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 다양하게 혼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태초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브랜드 사례로 바라보고 고찰해본다. 

 

1) 마리메꼬(Marimekko) 

마리메꼬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특유의 과감한 

패턴과 색상의 조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있다. 1949 년 

텍스타일을 인쇄하던 프린텍스(Printex) 회사에서 시작하여, 핀란드어로 

친근한 여자 이름을 의미하는 ‘마리’와 옷이라는 의미의 ‘메꼬’를 합친 

Marimekko 로 브랜드 명을 변경하고, 1952 년 헬싱키에 1 호 매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특유의 

과감한 패턴과 강렬한 색상의 조합을 선보이며, 직설적이고 대담한 

핀란드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마리메꼬는 특유의 꽃무늬 패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있다. 

마리메꼬 브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꽃무늬는 익숙하게 인지하곤 

한다. 우니꼬(Unikko)라고 불리는 이 패턴은 양귀비 꽃을 묘사한 것으로, 

그림 28. 마리메꼬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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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우니꼬(Unikko) 패턴 

1964 년 마리메꼬의 디자이너였던 마이야 이소라(Maija Isola)가 탄생시킨 

패턴이다. 창립자 아르미 라티아(Armi Ratia)는 자연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무늬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꽃무늬 천을 만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디자이너 

마이야는 이를 무시하고 여러가지 꽃무늬 패턴을 제안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니꼬 패턴이었다. 당시 5,60 년대 이미 유럽 전역에 대중화 

되어있던 기존의 꽃무늬 패턴과는 차별화되던 우니꼬 패턴은 아르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우니꼬의 단순화 된 그래픽 

꽃무늬 패턴과 이를 더 돋보이게 하는 과감한 색상 조합은 곧바로 

사람들의 눈에 각인되었고, 그 이후 줄곧 마리메꼬의 상징물이 되었다.76  

 

 

 

 

 

 

 

 

 

 

 

 

 

 

                                        

76 「마리메꼬, 우니꼬(unikko) 패턴 50 주년」, (http://www.designdb.com/dreport) 



 

61 

마리메꼬는 기존의 텍스타일 회사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우니꼬 

패턴을 중심으로 1,000 여종의 개성있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르고 있다. 옷이나 가방, 보석 등의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침구류, 쿠션 등의 페브릭 제품과 욕실제품, 주방용품 

등까지 전반적인 생활 용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 마리메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50 년이 지나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는 점이다. 

2014 년에는 마리메꼬의 50 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니꼬 패턴을 접할 수 있는 이벤트가 기획되었는데, 

소비자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곳곳에 우니꼬 패턴을 

적용하여 브랜드와 상징 패턴을 함께 홍보하기도 하였다.77  

 

                                        

77 김승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브랜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57 

그림 30. 우니꼬 패턴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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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메꼬는 옷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2012 년 핀란드의 

항공사 핀에어(Finnair)와 디자인 협력을 맺게 되었다. 핀란드 대표 

브랜드 마리메꼬의 우니꼬 패턴을 입힌 항공기는 헬싱키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에서 운항되고 있으며, 승무원 복장부터 기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쿠션 등을 포함한 기내의 모든 부분에 마리메꼬 

특유의 패턴이 적용되어 핀에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핀란드 감성과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31. 'marimekko for FINNAIR’  
항공기와 기내 제공되는 제품들에 적용된 마리메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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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리메꼬는 모든 제품에서 친환경적인 소재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화려한 컬러와 대담한 그래픽 속에서도 기업이념을 잃지 않고 핀란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까지도 대변하고 있다. 하나의 패턴으로 시작하여,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아우르고, 핀란드의 문화와 

감성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자리잡은 마리메꼬의 사례는, 본 연구가 

한국 차문화를 대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2) 무인양품(無印良品, MUJI) 

1980 년 설립 된 무인양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다.  

‘상표가 없는 좋은 물건’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無印良品’은 크게  

의류, 생활용품(가정용품, 문구류, 가구), 식품 등 일상생활에 걸친 

토탈(total) 상품을 기획-개발-제조-유통-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다. 

 

무인양품은 ‘소재의 선택, 공정의 점검, 포장의 간략화’라는 세 가지 

기업 이념 아래에서, 제품 생산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심플하고 가격이 

낮으며,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례로 

표백처리 과정을 생략한 종이는 옅은 베이지색이 되는데, 무인양품은 

이러한 종이를 패키지와 라벨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78, 이러한 순수하고 

신선한 제품 디자인은 무인양품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78 무인양품 웹사이트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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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양품은 명확한 자신들만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 ‘no brand’라는 역 발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심플하고 단순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무인양품은 특정한 타겟 층을 

두고, 유행이나 시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가장 근본으로 두고 제품 본질, 본연의 모습을 중시하는 디자인 철학을 

지닌다. 무지의 디자인은 수장 디자이너 하라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무인양품의 디자인과 철학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매장을 오픈하며 ‘무지 스타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글로벌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79 

 

무인양품은 2000 년대 초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적자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기존의 슬로건이었던 ‘이유 있는 저렴함’을 ‘하이퀄리티, 

베이직, 창조적인 생략’이라는 긍정적인 콘셉트로 변경하면서 위기를 
                                        

79 김성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Urban mom 의 VMD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31 

그림 32. 무인양품 브랜드 로고 

그림 33. 무인양품의 콘셉트가 드러나는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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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할 수 있었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디자인을 줄이는 것이다. 가격보다는 

