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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 인간의 생활이 점차 풍요로와지면서 소비 

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점에 따라 제품에 대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아름답고， 편리하며， 견고하게 포장 

된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있 

어서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살파보면， 디자인전략， 디자인 

개발， 디자인 방향성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개발의 전환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선 

호에 호응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산 

업화 사회구조의 속성이 그 한계에 도달했으며， 산업 

미술의 발달에 따라 기술력의 평준화 현상과 더불어서 

정보통신， 뉴미디어의 발딸은 대중문화， 대중사회， 소 

비자의 내적지향 등의 정신적 만족으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시대의 흐름 

은 인간의 감성과 정신적 측면에 대한 제품의 외적인 

이를디움과 도댁적， 정신적인 지아 실현의 시대를 요 

구하는 것이라볼수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 소비자의구 

매형태 및 사용형태， 문화적 환경 속에서의 상품 선 

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즉， 상품의 물리적 

효용에 그 가치를 두지않고， 하나의 이미지 선택으로 

서 지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가치를 

두게되어 소비는 생활의 일부는 받아들여져 지아 실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구매욕구의 발 

상은 소비자의 ‘경험’ , ‘특성’ , ‘동기부여’ , ‘환경적 

영향’등에 의해 결정되고， 또이러한 요소들과 소비자 

가 경험한 자극의 형태에 의해서 상품구매에 대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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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식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21세기의 문화경쟁시대는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쟁변수가 제품의 기술적 가치에서 미적 가치로 변화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현대와 같이 지적 창의성이 존 

중되고 고객의 개성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고객에게 고 

유문화나 저통문화적 요소와 같은 특벨한 의미를 부여 

하거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미 

적 가치가 부여될 때 다론 제품과의 국제경쟁에서 절 

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디자인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특히 대부 

분이 외래어 브랜드라서 이해와 선별이 어렵고 흔돈감 

을 주고 있다 또한 제품의 레이아웃은 외국 것과 차 

별성이 없고 지나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포 

장 표면 디자인의 창조적 레이아웃이 없이는 외국제 

품의 모방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업체에서도 제품의 질적 호t상 및 브랜드 인지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계획 그리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 

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를 

국산화하여 원가를 낯추고 소비자가격을 낮게 하여 소 

비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품질개발 

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최근들어 그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남성 • 여 

성 화장품에 있어서도 Market ing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자 지향적 ， 시장지향적인 포장디자인 형 

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 상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가치와 감성적 효과는 소비자에게 강하게 부각되어야 

한디는 점에서 포장디자인을 통한 이미지의 확립이 최 

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징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기초화징품의 시장을 분석하여 동호노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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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는 소비자의 요 

구도와 기호성향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킴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국내화장품 시장에서의 외국 제품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스킨케어 포장디자인을 제안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오늘날의 구매지눈 그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또 

상품선택을 위한 수준 및 시각 기준이 매우 호냉 되었 

다 이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히는 것은 소비자들로서 

현대 소비계층의 취향이나 구매관습의 파악은 기업의 

제일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또한 새 소비층의 구매관습을 양보다는 질， 대량보다 

는 소량， 기능성 이전에 심미성， 영속성보다 일시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소비를 위해 영구성 

이나 내구성 이전에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포장 디자인 

계획은 소비자 구매욕구의 과학적 측정하에서 이룩되 

어야한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내용 및 범위를 설정한다， 

1) 기초조사 및 시장환경 분석 

- 자사제품 및 국내외 타사제품， 시장변화에 대한 

분석， 평가 

2) 소비자 환경 조사자료 

소비자 니즈와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대한 

환경적 영향 

3) 제품의 일반적 특성 , 제품의 분류， 사용방법등을 

조사하여 디자인 요소 분석 

4) 소비자의 선호 성호벼l 따론 표면 포장 이미지 파악 

n. 기초조사 및 시장환경 분석 

1. 자사제품 

세계 유일의 파이피아 시스템(PAIPIA SYSTEM)은 

자연 생체 이론과 BASS의 처방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화장품만을 취급하는 종합화장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여성용 기초， 메이크업 및 남성용 화장품을 생산， 시 

판， 방문판매， 수출(중국)로셔 판매망을 구축해왔으 

나， 타사제품과의 경쟁력에서 기업， 제품의 인지도측 

면이 다소 저허펌A로 인하여 제품디자인에 많은 관심 

을 보이면서 이번 신제품개발을 통하여 좀더 참신하 

고， 개성있는 품질위주의 디자인으로 시장성 확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매년 20%이상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남성화정품 시장을 겨냥해 차모스화장 

품이 국내 최초로 남성제품에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각 

광받고 있는 레티놀을 첨가한 기능성 화장품 “타이드” 

를 출시 예정이다 주름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높은 관 

심을 보인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남성들도 여성 못지 

않게 피부관리 및 주름방지 기능성 제품에 대한 니즈 

가 높다는 점을 착안해 성분과 컨생 효과에서 차별화 

를 둔것. ‘탑이드”는 하절기용(夏) 동절기용(쪽) 2품 

목으로 개발하였는데 비슷비슷한 남성제품들 가운데 

‘꾀부주름을 위한 신남성 화장품”이란 슬로건으로 차 

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차모스 화장품은 각질제거 

및 주름방지 여성 전용 화장품으로 고기능성 미백화장 



품인 “블랑센" 5종을 선보이며 시장에서의 역매에 주 

력할방침이다. 

