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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국은 다양한 민족의 형성과 아울러 문화의 유구한 역사를 대변하는 문명대국이
다.그 중에서도 전통 문화 콘텐츠인 길상 문양은 이데올로기가 격동했던 중국의 역사 변
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민족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 길상문양은 중국의 길고 긴 온고지신의 인내를 통해 풍부한 전통문화 콘텐
츠의 기반이 되었고, 그러한 감성 문화 자원의 기반아래 하나의 전통 문화 콘텐츠의 중
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상문양은 중국의 역사와 민족 감성을 대변하는 일
종의 표현 수단으로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정서, 문화배경에 대한 긴밀한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또한, 길상문양은 일종의 마을의 토템신앙의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정보 전달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상징성은 결국 길상 문양의 
형성에 기반이 되었으며, 길상문양이라는 개념적 키워드로 발현하고 있다.

길상문양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 문양을 연구하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하고 깊어 연구의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길상문양 중에서도 
어(魚)문양을 연구한다.

어(魚)문양은 중화민족이 창조한 최초의 길상 서금 문양(동물문:動物紋)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미 육천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어(魚)문양의 독특한 이미지와 길상의 
의미가 중화민족에게는 특유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보여 주었으며, 중국전통문화를 구
성하는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전통 어(魚)문양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역사에 대한 상
징성과 문양 이미지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고, 어(魚)문양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 따라서 어(魚)문양의 길상적 
의미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 어(魚)문양이 현대 기업 아이던티티 디자인에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중국 전통 어(魚)문의 역사 및 길상이 함의하고 있는 상징성을 연구함
으로써 어(魚)문양이 민족, 문화, 예술, 생활 등 각 측면에서 영향을 준 의의와 문화 콘
텐츠를 분석하고, 전통 어(魚)문양을 응용한 기업 아이던티티 디자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 의식, 구매심리, 어(魚)문양의 심리적인 영향력 등에 대
한 생각을 파악하고, 더욱 더 어(魚)문양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영향력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 20세 이상의 성인 
연령층 총100명의 소비자들이다. 

전통 어(魚)문양은 현대적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전통 어(魚)문양을 기업 이미지로 표방한 사례를 통해 분석된 내용들은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전통 길상 문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 호감지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
다. 현대 중국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 길상의 상서로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민족적 감성 인지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이미지의 호감도를 
극대화 시키는지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론을 유추하여 전통컨셉의 활용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주제어:  어(魚)문양，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통 패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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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魚)문양은 중화민족이 창조한 최초의 서금문양으로, 중국

에서는 이미 육천년의 역사를 지닌 길상적 의미로 자리잡았다. 

그 독특한 상징성와 길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

적 의미를 토대로 본 연구는 어(魚）문양의 다양한 종류과 기원, 

토템 신앙적 의미, 시대상이 반영된 생활속에서의 관습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 중국기업의 어(魚)문양 활용에 

대한 사례분석과 가치창출에 대하여 상고하다. 또한, 어(魚)문양

의 활용 사례 분석과 트렌드 동향을 고찰하고, 그 흐름을 통해 

앞으로 어(魚)문양의 다양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폭넓게 활

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중국에서 어(魚)에 대한 논저와 책이 많고, 연구의 성

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어(魚)문양의 상징 적인 의미로는 현대

적 디자인과 결합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 따라서 어

(魚)문양의 길상적인 의미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 어

(魚)문양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길상 어(魚)문양은 중화민족 문양 중에 가장 중요한 문양 

중에 하나다. 이는 중국 문화 역사속에 지속적으로 활용된 시간

이 제일 길고, 사용 빈도가 제일 높고, 일상생활에서 사용 제일 

많은 문화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였다.」1)

길상 어(魚)문양은 원고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원

1) 류청연(刘青砚),『수“어”소사 연“어”웅변』(随“鱼”所思 缘“鱼”应变), 산

동사범대 출판사, 2009,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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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어(魚)문양에 관한 자료들이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전통 어(魚) 문양에 대한 수집, 정리, 참고, 응

용 등 작업을 통하여 전통 어(魚) 문양의 규칙과 조형특징에 대

해 정리하고 어(魚) 문양의 다양한 길상문화의 개념을 고찰하고

자 한다. 또한, 전통 어(魚)문양을 응용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

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전통 문양이 현대 디자인

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전통 어(魚)문양을 응용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도서관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참고자료

를 수집하고 중국 어(魚)문양에 관련된 역사 자료 및 학술 논문

을 참고한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 의식, 구매심리, 어 문양의 

심리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더욱 더 어(魚)문

양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영향력을 잘 설명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 20세 이

상의 성인 연령층 총100명의 소비자들이다. 

Ⅱ. 중국 전통 길상 어(魚)문양의 정의

1. 중국 어(魚)문양의 기원

예로부터 사람들은 길한 것을 기원하고 흉한 것을 피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수요는 중국의 전통적 어(魚) 문양과 

융합되어 패식(佩飾)과 생활용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람들

이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

되었다. 춘추전국시대의 어수도(魚獸圖)는 어(魚)와 기타 길상지

물(吉祥之物)을 결합하여 길한 징조를 소원하고 흉한 것을 피하

려는 심리가 작용하였다.

풍부하고 다양한 중국의 언어에서 어(魚)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어(魚)는 여(餘)와 같고, 이(鯉)

는 예(禮)와 같으며, 연(鰱)은 연(連)와 같고, 즉(鯽)은 길(吉)

과 같다. 이에 근거하여 파생된 길상의미는 중국 사람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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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영향을 끼쳤으며, 생활에 여러 가지 재미를 더해 주었다. 