무인양품의 콘셉트와 가치를 파는 것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무인양품의 연구소에서 고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패스트 패션과 같이 저렴한 것을 고집하는 고객들의 소비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를 구입해도 오래 쓸 수 있는 고 퀄리티의 천연소재를 

추구한다는 의견이었다. 무인양품은 이러한 소비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는 것을 디자인 철학으로 

전 세계에 매장을 넓혀가는 무인양품은 일본 국내에 372 개점, 유럽, 

미국, 홍콩,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00 개가 넘는 해외 

매장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담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80 

 

무인양품은 기업 이념을 고스란히 제품과 판매 공간 디자인에 

담아내었고, 이는 무인양품의 디자인 철학을 대표하게 되었다. 무인양품 

역시 자신들의 명확하고 신선한 자신들만의 콘셉트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동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가는 

브랜드라 볼 수 있다.

                                        

80 http://www.fashionbiz.co.kr/WW/main.asp?cate=2&idx=13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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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JAJU 의 브랜드 로고 

 

 

 

 

 

 

 

 

 

 

 

 

 

 

3) 자주(JAJU) 

자주는 2000 년 이마트에서 시작한 ‘자연주의’를 2010 년 신세계 

인터네셔날이 인수하여 2012 년 자주(JAJU)로 리뉴얼 한 브랜드이다. 

자주(自主)는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지향하며, 브랜드 초기 

자연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의 생활용품과 패션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에는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실용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34. 무인양품 제품을 통해 제안되는 라이프스타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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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JAJU 의 Korean Style Edition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시장 규모는 약 2 조 5000 원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중 자주는 독보적으로 성장한 브랜드이다. 2015 년 말 기준 

자주 매장은 147 개로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숍 중 가장 

많은 매장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 년 가로수길에 연 플래그십스토어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채널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듬해에는 JAJU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여 온라인 채널까지 

확보하게 되었다.81 자주는 가로수길 플래그십 오픈을 기념하며 한국의 

문화적 상징을 담아낸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코리안 스타일(Korean Style) 에디션은 한국의 문화적 상징인 솟대, 

호랑이, 오리, 백일홍에서 모티프를 얻어, 의류, 가방, 쿠션, 비누, 식기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라인을 제안하였다.82  

 

 

 

 

 

 

 

 

 

 

 

                                        

81 이연지, 「라이프스타일 선두주자, 신세계인터내셔날」, 『이코노믹리뷰』, 

2016.03.30,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80 
82 이아현, 「패셔너블 ‘코리안스타일’뜬다」, 『패션비즈』, 2014.07.02, 

(http://www.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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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JAJU 는 아직 국내의 미숙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JTBC 에서 방영되는 토크쇼 ‘썰전’에서는 신세계 

인터네셔날의 자주와 일본의 무지가 너무 흡사한 콘셉트와 분위기를 

자아내서, 자주가 무지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83 

 

 

 

 

 

 

 

 

 

 

 

 

이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성숙기에 접어들어, 자신들의 문화와 

명확한 콘셉트를 제품과 판매 공간에 담아내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대변하기도 하는 해외의 사례에 비하여,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은 타겟층의 모호함과 다양성이 결여된 

획일적 상품 구성, 그리고 일반적인 디자인 제안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 대에서 50 대까지 100 명을 상대로 라이프스타일 숍의 인지도에 
                                        

83 이제나, 「'썰전 이마트 자연주의 자주, 무인양품 무지 똑같이 따라해」, 

『스타서울』, 2016.01.15, (http://www.starseoultv.com/news/) 

그림 37. JAJU 의 매장 외부/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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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문조사를 실행한 선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혀 모른다(48%), 

조금 알고있다(44%), 알고있다(8%), 잘 알고있다(2%)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 숍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으며,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84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은 북유럽풍의 디자인, 서구적인 

라이프스타일, 킨포크 라이프스타일 등 한국만의 디자인, 생활양식보다는 

다른 국가의 디자인과 문화를 차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선 사례 연구를 통해, 마리메꼬와 무인양품은 각각 명확한 

콘셉트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를 수 있었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넘어 국가와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음을 볼 수 있었다.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선, 명확하고 개성있는 

콘셉트를 통한 일관된 적용 속에서, 시대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유기적인 변화가 앞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85  

                                        

84 고은별, 최경란,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샵의 VMD 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10(6), 2009, p.31 
85 김승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브랜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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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확장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례연구 

하나의 제품을 중심으로 하던 브랜드가 본인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다양한 제품 군에 적용하여 범위를 확장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소비자 생활 전반의 제품들에 기존 아이덴티티를 적용함으로써 브랜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해당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사례이다. 

 

 

1) 펭귄북스(Penguin Books) 

펭귄북스는 1935 년 앨런 레인(Allen Lane)에 의해 설립된 영국 

문고판(페이퍼백86) 출판사이다. 당시 영국의 도서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하드 커버만을 출판하던 도서 시장에서 종이 표지의 책은 

저렴하고 질이 낮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책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만이 즐길 수 있는 유희나 

다름없었다. 