길상에 대한 기원을 파악하기위해 고대중국민족의 신양의 뿌리가 

되는 세가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연 신앙 

    「어(魚)문양은 중화민족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동물문양

(動物紋樣)이며, 중국 고대 청동기에 사용되는 문양의 하나였

다.」2) 중화민족이 처음으로 어(魚)문양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은 선조들의 생활환경 및 생활방식과 밀접히 관련된다. 고대

에 사람들의 의식주에서 어(魚)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상징적 존재

로서 중국의 원시 인류는 양자강과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되

었다. 어(魚)는 원시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음식의 일종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

고 중시를 받게 되었다. 물길에 따라 거주하는 원시 인류가 평소

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魚)였고 평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어(魚)를 잡았으며, 어(魚)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음식으

로서 원시 인류의 관념에서 어(魚)는 신령을 가진 ‘은인’（恩

主）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어(魚)는 원시 인류가 자연을 숭

배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부호로 전화되었다. 「원시 사람들이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구에서 어(魚)문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어(魚)문양이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3) 고대 사회에서 어(魚)

는 옛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다.

2) 토템 신앙 

    「토템문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로서 현대문화와 연원(淵源) 관계가 밀접한 문화의 일종이

다. 토템이란 원시 사람들이 동물, 식물, 자연현상 혹은 어떤 물

2) 후둥백과，검색어: 어문，http://www.baike.com/gwiki/鱼纹
3) 배광휘(裴光辉),「중화예술문양5000년」(中华艺术纹样5000年), 미과 시

대(美与时代), 허난성 미학 학회, 2008.06, p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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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그들의 조상, 혹은 신령(神靈)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4)「수많은 토템 물 속에서 생존하거나 수생 

습관을 가진 동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魚), 악어, 뱀, 거

북이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어(魚)는 가장 보편적인 유구한 

역사를 가진 토템 숭배 대상 중의 하나다.」5)

    중국 섬서 서안의 반파유적지(陝西西安半坡遺址)에서 출토

한 “인면어문(人面魚紋)” 채문 도기는 뚜렷한 토템의식을 가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면어문(人面魚紋)은 대야의 내벽에 그려

져 있으며, 사람의 얼굴이 원형이다. 또한, 머리 위에는 모자와 

같은 원추형 구조가 있고, 귀부분과 입에도 어(魚)문양이 새겨져 

있다. 「인면어문(人面魚紋)은 고대에 인류가 환상하는 토템 조

상 혹은 토템 신 이미지를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양에 근거하여 그려낸 조상의 이미지에 선명한 특징을 

가진 어(魚)의 몸을 결합한 것으로서 씨족수호신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6)

   

[그림1] 인면어문(人面魚紋)

    수천 년의 중국농업 생산에서 우순풍조(雨順風調)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람들은 물속에 사는 어(魚)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중국 고대에서 전

문적으로 제왕의 세계(世系), 연대 및 사적을 기록하는 사서<제

4) Sogou백과，http://baike.sogou.com/m/fullLemma?sid=&size=10&g_u
t=3&key=图腾, 검색어: 토템(圖騰)

5) 정군(鄭軍),『중국전통어문예술』(中國傳統魚紋藝術), 베이징 공예미술

출판사, 2004, pp.46.
6) 류청연(劉青硯),『수“어”소사 연“어”웅변』(隨"魚"所思 緣"魚"應變), 산

동사범대 출판사, 2009,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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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기(帝王世纪)>에서 「제왕이 낙하(洛河)에서  물 구경을 하

다가 큰 어(魚)를 보고 다섯 가지가 축을 잡아서 기도를 올리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7)라고 기재되어 있다. 큰 어(魚)가 낙

하(洛河)의 수신(水神)이며 황제가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였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어신(魚神)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남조 시기의 유명한 도깨비 소설 <술이기(述異記)>에

는 「관중 지역에 금어신(金魚神)이 있었다. 주평(周平) 2년에 

10순(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천신에 제사를 올리니 금어가 뛰

어 오르고 비가 왔다.」8) 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사는 

천신에게 올리는 것이지만 비를 오게 하는 것은 금어(金魚)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어신(魚神)

이 비를 오게 하려면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져야 하기에 사람들

은 어신(魚神)에게 새의 날개를 달아 주었고, 어신(魚神)은 어

(魚) 몸에 새의 날개를 가진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하여 

어신(魚神)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 

수도 있게 되었다. 물 속에서는 수역을 관리하고, 하늘에서 날아

다닐 때는 비를 오게 하였다. 

[그림2] <산해경(山海經)>에서의 어신(魚神)

    어(魚)는 우사(雨司)의 신으로서 풍작과 부유한 것을 상징

하며, 중요한 명절과 의례 행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魚)가 없어

서는 안된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魚) 요리를 먹게 되

7) 황성년(黃永年),『제왕세기』(帝王世紀), 랴오닝 교육 출판사, 1997, pp.
17.

8) (남조 양)(南朝梁)런방(任昉),『술이기』(述異記), 길림 대학 출판사, 19
92,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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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사람마다 부유해지는 것을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도 어(魚) 요리를 먹게 되는데 ‘해마다 풍요롭

길 바라다’, ‘해마다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길상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전통적인 어(魚)를 숭

배하는 것과 일치되어 널리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3) 생식 신앙

   「토템 숭배에서 생식 신앙에 이르기까지 어(魚)를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모두 조기 어(魚)문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9)
 중국 

근대의 유명한 학자 문일다(聞一多)선생은 「어(魚)의 번식 능력

이 가장 강하다는 것과 원시인류가 생식을 숭배하고 종족의 번영

(繁衍)을 중시하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

고 말했다.

    어(魚)는 강우(降雨)의 신이며 생식의 신이기도 하는데, 중

국에는 이와 관련된 신화가 많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에 세계는 

일망무제(一望無際)한 바다였고, 바다 속에서 머리와 꼬리가 잘 

보이지 않는 큰 어(魚)가 나타나 오른쪽 지느러미를 위로 내져으

며 하늘로 변했고, 왼쪽 지느러미를 아래로 휘졌으니 땅으로 변하

였으며, 몸뚱이를 흔들자 등에서 일곱 쌍의 신(神)과 한 쌍의 사

람이 나왔는데, 그 때부터 하늘, 땅과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

.」
11)

 이 신화이야기는 물이 어(魚)를 기르고, 어(魚)가 사람과 만

물을 만든 생명사슬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어(魚) 뱃 속에 알이 

많고, 번식능력이 강한 특징은 사람들이 어(魚)를 생식의 신으로 

모시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송나라(宋） 문학가 맹원로(孟元老)의 필기체 잡기 <동경몽화록

(東京夢華錄) 취부(娶婦)>에는 「남녀가 약혼을 한 후 남자 측에

서 술을 예물로 보내야 하며, 여자 측에서는 답례로 남자 측에게 

9) 정군(鄭軍),『중국전통어문예술』(中國傳統魚紋藝術), 베이징 공예미술

출판사, 2004, pp.51.
10) 문일다(闻一多),『복희고』(伏羲考), 상하이 고서 출판사, 2006, pp.07.
11) 천청왕(田清旺), 「우리 나라 서남소수민족 창세신화의 철학연구」(我

國西南少數民族創世神話的哲學審視), 지서우 대학 학보. 2006.2.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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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담아 보낸 항아리에 물을 채워 살아있는 어(魚) 두세 마리를 

넣어서 남자 측에 보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살아 있는 

어(魚)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귀중한 예물이었

다. 왜냐하면 어(魚)는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고, 아들

을 일찍 낳고자 가손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속은 옛 사람들이 어(魚)에게 생식의 힘을 기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2. 어(魚)문양의 의미와 분류

1) 어(魚)문양의 역사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 전통 어(魚) 문양은 

자연 요소와 사회 요소에 제약을 받았다. 각 시기마다 각기 다른 

표현 형식과 예술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상고시기(上古時期) 에 

어(魚)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예술적

인 특징은 원시적인 고졸미(古拙美)로부터 나타났다. 고졸미는  

위진(魏晉) 시기에 현학(玄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문양의 조

형에 있어 선이 격조 있고, 현학(玄學)정신을 닮았다는 것을 추구

하였다. 당나라의 어 문양은 화려하고, 송나라의 어 문양은 우아

하다. 청나라의 민간 예술 중에 어 문양의 조형은 풍부하고, 형태 

다양하며, 강력한 장식성과 문화를 힘의하였다. 「어 문양의 변천

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통 어 문양의 변화 과정은 중화 민

속 사상의 변화와 시대적인 심미(審美)의 변천을 표현하였다.」
13)

12) 정군(鄭軍),『중국전통어문예술』(中國傳統魚紋藝術), 베이징 공예미술

출판사, 2004, pp.51.
13) 헤연(郝燕) 왕진택(汪振泽) 조위(赵伟), 「중국 전통 어문양을 인문내

포분석」(淺析中國傳統魚紋樣的人文內涵), 중국 선양건축대학 학술논

문. 2012.10. pp.2

년대 어문 조형특징

신석기 원시사회 초기의 어(魚)문양은 사실성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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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B.C.9

000~8

000 

고 형태이 매우 간결하였다.  오랜 시간을 거

쳐 사실적인 이미지는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초기에 그려진 어

(魚)문양 머리부위는 비교적 작고 삼각형에 

접근 하였으며, 입술을 위로 추켜세워 입을 

벌린 상태였고, 치아는 톱니모양으로 배열되

어 있었지만, 변전과정에서 어(魚)문양은 거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치아의 수량이 

적어지고 어(魚)의 머리 부분이 커졌으며 사

각형 및 삼각형의 머리도 많이 나타났다.  후

기에는 어(魚)의 치아와 눈을 그리지 않았고, 

몸뚱이는 길어졌으며, 꼬리는 대칭을 이루게 

갈라져 가위모양을 형성하였다. 

하, 상, 

주시대

B.C.2

070~1

600 

하, 상, 주시대 어(魚)문양은 청동기에 새겨

진 어(魚)문양의 뚜렷한 특징은 흉악함을 동

반한 미감이었으며, 이미지의 대부분은 어

(魚) 측면의 특징을 묘사한 것으로서, 머리와 

꼬리부분의 변화가 비교적 많고, 각기 두 개

의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에서 표현되었으

며, 형태는 간결하다. 

서주(西周)시대의 옥어(玉魚)중에서 어형(魚

形) 옥패(玉佩)가 비교적 많았는데, 어(魚)몸

뚱이는 납작한 형태 외에 곧거나 굽어진 것

도 있고, 입을 벌린 채 눈을 둥글게 뜨고 있

는 모양이며, 배 아래는 두 개의 작은 지느러

미가 있고, 꼬리는 갈라져 있으며, 입에는 구

멍이 뚫려 있는데, 사실성이 강하고 생동감 

있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춘추전

국시대 

B.C.7

70~21

1

전국（戰國）시대에는 종교의 구속에서 벗어

나고 사상관념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어

(魚)문양의 표현 형식은 더욱 명시성이 더욱 

뚜렷하게 조각되었다. 간결한 어(魚)문양은 

그 주조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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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전통 어(魚)문양의 조형 특징 14)

14) Baidu사진, http://image.baidu.com/wisehomepage/feeds?wiseps=1,

진, 

한시대

B.C.2

11~A.

D.618

진나라와 한나라（秦漢）시대에 어(魚)문양은 

칠기(漆器)의 테마문양으로 되었는데, 총체적

으로 문양은 사실적인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서한（西漢）시대에 칠기(漆器)의 어(魚)문양

은 상당히 간결하고 아름다우며 자연스러워

졌다. 

당, 

송시대

A.D.6

18~96

0 

당, 송시대 어(魚)문양은 어(魚)와 기타문양이 

결합된 어(魚)문양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어(魚)와 연꽃으로 구성된 “어연문(魚蓮紋)” 

및 어(魚)와 수조(水藻)로 구성된 “어조문(魚

藻紋)” 등은 당나라（唐）의 부귀하고 화려

한 시대적 특징의 영향을 받아 문양은 대부

분이 색채가 화려하였고 이미지는 부귀하였

다.

료, 금, 

원시대

A.D.9

60~13

68

료, 금, 원시대 어(魚)문양은 몽골족의 호방

하고 시원스러운 유목민족적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어문양의 이미지가 크고, 문양

의 구조가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화면이 

복잡하지만 질서가 정연하다.