 

기차역 구내 서점에 방문한 앨런 레인은 값이 싸면서도 질 좋은 책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 경험을 계기로 당대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문고본으로 출판을 계획을 세웠다. 1935 년 7 월, 그는 6 펜스짜리 문고본 

10 종을 발간하였고 이것이 펭귄북스의 시작이 되었다. 펭귄북스의 

출현은 값싼 도서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놓았다. 펭귄북스의 성공은 세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적을 통해 

                                        

86 페이퍼백(paperback): 책 표지를 종이 한 장으로 장정한 포켓판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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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펭귄북스 표지 디자인 

대중들이 쉽게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 둘째, 매력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한 표지 디자인이다. 기존의 문고판 발행인들이 

디자인과 글의 질에 무관심했다면, 펭귄북스는 디자인만으로 읽고 싶은 

책이란 인식을 만들어 내었다. 셋째, 서점 외로 확대 된 도서 판로이다. 

기존의 서적은 서점에서만 볼 수 있었다면, 펭귄북스의 도서는 철도역, 

신문가판대, 담배가게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87 

 

펭귄북스는 출판사 중 처음으로 브랜딩이란 개념은 도입한 회사이다. 

당대 기존의 출판사들은 책의 내용과 연관성 있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책을 고르는 

데에 있어 누가 출판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펭귄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다양한 서적에 통일 된 표지 디자인을 통해 

출판사를 알리는 데에 주목했다. 3 개의 수평선으로 분할된 펭귄만의 

그리드와 영국의 대표 서체 길 산스를 이용한 타이포그라피, 장르를 

구분하는 표지 색상과 친근한 로고와 심볼을 통해 펭귄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립하였다. 감각적인 표지 디자인은 독자들을 

사로잡았고, 펭귄이 출판했다는 것만으로도 책을 구매할 이유가 되었다. 

 

 

 

 

 

 

 
                                        

87 네이버 지식백과 「펭귄북스」(http://terms.naver.com/)의 내용을 재구성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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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지 디자인은 펭귄북스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적 이외의 다양한 상품에 확장 적용되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출판사=도서를 파는 곳’을 의미하던 것에서 벗어나 ‘책을 읽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용품들에 적용하여 더욱 확장 된 제품과 방식으로 

소비자의 일상 속에 접근하는 것이다. 제품은 에코백, 접이식 의자, 

머그컵, 노트, 파우치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용품을 

아우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적용된 제품들이 단순히 무작위 한 

용품들이 아닌, 모두 독서라는 행위와 연계된 상품이라는 것이다. 

 

 

 

 

 

 

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책갈피, 노트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품으로 확장되던 것에서, 책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어디서든 독서를 

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 책을 읽으며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머그컵 등 

모두 책을 읽는 행위와 연계된 제품들을 통해 독서라는 행위를 일상에서 

제안하고 있다. 책을 그저 서점안에 가두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펭귄을 

접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펭귄북스는 단순히 책을 다루는 

그림 39. 펭귄북스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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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팬톤 로고 

그림 41. 팬톤 컬러 책 

출판사를 넘어서, 책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일상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팬톤(Pantone) 

팬톤은 미국의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색채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다. 1963 년 로렌스 허버트가 설립하였으며, 수 

많은 색에 고유 번호를 붙여 만든 팬톤 컬러매칭시스템(PMS: Pantone 

Matching System)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팬톤의 컬러매칭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 패션, 홈, 건축과 인테리어, 페인트 등 색상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전세계의 디자이너, 제조업, 소매업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색상의 표준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팬톤은 컬러매칭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컬러에 고유한 번호를 적용하였고, 

이를 부채 형태로 만들어 표준 컬러 책을 만들었다. 특히 팬톤은 사각형 

형태에 솔리드하게 색상을 채워넣고, 그 밑에 고유한 이름과 번호를 

기록한 팬톤 컬러칩을 만들어 아이덴티티화하였다. 컬러칩을 이용해 

팬톤은 색상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팬톤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고유한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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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은 컬러칩의 모양을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컬러에 영향을 주고받는 제품군의 범주를 확장해가고 있다. 팬톤의 사례 

또한 컬러라는 하나의 콘셉트에서 출발하여, 컬러칩이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여 브랜드 범위를 확장하는 

브랜드라 볼 수 있다. 

  

 

 

 

 

 

 

 

 

 

 

 

 

그림 42. 팬톤 컬러칩 

그림 43. 팬톤 컬러칩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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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마몬(쿠마몽)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을 대표하는 캐릭터 쿠마몬은 지역의 캐릭터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어 

통합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5 시간 거리에 위치한 구마모토 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자체 중 하나에 불과했다. 지난 2011 년 규슈 지역 고속철도 

신칸센의 개통을 앞두고 구마모토현은 지역 홍보의 목적으로 디자이너 

미즈노에게 지역 로고를 의뢰했고, 그는 쿠마몬을 제안하였다. 쿠마는 

일본어로 곰을 뜻하며, 몬은 사람을 뜻하는 지역 방언이다. 또한 

구마모토 현과 발음에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쿠마몬은 단순히 지역 캐릭터를 넘어, 구마모토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구마모토현의 관광객은 전년 대비 2 배로 증가하였고, 전국 

지자체 47 곳 중 인지도가 32 위에 불과했던 구마모토현은 쿠마몬 출시 

3 년만인 2014 년에 인지도 18 위로 상승하였다. 쿠마몬 캐릭터가 부착된 

그림 44. 쿠마몬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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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첫 출시 당시 매출 250 억원 달성 후, 4 년만에 1 조원을 

돌파하였다. 일본의 지자체 캐릭터는 4000 여개를 넘어서지만, 쿠마몬과 

같은 매출과 인기로 이어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또한 쿠마몬과 

관련한 상품 수는 2011 년 3983 개에서 2015 년 7 만 143 개로 증가하였다. 