동경(銅鏡)의 주제로 되는 문양은 보통 두 마

리의 잉어(鯉魚)이며,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

어져 있고, 몸뚱이의 비늘과 지느러미가 뚜렷

하고, 이미지는 생동감이  있다. 

명, 

청조시

대 

A.D.1

368~1

911

명, 청조시대 어(魚)문양은 민간 생활용품에 

응용되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예

술 표현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길상을 의미하는 회화는 민간에서 유행되었

으며, 사람들이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한 가

지표현 형식으로 구성 되었다. 예전과 비교하

면 어(魚)문양은 길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에 더욱 중시하였으며, 매 작품마다 독특한 

길상의 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http://image.baidu.com/wisehomepage/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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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전통 길상 어(魚)문양의 의미

(1)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 어(魚) 문양

    이러한 어(魚)문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바로 오늘날

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잉어가 용문을 넘기(鯉魚躍龍門잉어

약용문)”다. “잉어가 용문을 넘기”는 <태평광기(太平廣記)>제466

권에 기록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잉어가 용이 되고 싶으려면 높

디 높은 용문을 넘고, 천화(天火)가 꼬리를 타는 시련을 견뎌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보통 어(魚)에 

불과하는 의미가 있다.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면 분투를 해야 

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당나

라(唐)때의 시인 이백(李白)이 <상한형주서(上韓荊州書)>에서 

「용문을 넘기만 하면 몸값이 열배로 된다」
15)

고 말하였다. 옛날

에 잉어가 용문을 넘는다는 것은 보통 평민이 과거 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중에 잉어약용문은 길상축사의 상

징이 되었다. “잉어가 용문을 넘다”는 것은 길상문양으로 민간의 

세화, 벽화, 종이 작품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림3]잉어가 용문을 넘는 모양（鯉魚躍龍門잉어약용문）

(2) 혼인이 원만하고 자손이 번성함을 의미하는 어(魚)문양

    상고시기(上古時期)에는 뱀이나 맹수의 습격, 자연재해의 

피해를 자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손의 번성에 특별하게 신

검색어: 신석기시대 어(魚)문, 하상주시대 어(魚)문, 춘추전국시대 어

(魚)문, 진한시대 어(魚)문,당송시대 어(魚)문,료금원시대 어(魚)문, 명청

조시대 어(魚)문 

15) 이백(李白).『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 중화 서국 출판사. 2011, pp.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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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썼다. 따라서 생식에 대해 숭배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중국 

근현대 유명한 학자 문일다(聞一多)가 <설어(說魚)>에서는 이렇

게 말했다. 「왜 어(魚)를 배우자로 상징할까? 이것은 그의 번식

기능 외에 그 설명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

시인의 생각에 혼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대를 잇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대의 예의와 

풍속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16)

 종족의 번식이 이처럼 중시를 

받고 있었는데 어(魚)가 번식능력이 가장 강한 생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魚)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후대를 번식하는 의미가 있

다. 출토된 많은 문화자료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어(魚)

와 새 문양, 음양(陰陽) 어(魚)문양 등은 이를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전통문화에 “효도”는 가정평화와 화목의 바탕이다. “불

효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후대가 없다는 것이다”（不

孝有三，無後為大불효유삼무후위대）는 말이 오늘날까지도 중국

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원만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어(魚)문양이 각지의 민간 미술에서 신분의 중요한 지위를 표시

하는 문양이었다.

(3) 길상 고부귀(富貴)를 의미하는 어(魚)문양

    <사기 주본기(史記周本紀)>에서 「주무왕(周武王)이 주왕

(紂王)을 토벌하는데 강을 건널 때 흰 어(魚) 한 마리가 무왕(周

武王)이 타고 있는 배에 올랐다. 무왕(周武王)이 어(魚)를 제물로 

바쳐 나중에 상나라와 주나라(商周)를 멸망시킨 길상 징조가 되

었다고 기록하였다.」
17)

 동한(東漢)때 강과 하천과 호수와 바다에

서 나타난 신선들이 타는 것은 바로 잉어라는 전설이 있었다. 전

설에 따르면 공자(孔子)가 잉어(鯉魚)의 길상의미를 따서 아이의 

이름을 공리(孔鯉)로 지어줬다고 한다. 이것은 어(魚)가 옛사람 

16) 주자청(朱自清).『문일다 전집』(聞一多全集). 생활 신지 출판사. 1948,
pp.117-119.

17) 사마정(司馬貞).『사기 주분기』(史記周本紀). 중화 서국 출판사. 198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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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에 길상의 상징임을 말하고 있다. 명나라와 청나라(明清) 

이후의 길상문양에서도 길상 상징으로 어(魚)가 자주 등장하였고 

보통 발음을 빌려 쓰는(독음:讀音)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금옥만당（金玉滿堂）”은 금옥과 금붕어의 발음(독음:讀音)

을 빌린 것이다. 문양은 보통 금붕어와 수초, 물 문양 등으로 구

성돼 재물이 많고 온 집이 황금과 옥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

미한다. 

3) 어(魚)문양의 분류

    어(魚)문양은 각의 적 시대분류에서 각기 다른 이미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어(魚)문양이 그 시대 사회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어(魚)문양의 발전변화 과정에서 어

(魚)문양여 담은 작품이 몇 차례를 거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는 채문도기(彩紋陶器)였고, 상나라와 

주나라(商周)시기에는 옥기와 청동기가 그 주된 작품이었다. 서한

과 동한시기(兩漢)에는 화상석(畫像石)과 화상전(畫像磚)이 그려

져 있는 벽돌이었고, 당나라와 송나라(唐宋)시기에는 도자기, 금

기와 은기가 그 주된 작품이었다. 명나라와 청나라(明清)시기에는 

민간풍속 물품과 세화가 주요 작품이 되었다. 이는 바로 어(魚)문

양의 변화시기였다. 아울러 어(魚)의 형태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보통 사실적 어(魚)문양， 음양(陰陽) 어(魚)문양, 기하학적 

어(魚)문양, 다른 문양과 결합한 어(魚)문양등의 세트 문양이 있

다. 