 

 

 

 

 

 

그림 45. 쿠마몬의 파급효과88 

 

쿠마몬은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친다. 지난 

2013 년 구마모토현은 쿠마몬의 잃어버린 홍조를 찾는다는 동영상을 

배포했고, 전국에서는 쿠마모의 뺨과 관련된 제보 수천 건이 쏟아졌다. 

이 캠페인은 구마모토현이 딸기 등 붉은 채소와 과일의 농산지임을 

홍보하는 영상이었다.89 이외에도 쿠마몬 실종 사건이라는 캠페인을 

실행해 일본 전역과 미국, 유럽 등을 돌며 100 만여장에 이르는 홍보 

명함을 배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쿠마몬의 또 다른 특징은 캐릭터 사용료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구마모토현에서 재배한 농산물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된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쿠마몬에 대한 사용 문의가 쏟아졌고, 사용 허가를 

                                        

88 최인준, 「1 조원 매출 곰 캐릭터 키운건 縣공무원들」, 『조선닷컴』, 2016.03.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2/ 
89 정만석, 강진성, 김귀현 「잘 만든 지역캐릭터가 지역 경제 살린다」,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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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업자만 5160 명에 달하고 있다. 단순히 구마모토 현에서만 

쿠마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본 전국 각지에서 쿠마몬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쿠마몬은 현청 내 매점과 구마모토 역, 백화점 등에 옷, 생활용품, 식품, 

농 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 군에 적용되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쿠마몬은 현재 구마모토 현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본 TV 프로그램 등에 

출현하여 지역을 홍보하기도 한다. 또한 구마모토현에는 쿠마몬 

스퀘어가 생겨, 구마모토현 장인이 만든 쿠마몬 상품을 팔고 있으며, 

쿠마몬 카페 등도 볼 수 있다. 

 

 

 

 

 

 

 

 

  그림 46. 쿠마몬의 적용과 활동 모습90          그림 47. 쿠마몬 스퀘어 상품들91 

 

                                        

90 이기준, 「日 지자체의 잘 만든 캐릭터 구마몬 매출 1 조원 돌파」, 『중앙일보』, 

2016.03.03 
91 정만석, 강진성, 김귀현 「잘 만든 지역캐릭터가 지역 경제 살린다」,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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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몬의 디자인적 성공 요인은 캐릭터의 중립성, 형태 및 색채의 

단순성,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키지 여행상품과 호텔 예약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캐릭터가 

노출될 수 있도록 매일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92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을 넘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캠페인들을 시행하고, 이를 곳곳에 적용하여 홍보뿐만 아니라 

구마모토현을 대표하게 된 쿠마몬은 단순한 지역 캐릭터가 아닌 

구마모토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4)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펭귄북스, 팬톤, 쿠마몬이 하나의 제품군,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군에 이를 적용하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한 사례라면,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는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드 공간으로 확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례이다. 얼핏 보면 카드사와 라이브러리라는 

전혀 연관성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현대카드가 내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와 콘셉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라이브러리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느껴지게 전달하고 있다. 

 

금융 상품을 매개로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보험, 카드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는 보수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기존의 

                                        

92 니혼게이지신문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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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금융회사 하면 떠오르는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하고, 디자인을 근간으로 한 디자인 마케팅을 통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선두적인 브랜드 기업이 되었다. 

 

2003 년 현대카드는 기업 서체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던 시절, 기업 전용 

서체 유앤아이(Youandi)를 디자인하여 카드부터 기업 홍보물, 광고까지 

적용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93 또한 

서체 개발 후 지갑에 꽂혔을 때 가장 먼저 인식되는 카드가 되기 위하여, 

카드 플레이트와 조화를 이루는 CI 를 개발하여, 카드뿐만 아니라 인쇄물, 

광고 등에 적용하였다. 디자인을 통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한 

현대카드는 2003 년 당시 카드사 중 가장 후발주자이자 시장 점유율 

3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에서, 8 년 만에 업계 2 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현대카드는 기존 금융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선보여 왔다. 

스포츠 경기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국내 스포츠/문화 마케팅의 

지평을 바꾸었고, 새로운 개념의 음원 플랫폼과 현대카드의 생각과 

가치를 담는 생수와 와인 개발까지 금융회사의 마케팅을 뛰어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카드는 스스로를 카드회사나 

금융회사로 규정짓지 않고,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기업으로서 ‘고객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94 

                                        

93 박은영,「현대카드 디자인 프로젝트가 남다른 이유」,『월간디자인』, 2014.5 월호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 을 참고로 재구성. 
94 오영석, 차채국, 신문용, 「토탈임팩트의 현대카드 디자인 이야기」, 세미콜론, 2015, 

p.115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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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기업이자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다. 현대카드는 

도심 속에 디자인, 여행, 음악 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각각 

2013 년 Design Library, 2014 년 Travel Library, 2015 년 Music Library 를 

구현하여 지적 브랜딩(Intellectual Branding)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카드를 

사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점들과는 달리 각각의 개성 있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 서적과 

문화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어, 고객들은 라이브러리에 방문함을 통해 

현대카드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된다. 각각의 

라이브러리는 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전문 큐레이터들을 통해 엄격하게 선정한 서재들을 비치하고 있다.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의 철학 속에는 현대카드의 기업이념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마트와 함께 

출시한 주방용품 브랜드 ‘오이스터’. 기아자동차와 협업한 콘셉트카 

‘마이택시’, 제주도와 함께하는 ‘가파도 프로젝트’등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생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현대카드스러움을 

전달하고 소통한다. 현대카드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카드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물, 그리고 이를 넘어선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제안하며, 삶의 가치와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진정성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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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1. Inspiring 

2. Useful 

3. Wide-Ranging 

4. Influential 

5. Thorough 

6. Aesthetic 

7. Timeless 

1. Inspiring 

2. Intriguing 

3. Useful 

4. Reliable 

5. Timeless yet 

Timely 

1. Inspiring 

2. Vitalizing 

3. Pivotal 

4. Timeless 

 

 

 

 

 

 

 

 

 

 

 

 

  

그림 48. 이태원에 위치한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표 3.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큐레이팅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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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개념 도출 

 

본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가구나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리빙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리빙 브랜드, 편집숍, 멀티숍, 인테리어 

숍 등을 통칭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부르던 것이 확장되어,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일상을 아우르고 하나의 생활양식을 제안하는 

브랜드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증가하며, 펭귄북스, 팬톤의 사례와 같이 본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목적이 아니던 브랜드들도 자신들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다양한 제품 군에 적용하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품군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는 브랜드의 명확한 가치와 철학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생활양식을 전달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다. 

 

앞선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브랜드 콘셉트를 가지고, 이를 다양한 

제품 군에 확장·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역시 명확한 

브랜드 콘셉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았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핵심은 기존의 제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콘셉트와 

가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확장된 제품들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하나의 생활 양식을 전달할 



 

83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차문화를 소재로 한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 결과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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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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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 4.1 평창치즈빌 브랜드 디자인 

평창 낙농업을 통한 치즈 6 차 산업화를 목표로 하던 ‘평창치즈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평창치즈빌은 푸른 목장 

목초지 풀을 먹여 키우는 행복한 소에게서 갓 짜낸 최상의 품질 우유를 

기본으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만들어 내는 국내 고품질 치즈이다. 

그림 49. 평창치즈빌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획 과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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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신선한 자연의 풍미를 가정의 식탁에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콘셉트로 하여, ‘천천히·조금씩·정성껏’이라는 슬로건을 

기획하였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organic&classic 이라는 비주얼 

콘셉트를 추출하였다. 혼재 된 브랜드를 사용하는 임실 치즈와는 

차별화되도록 통일된 아이덴티티 내에서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1) 로고 및 그래픽 모티프 

 

 

 

 

 

 

 

그림 50. 평창치즈빌 개발 과정 

그림 51. 평창치즈빌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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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평창치즈빌 패키지 디자인 

 

 

 

 

 

2) 패키지 디자인 

 

 

 

 

 

 

 

 

 

 

 

 

 

그림 52. 평창치즈빌 그래픽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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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치즈의 고전적인 프리미엄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엠블럼 이미지를 로고에 사용하였다. 메인 컬러는 클래식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느껴지고, 기존의 치즈 제품과 차별화되는 dark gray 와 light 

gray 의 조합으로 선정하였고, 그래픽 모티프는 평창치즈빌을 연상할 수 

있는 고품질 치즈, 건강하고 행복한 젖소,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3) 스테이셔네리 디자인 

 

 

 

 

 

 

 

 

 

 

 

 

  

 

 

  

그림 54. 평창치즈빌 스테이셔너리(Statio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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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Remembrance of 다완(茶碗) 

일본 다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차 전용 사발, 곧 찻사발(다완)은 

우리 선조들의 도자 기술이 만들어낸 사발로부터 비롯되었다. 현재 

일본의 1 급 국보로 지정되어있는 ‘기자에몬 이도다완’은 사실 조선의 

찻사발이자 고려다완으로 불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릇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낸 그릇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있고,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 천여 년 동안 다도를 그들의 문화로 만들어갔다. 다완을 

빼앗아 간 일본을 탓하기보단, 우리에게 그토록 훌륭한 도자 기술이 

있었음에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음이 안타까웠다. 또한 

현재에도 일본의 국보 이도다완이 우리 선조가 만들어 낸 그릇임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다완의 가치를 재해석해보는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다완을 알리고, 

다완의 전통을 재해석해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완만이 가지는 우둘투둘하고 비정형적인 텍스처와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비파색의 컬러,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완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그래픽 패턴으로 표현하였고, 현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종의 찻잔인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에 다완 그래픽 패턴을 적용하여, 컵을 사용할 때 

다완의 가치를 회고해보기를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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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다완 형태의 재해석 과정 

그림 56. 다완의 현대적 해석 그래픽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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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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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연구 

 

� 5.1 대상 선정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의 차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전통과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료시장은 커피를 중심으로 포화되어 있으며 차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인식 아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기 위해, 단순히 

제품 위주가 아닌 생활양식을 제안할 수 있는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던 제품 

중심의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방식을 넘어서 제품으로 출발하였지만 

이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컨셉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 5.2 컨셉 도출 

한국의 차문화는 ‘자연스러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중국은 

화려하게 장식 된 공간에서, 화려한 다기와 함께 차 문화를 즐긴다. 