                                                 

어문양

의 

분류

어문 조형특징

사실적 

어 

문양

사실적 어 문양은 이미지의 표현이 보

다 구체적이었다. 어(魚) 머리에 있는 

눈, 이빨, 수염, 몸체에 있는 지느러미

와 꼬리 부분이 다 사실적으로 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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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어(魚) 몸체의 비율도 사실과 비

슷하다. 어(魚) 몸체에 있는 비늘을 보

다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어(魚)문양과 다른 길상동물문양 결합

문양.

사람들이 어(魚)와 다른 길상동물과의 

결합을 통해 길상을 추구하고 흉악을 

피한다는 심리를 표현한다. 문양의 전

기에는 주로 길상을 추구하는 의미이

고, 후기에는 주로 흉악을 피하고 재앙

을 없애는 것으로 사용했다. 

음양 

어 

문양

음양 어(魚)문양은 두 가지의 표현형식

이 있는데 하나는 원형을 “S”선으로 

하여 두 부분을 나누고  면적이 똑같

은 두 개의 반원을 머리와 꼬리가 서

로 연결되어 있는 어(魚) 형태로 표현

한다.  다른 종류의 음양 어(魚)문양의 

표현방식은 두 머리의 똑같은 어(魚)문

양이 머리와 꼬리를 연결시켜 동그랗

게 링 모양의 장식문양으로 만들었다.

기하학

적 어 

문양

기하학적 어(魚)문양은 패턴의 배열 방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

(魚) 몸체는 어(魚) 외형윤곽을 선으로 

그린 것이다. 어(魚) 이미지의 주요 특

징인 입, 눈, 꼬리, 지느러미 등만을 강

조하되 많은 구체적인 묘사를 간소화

하였다. 전체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기

하학적 구조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문양과 

결합한 

어 

문양

어(魚)와 새 문양 결합문양은 남녀 혼

인의 매체가 되어버렸다. 또한 생식하

고 번성하는 전파형식과 길상 행복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어(魚)문양과 다른 생물체가 아닌 것이

나 식물과 결합한 문양은 어(魚)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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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전통 어(魚)문양의 분류18) 

                   

Ⅲ. 어(魚)문양을 적용한 고대 기물적용 사례

1. 생활용품

    예로부터 식량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일반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소원이다. 어(魚)의 어(魚)자와 여유의 여(餘)자가 발음이 

똑같아서 보통 생활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어

(魚)문양이 식기 등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되었다.

    어(魚)문양의 생활용품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현기법과 특징도 큰 차이가 있다. 산동(山東)치박요(淄博窯)의 

“대반어”(大魚盤)는 20세기 추반경 농촌에서는 매우 흔한 어(魚) 

접시로 사용되었다. 접시에 형상이 포만하고, 형태가 과장된 어

(魚)문양은 예술 스타일이 호방하고 소박하다. 경덕진(景德鎮)의 

“청화연못어반(青花蓮池遊魚紋盤)”은 원나라(元)때 경덕진의 대표

적 작품이다. 지금은 중국 호남성(湖南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다. 접시에 방어 한 마리와 쏘가리 한 마리가 있는데 어(魚)문양

이 매우 세밀하고 역동적이다. 어(魚) 주변에 연꽃으로 가득 차 

있고, 연잎과 각종 수초의 자태가 아름답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강남지역의 문양은 수려하되 북방의 문양은 호방한 스타일

을 엿볼 수 있다.

18) Baidu사진, http://image.baidu.com/wisehomepage/feeds?wiseps=1,
검색어:어(魚)문, 음양 어(魚)문. 기하학적 어(魚)문, 다른 문양과 결합한 

어(魚)문

문양, 어(魚)와 풀문양, 어(魚)와 연꽃

문양 등이 있다. 어물문양은 사람들이 

부귀와 길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http://image.baidu.com/wisehomepage/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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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대반어大魚盤）
   

[그림5]청화연못어(魚)반

（青花蓮池遊魚紋盤）

       

2. 건축과 환경

    중국 고대건축물에서 어(魚)문양은 보통 지붕이나 처마위

의 장식으로 쓰였다. 이것이 현어(懸魚)라고 불리는데 흉악함과 

사악함을 쫓아내고 피하는 액막의 의미를 지지고 있다. 중국고대

의 건축물은 보통 목조라 가장 큰 우환이 바로 화재인데 사람들

이 어(魚)를 비가 온다는 마스코트로 삼아 건축물에 조각하여 신

령한 기운을 빌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빈다는 뜻이 있다. 어떤 

사람이 현어장식물을 이용해 가문이 번창하고 관운이 형통하는 

것을 빌었다고 한다. 귀주성(貴州省)의 건축물 지붕장식에 있어 

“오어문(鼇魚吻)”이란 것이 유행했는데 문(吻)이란 건축물 지붕에 

있는 장식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오어(자라)가 상어에서

부터 변화해 온 것이라 느껴져 물을 뿜어 불을 진압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것을 지붕에 장식해 재앙을 내몰고 평안을 

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림6]오어문(鼇魚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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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공예품

    어등(물고기등잔)은 중국민간 연등회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등잔장식이다. 사람들이 어등을 중요한 양식으로 삼는 이유는 바

로 어(魚)의 모양이 간단명료하여 서로 다른 모양을 쉽게 많이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매우 좋기 때문이다. 

    섭서(陝西)의 일부지역에서는 청년남녀가 결혼할 때, 신혼

집 침대 옆에 잉어장식품을 걸어야 했다. 이는 신부의 자수기술

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여유가 있고, 자손이 번성함을 상

징하는 듯이다. 잉어자수는 조형이 역동적이며 색깔이 주로 적색

이나 녹색이다. 잉어꼬리부분의 색깔은 매우 화려하고 풍부하다. 

이외에도 중국 각지의 어(魚) 조형공예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북경(北京)의 금옥연(金玉風箏), 하남회양(淮陽)의 흙어(泥塑

魚), 호남(湖南)의 대나무 잎으로 만든 종어(粽魚)등이 있다. 

 [그림7]어등(물고기등잔)

      

   [그림8]잉어장

식품

                              

4. 의상

    어(魚)문양의 의미가 길상 때문에 중국 민간복장 장식에도 

자주 사용되었다. 귀주(貴州)지역의 여자들이 아기 띠를 자주 사

용하는데 아기 띠(背帶)란 여자들이 아기를 등에 업는 도구이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역시 아기와 서로 연결하는 생명의 유대이

기도 하고, 아기를 보호하는 호신부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들이 

보통 아기 띠에 어(魚)문양 자수를 한다. 여자 복장자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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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부위, 신발부위 등에 수놓는 자수는 어(魚)문양이 매우 흔히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만한 혼인생활과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림9]어(魚)문 아

기 띠（背帶）

    [그림10]어(魚)문 신발

                         

Ⅳ. 중국 전통 어(魚)문양의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례 

및 분석

1. 활용사례 분석

    현대 시장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의 상품

은 풍부해졌고, 새로운 브랜드의 끊임없는 출현은 많은 소비자들

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브랜드는 대중의 조직 및 그 상품

인식에 대한 종합이다.」
19)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상품 본연을 넘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충성도 또

한 형성이 된다. 어 문양에 의거하여 기업 아이던티티 디자인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어(魚)문양을 좋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전통 

어(魚)문양의 내포된 길상의미를 제기하는 것을 기업으로 전가하

여 많은 소비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요

즘 어(魚)문양이 전통적 길상문양으로 현대 중국의 그래픽 디자

19) 위민양(餘明陽)주기달(朱紀達)초준비(肖俊秘)『브랜드 미디어학』.상해

교통대학교출판사. 2005, p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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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도형이미지 뿐만 아

니라 깊은 역사가 있는 민족전통의 상징이 되었 전통 어(魚)문양

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의 시각척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해 디자인 

되어지고, 그 시대에 적합한 문양으로 재구성되어져야 할 것이

다.」
20)

1) 직접적 어(魚)문양의 활용

    담목장(譚木匠)은 주로 빗이나 장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중국 기업인데 현대화된 다자인과 개혁을 통해 전통 제품인 어

(魚)문양을 활용한 빗을 생산하고 있다. 어(魚)문양의 사용은 브

랜드와 제품에 길상의미를 부여해준다. 외형도 세련되고 아름다

워 중국소비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

명도도 높이고 담목장이 중국 빗제품 분야에서 1위의 브랜드가치

를 선도하고 있다.

       

[그림11]담목장（譚木匠）어(魚)문양의 빗

    장씨어점(張氏魚莊)은 중국길림장춘(吉林長春)에 있는 생선 

요리로 유명한 식당인데 2006년에 개장해 10여년을 거쳐 백평방

미터에 불과했던 작은 식당에서 면적이 3천 여 평방미터의 큰 식

당으로 성장하였다. 식당의 주차장은 자동차 200대를 동시에 주

차할 수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식당브랜드가 되었다. 장씨어장 

로고의 주요 요소는 중국 길상 어(魚)문양인 “년년유어(年年有

20) 유징(劉征), “중국 전통 어문양의 현대 평면디자인 응용”, 중국 하남

공업학원 졸업논문(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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餘，해마다 풍요롭다)”에서 나타난 아기와 어(魚)문양이다. 

Paper-cutting 기법으로 표현해 중국 아기가 큰 어(魚)를 낚시하

는 유쾌한 장면을 만들어 낸아름다운 어(魚)문양이 재해석이다. 

색깔에 있어 전통적인 “중국 홍색(中國紅)”을 피하고 burgandy

와 orange red를 선택해 전통 중국식 홍색이 아닌 적색계열의 

컬러 매칭을 사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컬러를 성공적으로 채택하

였다.

              

   

     [그림12]장씨어점（張氏魚莊）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2) 간접적 어(魚)문양의 활용

    식어(食魚)는 중국 광주에 있는 유명한 생선요리점이다. 

“식어” 전국시기(戰國)의 유명한 역사책인 <전국책(戰國策)>에서 

유래된다. 요즘도 손님을 정중하게 접대하고 우대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식어 식당의 로고는 “식(食)”자를 전국시대(戰國)의 어

(魚)문양 바탕에서 변화해 그림과 글이 동시에 표현하는 로고마

크로 디자인되었다. 직관적으로도 식당의 주 요리는 생선이라는 

것을 로고마크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로고가 세련되고 

간단하여 식별하고 기억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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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식어(食魚)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레바논 IT 정보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codefish의 로고

는 회사 이름에 있는 이니셜인“C”와 “F”의 변형된 모양과 점 하

나를 붙여 어(魚)문양을 만들었다. 이미지가 세련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구사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전문적 소

프트웨어로 어(魚)문양의  로고를 Typo로 채워 회사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고에 대한 인상도 깊이있게 각

인시킨다.

         

[그림14]codefish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2. 어(魚)문양을 이용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분석과 

전망

    어(魚)문양의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예술에서 

어(魚)문양의 가장 흔한 의미가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단순한 열

망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유명한 공예미술사 평론가이며, 교육

자인 장도일(張道一) 선생님은 「옛 그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늘의 창조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이용

은 바로 창작하는데 참고하는 것이다. 즉 앞사람들의 거울로 자

기의 길을 비춰 자신의 경험을 쌓는 것이다. 옛 작품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탐구해야 자신의 디자인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자기 자

신의 디자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21)

고 하였다. 때문에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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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魚)문양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응용하려면 어(魚)

문양이 현대사회에 끼칠수 있는 가치를 알아야 하고, 변화하는 

시선으로 새로운 시대배경과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필요하다.