차문화를 생활 속의 예술이라고 바라보고 차문화를 다예(茶藝) 라고 

표현한다. 일본은 차문화를 다도(茶道)라고 표현하며, 차를 마시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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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릇, 마시는 순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엄격한 규율과 법도에 

맞게 행하고 이를 통한 정신수양을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차문화는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차는 집 

안에서도, 바깥의 평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차를 

즐기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공간과 방도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이는 차의 제다법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덖음차는 

한국에서 유래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차로서, 커다란 솥에 찻잎을 

넣고 손으로 직접 찻잎을 만져가며 덖는 과정을 반복한다. 덖음과 

유념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덖음차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찻물의 

색상마저 녹색으로 내고자 한 일본의 녹차와 달리 자연스러운 다갈색을 

띄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은은하고 구수한 맛을 띈다. 자연스러움, 

손을 통한 제다법, 덖음과 유념, 우둘투둘한 다기, 다완 등 한국의 

차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선정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대표하면서, 한국 차문화의 정서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소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57. 한국 차문화 키워드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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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 브랜드는 다기의 한 종류인 ‘숙우’를 브랜드 핵심 

컨셉으로 선정하였다. 숙우는 탕관에서 끓인 물을 옮겨 차로 우려내기 

이전에 적당한 온도로 식히는 다기의 한 종류이다. 차를 우려내는 

적당한 온도는 차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70~90 도 정도가 

적당하다. 뜨겁게 끓여진 물은 숙우에 부어져 적당한 온도로 식혀지고 

그 후에 다관에 부어져 차를 우리게 된다. 이와 같은 숙우의 개념은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즐기는 한국의 

차문화 가치를 담아내면서도, 차 한잔을 통해 여유와 쉬어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재라 생각하였다.  

 

 

바쁜 한국의 학생들, 직장인들에게 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휴학, 휴직은 그들에게 과연 온전한 쉼일까? 사실 그들은 그 시간 또한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 불안해한다. 휴학한 동안 뭐했어? 휴직하는 

동안 뭐 하려고?  

 

차 문화에는 숙우라는 개념이 있다. 숙우는 다기의 일종으로, 끓인 물을 

식히는 대접이다. 차를 끓일 때 뜨겁게 끓인 물을 바로 붓지 않고 숙우에 

부어 적당한 온도로 식힌 다음 차를 우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숙우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일상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식히고, 쉬어가고, 머무른다. 

 

차의 종류에 따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물의 온도가 다르듯이, 사람들은 

원하는 방향과 속도가 모두 다르다. 무작정 모두를 쫓아 빠르게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온전히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저 잠시 들러 나의 온도를 낮추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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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시각화 과정 

 

y 5.3.1 네이밍 

한국은 茶를 차 또는 다 라고 부른다. 중국은 차(chá, 지방에 따라 

te)라고 발음하며, 일본 역시 차 혹은 쨔(jya)로 발음하고 있다.95 또한, 

차라는 발음은 한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쓰였던 우리말이라고 

한다.96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가장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한국 차를 

나타낼 수 있는 ‘차’를 브랜드 네이밍으로 선정하였다. 

 

y 5.3.2 로고 및 슬로건 

본 연구는 한·중·일의 차문화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차문화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발달이 부진 하다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의 차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중국의 차문화와는 차별화되는 한국 

차문화만의 독자성이 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로고가 필요하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자어 ‘茶’ 속에 한글 ‘차’를 

표현하여, 茶 속에서 차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로고 요소들의 사이 간격을 넓게 하여 쉬어가고 머무르는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쉼으로 채우다’는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축약적으로 표현한 브랜드 슬로건이다. 

 
                                        

95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88, p.34 
96 지허스님, 『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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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최종 로고 및 슬로건 

그림 58. 로고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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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5.3.3 그래픽 모티프 

일상 속 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의 그래픽 모티프를 

제작하였다. ‘쉼으로 채우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브랜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모티프를 선정하였다. ‘차’라는 

직접적인 소재에서 비롯된 모티프보다는,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감성과 가치에 알맞으면서도, 경험하는 이들에게 보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간접적인 소재들로 선정하였다. 우직함과 평온함을 

상징하는 바위, 나뭇가지에 앉아 잠시 낮잠을 청하며 쉬어가는 작은 새,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과 같은 잔잔한 물결과 평온함, 그리고 자연을 

상징하는 차 잎 등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다. 각각의 

모티프들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이를 자연적인 질감과 결합하여 본 연구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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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브랜드 그래픽 모티프 



 

99 

y 5.3.4 제품군 확장 

기존에 이루어지던 브랜드 확장 방식은 주로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차 브랜드의 제품군을 확장한다면, 차–다기– 

찻잔–찻잔 받침 등 차에 관련한 제품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통합 브랜딩은 제품 중심이 아닌 브랜드의 명확한 

컨셉으로 시작하여,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생활양식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앞선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 차문화를 중심으로 숙우의 개념이라는 

브랜드 컨셉을 도출하였다. 뜨겁게 끓인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히기 

위해 잠시 머무르게 되는 물 식힘 그릇 숙우와 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들러 머무르고 쉬어가며 쉼으로 일상을 채우게 하는 것이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이며,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제품군을 확장하는 

과정에 앞서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생활양식·행동양식을 키워드로 

정리하였고 이를 소비자가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제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디자인하였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선 시각화 결과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표 4. 제품군 확장 과정 