1) 상업적 가치

    「상품시장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구매능력이

고, 다른 하나는 구매욕구이다. 구매 욕구의 대부분이 바로 심리

적 만족감이다. 특히 명품, 공예품, 기념품 등에 대해 고객들은 

상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매우 중요시한다.」
22)

 전통 어(魚)문양은 

각종 길상의미를 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요를 잘 만족시

켜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디자인이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심미 

관념에 따라 어(魚)문양을 합리적으로 응용한다면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켜 일정한 상업적 가치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응용은 중국 길상문양의 전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

와의 아름다운도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있는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

이다. 

    요즘 많은 외국기업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중국 

전통길상문양을 각 제품에 응용해 방대한 중국시장을 점령하려 

한다. 떠나 그 중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유명한 국제 브랜드

인 Nike에서 2015년 2월에 중국시장을 맞춰 Air Foamposite 

One 한정판 농구화를 출시하였다. 농구화에 직접적으로 중국길상

문양인 “연년유여(莲年有余)”를 날염했고, 농구화 TONGUE에 연

꽃을 자수하였고, SOCK LINING에 잉어문양을 자수하였다. 농구

화 뒤축 에는 중국어 “연년유어(蓮年有餘)”로 대신하였다. 로고가 

농구화 SHOELACE옆에 구석으로 이동되었다. 이 농구화가 출시

되자마자 중국의 핫이슈가 되었다. 대부분 사람이 이 농구화가 

21) 장도일(張道一).『중국 도안 대계』(中國圖案大系). 산둥 미술 출판사.
1933, pp.2.

22) 축복(祝孚), “전통어문양의 현대 디자인 중의 응용”, 중국 절강이공대

학 석사학위논문(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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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이 상품을 거절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농구화에 있는 면적이 넓은 연꽃문양을 디자인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신는 신발이 습신(壽鞋)이

라고 하는데 습신(壽鞋)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 바로 연꽃

문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신발이 가장 꺼리는 것

은 바로 면적이 넓은 연꽃문양이다. 길상문양을 이용하여 길상의

미를 표현하려는 신발이 가장 길상하지 않은 신발이 되어버린 셈

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것을 “한정판습신(壽鞋)”이라고 

놀렸다. 2016년 1월에 Nike에서 Air Force 1 Low「NAI KE」

QS 새해 한정판을 출시했는데 전에 실패한 교훈으로 이번에는 

순백색의 신발의 TONGUE, BACK COUNTER, 또한 SOCK 

LINING 부위에만 “연년유어(蓮年有餘)”를 기재했고, 문양의 연

꽃, 잉어와 포동포동한 아이 등 세 가지 요소만을 적용하였다. 하

지만 문양에 있어 아무 수정도 없었던 이 제품은 소비자의 반응

이 전 디자인에 비해 다소 실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중국소비자의 

환심을 사지 못해 매출이 매우 저조하였다.

        

[그림15]Nike Air Foamposite One

  

 

 [그림16]Nike Air Force 1 Low「NAI KE」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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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가치

    현대 중국은 서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의 표현방식이 

더욱 더 다원화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몇 천 년의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중국 전통 어(魚)문양은 여전히 강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다. 어(魚)문양은 독특한 형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추구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魚)문양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문양을 좋아하고, 어(魚)

문양의 전통도 그대로 계승을 받기 때문에 어(魚)문양에 대한 홍

보도 하였다. 전통 어(魚)문양의 디자인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민족문화적 심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중국 전통 어(魚)문화는 오랫동안에 중국 전통 

인문적 관념, 자연적 관념과 철학 관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느 정도에 독특한 동방 문화와 정신을 지닌 중국 역사 문화 특징

을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서방문화의 충격을 받고 있는 현대의 

디자인에서 전통 어문양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민족문화적 

심리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민족문화정신도 같이 홍보하였

다. 둘째, 한 브랜드의 문화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긴 역사, 풍부한 문화적 내포와 길상적 의

미가 있는 전통 어(魚)문양을 빌어서 어(魚)문양의 형을 취하고, 

그의 길상적 의미를 확장시켜 디자인에 문화적 함의를 주입함으

로써 브랜드의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킨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지명도, 디자인 브랜드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중

국 전통 어(魚)문양의 주제가 광범위하이고, 형식이 다양하며, 역

사도 길다. 어(魚)문양의 조형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서정적 아름

다움을 느낀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민족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대자연에 대한 숭고한 신앙, 생명의 소중함, 생활에 대한 사랑을 

느낄수 있다. 이는 결국 어(魚)문양의 전통콘텐츠가 현대 중국디

자인에 지속적인 영감을 심어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중국 전

통 어(魚)문양이 지닌 독특한 동방의 문화적 매력은 설사 세계 

예술품들과 비교할 때도 뒤지지 않는다. 전통 어(魚)문양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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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통합 계획으로 활용하거나 어(魚)문양을 활용한 제

품 그래띡으로 디자인하는데는 중국의 문화이해와 더불어 민족성

을 표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자사의 

정체성과 국제화의 발전과정에 발맞춰 기업이미지 상승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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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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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 통계분석

    이 설문조사는 소비자의 브랜드 의식, 구매심리, 어(魚)문

양의 심리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

사 대상은 중국 20세 이상의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0명의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문제 3~5번 문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의 90%가 넘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와 기업 아이덴티티 의식은 보편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또한,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제품들을 선택할 때, 브랜드 이

미지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결국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크게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비자가 어떤 기업 이미지 디자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76%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활용한 기업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통문화

가 중국 소비자의 마음속에 정서적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혹 전통 컨셉의 디

자인 표현 방법이 현대소비자 심미수준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

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중국 기업이미지의 긍정적인 상

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통 길상 개념의 문양들이 현대적

으로 재해석 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상기의 설문 내용 중 7~9번 조항을 보면 중국 소비자가 

전통 어(魚)문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풍부한 길상적 의미

만을 지닌다는 것이 아니며, 수 천 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

된 다양한 어(魚)문양의 조형 형태들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어(魚)

문양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10번과 11번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전통 어(魚)문양을 현대 

기업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소비자가 이 브

랜드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통계 조사의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길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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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祥槪念)이 정서적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기

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그 기업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도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 천 년의 중국 문화 발전의 변화 속에 국민들이 