 

100 

� 5.4 최종 결과물 

 

1) 명상 흔들개비 

브랜드 공간에 방문하여 처음 경험하게 되는 오브젝트이다. 흔들개비는 

모빌의 순 우리말이며, 브랜드 공간에 방문하여 흔들개비의 작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명상하는 

시간을 자연스레 가지도록 제안한다. 또한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는 

그래픽 모티프들을 흔들개비로 제작하여,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를 전달하는 입간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흔들개비는 

다양한 식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어 재지에서 또한 브랜드의 톤앤매너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61. 명상 흔들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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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상 도우미 액자 

사람들은 흔히 명상이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들여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오직 명상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상이란 일상 생활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임을 전달하는 오브젝트이다. 명상을 제안하는 그래픽 

모티프로 구성 된 액자로, 사무실, 집 안 공간 등 다양한 곳에 걸어두고 

이를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생각을 비우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의 오브젝트이다. 

 

그림 62. 브랜드 공간 속 명상 도우미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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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해 스물넷 날 (24 절기 달력)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절기(節氣)라고 한다. 

기후 예측이 중요했던 농경 시대에,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기후 변화 현상을 24 개로 구분한 것으로 주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절기를 통해 이야기하곤 한다. 아래의 오브젝트는 

기존의 달력과 같이 한 해를 하루 단위로 나누지 않고 절기로만 

구성하여 오직 스물 네 날의 날짜만을 기록해놓은 달력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한 두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 

해를 크게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쉬어가고 머무르도록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지닌다. 기존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이자, 브랜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오브젝트이다. 

 

 

  

그림 63. 24 절기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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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24 절기 달력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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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찻잎 포푸리와 핫팩 

포푸리란 꽃잎이나 나뭇잎 등을 말려서 주머니에 넣어 메달아 놓거나 

유리병에 담아놓는 공기 정화용 소품97이다. 찻잎 포푸리는 맛으로서의 

차뿐만 아니라, 향으로서의 찻잎의 가치와 용도를 제안하는 새로운 

제품이다. 천 주머니에 찻잎을 넣고 공간에 걸어두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찻잎 향의 포푸리를 제안한다. 또한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주머니에 찻잎을 넣은 찻잎 핫팩을 제안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휴대용 

핫팩과 달리, 찻잎이 들어있어 차의 향과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찻잎의 향과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만으로도 

잠시의 휴식과 여유가 되어줄 것이다. 

 

 

 

 

 

  

                                        

97 나무위키, 포푸리 

그림 65. 찻잎 핫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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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패키지와 티 백 

기본적으로 차 브랜드를 구성하는 차 제품 패키지와 차 티 백(Tea 

bag)이다. 제품은 24 절기 중 차와 연관되는 절기인, ‘우전-세작-중작-대작’ 

의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패키지에는 그래픽 모티프를 표현하고, 

티 백에는 각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티프가 매달려있어, 차를 마실 때 

또 다른 재미와 이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짧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브랜드의 가치와 컨셉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66. 차 패키지 



 

106 

 

 

 

 

 

 

 

 

 

 

 

 

 

 
그림 67. 차 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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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서울대학교 MoA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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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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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독자성 확립이 미흡하고 발달이 부진한 

한국 차문화를 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여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이전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및 브랜딩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해왔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되어 가는 브랜드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명확한 브랜드 콘셉트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단순히 생활용품에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브랜드 콘셉트를 중심으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행동양식을 추출하여 그에 걸 맞는 오브젝트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차문화는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차 브랜드들은 이러한 한국 차문화의 정서와 

가치를 내포하는 접근 보다는, 차 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어 그저 제품 

포장을 심미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전통과 생활양식을 내포하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품 중심의 접근보다는 하나의 문화로서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의 재해석이 더욱 중요하다. 

 

제품의 로고, 포장 등 제품 자체의 심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던 기존의 브랜딩 방식과는 차별화 되는, 명확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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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한국 

차 브랜드의 자연스러움, 쉼, 여유 등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숙우의 

개념을 도출해내었고, 이를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해석해보았다. 이러한 행동양식을 제품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차–찻잎–차 그릇 등의 제품 

중심의 확장이 아닌, 브랜드 콘셉트와 가치 중심의 확장은 보다 

다양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한국 차문화를 소재로 한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연구는 한국 

차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재조명하는 결과와 더불어, 제품 소재 

혹은 문화 소재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의 범주와 가능성을 찾는 데에도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11 

참고문헌 

 

단행본 

Bernd H. Schmit, 박성연, 윤성준, 홍성태 역,『체험마케팅』, 세종서적, 2002 

여연 스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 2006, 한암사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88 

정해옥,『한국의 후식류』, MJ 미디어, 2005 

지허스님,『지허스님의 차』, 김영사, 2003 

한미자,『아름다운 집념』, 눌와, 2005 

 

 

학위논문 

김리나,「중국 보이차의 한국 시장진출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서현,「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성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Urban mom 의 VMD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인숙,「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 사회사상과 문화, 18(3),  

2015 

김효은,「한국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승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일반브랜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지원,「중국의 차(茶)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박지원,「중국 차문화에 관한 연구: 음다법의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오정, 「중국 전통차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체험적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2014,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현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체험적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2 

임정남,「전통차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학술지논문 

김경희, 한영숙,「차 소비자의 구매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연구」, 한국차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0 

고은별, 최경란,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샵의 VMD에 관한 연구 」, 

기초조형학연구, 제10권, 제6호, 2009 

김신연,「한중일 차문화 비교」,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14권, 2호, 2013 

김인혜,「한·일 차 문화 특징 비교」, 일어일문학연구, 제81집, 2012 

오수진, 김영롱, 나건,「국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위한 컨셉 개발 방향 제안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제7권, 4호, 2013 

유양석,「차(茶) 관련 스마트폰 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특성:20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이경희,「한중일 다기에 나타나는 차문화 인식 비교」, 비교민속학, 34, 217-243, 2007 

 

 

웹사이트 

http://www.boseong.go.kr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 

http://www.designdb.com/dreport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80 

http://www.fashionbiz.co.kr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2 

http://www.nspna.com/popup/print_news.php?newsid=87136 

http://www.osulloc.com/kr 

http://www.stylechosun.co.kr/online/?p=25693 

http://www.starseoultv.com/news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1 

http://teamagazine.net 

 

 

http://www.boseong.go.kr/
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9
http://www.designdb.com/dreport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80
http://www.fashionbiz.co.kr/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2
http://www.nspna.com/popup/print_news.php?newsid=87136
http://www.osulloc.com/kr
http://www.stylechosun.co.kr/online/?p=25693
http://www.starseoultv.com/news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1
http://teamagazine.net/


 

113 

기타 

나무위키, 「포푸리」 

네이버 국어사전, 「절기」 

네이버 지식백과 「펭귄북스」 

농림축산식품부,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2015 

두산백과,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두산백과, 「포트넘 앤 메이슨」 

보성 차 박물관 

박은영,「현대카드 디자인 프로젝트가 남다른 이유」,『월간디자인』, 2014.5월호  

오영석, 차채국, 신문용, 「토탈임팩트의 현대카드 디자인 이야기」, 세미콜론, 2015 

이기준, 「日 지자체의 잘 만든 캐릭터 구마몬 매출 1조원 돌파」, 『중앙일보』, 2016.03.03 

장정훈, 「커피 마시다 녹차 잊었다」,『중앙일보』, 2014.06.19., 경제 2 면 

  



 

114 

Abstract 

A Study on  
Integrated Lifestyle Brand Design  

of Korean Tea Culture 
 

Ye Ji Han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 is a global beverage which has a longest history over the world, and also tea is 

the most popular beverage with coffee and hot chocolate. Tea culture started from 

China and it was spread to Korea and Japan, so people of three countries have 

enjoyed tea in common. China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consumer 

of tea, and Chinese enjoy tea like water in daily life. Japan has transformed 

Chinese tea culture to their culture since tea was spread from China, and it has been 

recognized world widely as a Japanese cultural heritage. Korean tea culture started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ean tea culture has a long history and 

great cultural features according to many literatures and researches. 

 

Even though Korean Tea has a great history and tradition, it has not been 

established itself as an original Korean culture compared to Chinese and 

Japanese tea culture. The amount of tea production in Bo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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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dawon which is the most famous tea garden in Korea, has been decreased 

and over 30 percent of the tea garden has been abandoned. Korean tea is losing 

public attention with the prejudice that tea culture might be difficult compared 

to coffee market size and public attention to coffee is continuously growing. Some 

companies are trying to popularize and commercialize Korean tea. However they 

are just focusing on aesthetic appreciation of packaging just imitating some 

western design without reflecting Korean native culture. From these reasons, 

existing Korean tea brands are insufficient to represent Korean Tea culture and its 

spirit in many aspect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 through design to popularize 

Korean tea culture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Earlier 

studies about tea have focused on tea itself like tea leaves, tea cups or ways of drinking tea. 

Corporate brands commercializing tea are focusing on just external parts like packaging 

and labels to appeal more consumers. However tea is not just a simple drink but the 

beverage represents tradition living culture and heritage. Therefor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an integrated branding approach, which is able to suggest Korean tea culture as a 

daily lifestyle, is necessary to popularize Korean tea culture properly. 

 

As level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have improved, peoples’ personality and 

demand have been diversified, and people start to have an interest in both 

integrated and detailed parts of their lifestyles. For that reason, brands’ trend is 

changing from selling a particular product mainly with functionality to ranging 

over various types of products with a specific brand concept like lifestyle brand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many countries in Europe have already launched a lot 

of lifestyle brands which reflect their special culture, and some brands that focused 

specific goods are also expanding product categories to become lifestyle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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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when consumers visit the store to purchase one item, the product 

suggests brand lifestyle, which leads consumers to brand experience. 

 

Integrated lifestyle branding, which reflects Korean tea spirit, is necessary 

to preserve and popularize tea culture with modern needs beyond previous 

branding way only focusing on the product. With this brand, people can experience 

Korean tea naturally in their daily life. As a result, this study intends to make 

lifestyle brand identity and objects with the concept of Korean tea culture.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Korean tea culture from a modern viewpoint. Also, it 

would be a new branding way which ranges various items related to special brands' 

lifestyle concept started from a specific culture or product. Consequently, this 

study would be able to expand the range of lifestyle brand and the potentiality of 

brand design. 

 

 

Keywords: Korean Tea Culture, Tea, Lifestyle Brand, Lifestyle, Brand Design, 

Integrated Brand design, Integrated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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