어(魚)문양에 대한 풍부한 정신적 수호 의지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 어(魚)문양을 많이 선호한다. 전통 어(魚)문양을 현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魚)문양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평가로 연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더불어 어(魚)문양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를 견고하게 형성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동시에 

기업들은 어(魚)문양의 역사, 문화, 길상의 의미를 내포함에 있어, 

브랜드의 중국 전통 문화콘텐츠를 계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기업 아

이덴티티 디자인에 길상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 길상문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여러 전통콘텐

츠들이 현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여러 분야로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심미적 관점으로도 융합된 사고와 디자인 재해

석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의 정서적 Needs를 

만족시키는 구매효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魚)문양은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전

통콘텐츠의 활용을 고취시키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고찰하였을 때에도 중국 디자인 분야에 매우 중

요한 촉매점이 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전통 어(魚)문양의 기원, 역사 변천, 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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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 속에서의 길상 어

(魚)문양의 표현방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 전통 어

(魚)문양을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적용했을 때의 성공과 실

패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전통 어(魚)문양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

자인에 기여하는 가치와 디자인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 전통 어(魚)문양은 6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 시대의 어(魚)문양은 각기 다른 형태와 특징, 길상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어(魚)문양의 역사 변천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각각 다른 형태의 어(魚)문양의 길상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

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현대 기업문화의 이미지 

개선과 기업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어(魚)문양을 선택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기업 이미지의 호감도를 극대화 시키고 고객의 충성도, 선호

도를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어(魚)문양이 현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응용

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전통 어(魚)문양의 길상적 

의미와 독특한 이미지 형태를 이용하여 전통 어(魚)문양의 상업

적 가치, 디자인의 가치를 기업에 충분이 기여하였고, 변화하는 

시선으로 새로운 시대배경과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결논을 얻었다. 또한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여 

민족성, 창의성, 시대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덴티티를 개발함으로

써 더욱 현대 소비자의 심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상승 역시 기업홍보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최종 목적은 자사(社)만의 디자

인으로 소비자의 주의력을 끌어들이게 하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생성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소비자의 심리요구를 관찰하고 연구하므로서 구매자에

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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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魚)문양은 수천 년의 역사변천을 통해, 시대마다 생활의식과 

심미감이 모두 어(魚)문양에서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

대 어(魚)문양의 발전과 변화가 현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

당하였다. 어(魚)문양은 실생활에서 폭넓게 응용되어 왔으며 중국 

민족의 정서에도 매우 깊게 내재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통 어

(魚)문양과 융합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대중들의 일괄적 

사랑과 인증을 받았다는 귀결로 연결되었다.

    전통 어(魚)문양이 현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융합된 

것은 직접적인 활용이든 어(魚)문양 중 구도가 예쁜 것, 스타일이 

깨끗하고 간결한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색채를 변화

시키고, 다른 문양과의 조합을 통해 제작되었다, 간접적인 활용법

은 현대의 심미 관년으로 어(魚)문양과 다른 문양을 구조와 구성 

방식이 같게 하거나, 융합하거나, 조형을 간략화하거나, 추상화하

거나, 분할하고 나서 일정한 규율에 따라 다시 조합을 통해 제작

되었다. 전통 어(魚)문양의 깊은 의미를 포착하고, 그 적합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창

작하여 소비자의 심리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업 이미지의 호감도

를 상승시키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국의 전통 길상 어

(魚)문양의 의미와 그 활용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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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ese Traditional Auspicious Fish Pattern 

Application in Corperate Identity Design

                       

ZHANG JINGQIU

    China is a great civilization which is a combination of 

various ethnic groups with long history change. As one of 

these important components of traditional culture, the lucky 

shape has been going through the ideological upheaval of the 

history change of China. Up to now, it has become the 

important parts which can stimulate the emotion of Chinese 

nation. The lucky shape becomes the basis of the rich 

traditional culture by long history of the Chinese nation. Even 

say it is the centre of this traditional culture resource. The 

lucky shape is a way of expressing the Chinese history and 

national emotions. It is the important part of people’s living 

habits, emotion, as well as the cultural background. What’s 

more, it has the value of beliefs of Surname totem. 

Meanwhile, it also has the function of passing on information. 

The symbol of information finally was created by the being of 

lucky shape to indicate its conceptual content.

    There are various kinds of lucky shapes. It will have 

its limitations when researching all kinds of them 

professionally. So, here the lucky shape of FISH will be 

researched.

    The shape of fish is the first good shape created by 

the Chinese nation. It is about 6000 years.  Its special shape 

and lucky meaning embody the peculiar inherent culture and 

intension of the Chinese nation. It’s the importa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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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 traditional shape of fish 

was focused on the continuation of history and the patterns 

recognition, etc. It seldom indicated the meaning of the 

shape into the using of the modern design. So by searching 

the lucky meaning & the way of fish shape, the purpose of 

the search is to  explore the real analysis of value of the fish 

shape in the modern enterprise identity design.  

    The way of search i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the evolvement and the meaning of lucky of the 

traditional fish shape to analyse the symbolic meaning and 

the cultural meaning from all levels in nation, culture, art and 

life, etc. And by using the huge living example of the 

enterprise identity design of the traditional shape of the fish 

to analyse that how it works in positive way by those 

enterprise which is based on the trust with good image. In 

the modern Chinese enterprise identity design, the lucky 

image will be reinterpreted in the modern way. It will be 

proofed by the national perceptual knowledge of the 

consumer and the way of enlarge the goodwill of corporate 

image. It will be the conclusion.

    The traditional fish shape is the important core of 

modern design.So this search is taken through the instance of 

the design of enterprise image of the traditional fish shape to 

analysis the idea of the majority Chinese people of the 

traditional luck and the influence of corporation which based 

on trust and credibility. In modern image design of Chinese 

corporation, the auspicious sign reappear. The question 

survey is taken by people through the perceptual knowledge 

of the consumer and the cognition the enterprise image. 

According the result, people can speculate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recognition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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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ditional concept.

    Keyword：Fish pattern, corporate identity design, 

traditional patt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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