“블랑센” 브랜드는 주름방지 전용 화장풍으로 피부 

의 진피층에까지 침투하여 피부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을 활성화하여 주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기미를 예 

방끽하여 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개선시켜 주며 알부 

틴이 다량 함유되어 미백효과가 탁월하여 한결 부드려 

운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신제품이다. 

차모스 화;끓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류에 발 

맞추어 우리 체질과 피부 조건에 가장 알맞는 성분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쉽게 구하지 못 

히는 생활용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유통 근대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전히는 유통엽을 전개 하고자 한다 

(1)제품특정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 

감성지향， 개방성향， 자기연출 등을 주장하는 현대인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 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호L을 제시한다. 

첫째，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시각이미지 연출로 

감각적인 개성표현 

둘째， 단순하면서 눈에 잘 띄는 패키지 개발로 주요 

소구층관심집중 

셋째， 각 디자인 요소의 Identity화로 브랜드 인지 

도강화 

이러한 원척에 의해 전개된 디자인 컨셉트 역시 기 

존틀을 과김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신 고 

객총을 위한 제품 디자인으로서 고정관념 탈피와 포스 

트 모더니즘 추구에 그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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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각사 브랜드별 가격 비교표 

l 져|조업소영 제품영 규격 쩨도잉시이정 제도싫시이후 조사업 비고(썩 판매가격 판때가적 소'? 

l 태평양 a네즉미/그린스킨 150ml 13700 13700 20 미언올 

팅터 이션후러1쉬그린로선 140ml 12300 13300 22 813 

딩jE1 101션후에쉬그런어 툴리스킨 140써 12.300 13.300 22 8 13 
한국화장품 

덩테이션오01스찍로션 140께 12.300 13300 z 8 13 

덩테이션에올리엔트스킨 140m! 12.300 13.300 22 813 

소미트수세미스긴토녀 160씨 10.600 11.000 12 1226 
쥬리아 

수서101 <5 101드로Ð스킨토너 160셰 1226 10600 11 앉xl 12 

에바스 미러|프라일일크로션 150ml 12 400 12 5{XJ 15 080 

시코스그린스킨 140ml 12 600 134α3 23 469 
라미화장풍 

시코스그린로션 140m! 23 4 69 12.600 13400 

한울오버클해스이라이트쉐이브 110m! 16 5{XJ 16500 22 248 
한불화장풍 

한서를오버을래，，"010 1일드어 얼전 110m! 16 5{XJ 16500 22 248 

로져|화장풍 흰희모이스추」로서(건성) 1 50찌 19.200 19.300 19 052 

오리리화장풍 ; 러I~맨스킨 120께 18.200 18.400 7 11 

식울나라오이스춰로션 180m/ 7αxl 7.100 15 143 

한국훌마 식울Lf21\N오01스회로션 160ml 7αxl 7 αxl 14 2ffi 

식울Lf2fUV스긴소프너 160ml 7αxl 12 200 15 429 

소르비티스긴로선 140 m! 12200 12 38J 9 123 

푸른화장풍 스르" I E I밑크로션 140 ml 12200 12 38J 9 123 

노블레스로션 140ml 96∞ 9800 10 200 

드러01틱그린스킨일급로선 165ml 9600 11300 7 177 

드라DI틱일a룩선 165ml 9700 9000 5 200 
태웅화장풍 

드러ο팩스킨로셔 165m! 9700 9000 。 200 

드러이틴그런일크로션 165씨 9700 9000 。 200 

l 한국존슨&존슨 존슨즈데이지덕로션 250께 62∞ 6450 14 403 

수입화장품 

제조업소 제품영 규격 
채도셜시 01정 ~~실 "'101-' 초시엉 

비고(%) Ð때가" g얘기찍 소수 

이엘씨에이 얀인스으꺼어으띠I~Hi지튼리를3트으융g↓ 50ηI 35αxl 35αm 2 미연동 

( 에스티로 드eι딩녕E‘디퍼슨뜨O:~;2ι g르상 125ml 32 αxl 32 αxl 2 미연올 

코웰(랑 
르을ξ스엠르영응드르딩르.:'~ε안느 때'1 

2:';Oml 42 αxl 42 αxl 2 O!변옳 

ε니i여:잉드표르r띨g킥예르크승호선 

콤) 
3‘i르2o!.'.~드을런으딩스잉펴 2~~y꽁르인 50.1 77 αxl 77 αxl 2 미연동 

에영향조크힘브똥뜨르"1쥬크링로션 15찌 3αxl 49 OO:J 2 7 5 
크리스잔디 

히휠링뜨크효으셰르F 괴뉘크릴로선 30찌 75 αxl 75 αn 2 미언동 

l 경쟁사제품 

현대의 국제시장은 무역규제를 철폐하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개방문화의 물결은 소비자의 안목을 점차 높 

여주고 있으며 디자인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 

는 속에서 선진 외국제품의 세련된 디자인을 접할 기 

회가 점차 많아지고， 국내제품과 비교해서 선택하므 

로，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g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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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하며， 소비자 만족 

CConsumer Satisfaction)을 위해 실현할 때만이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다 

IMF바람이 화장품 디자인의 껍데기를 훌훌 날려 버리 

고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회장품 디자인의 개 

념이 바뀌고 있다 잡다한 치칭을 털어내 단순하고 세 

련된 이미지로의 탈바꿈 바람이 일면서 업계간의 디자 

인경쟁이 “몸무게 줄이기”로 집약되고 있다. 

화장품 “다이어트”의 핵심은 리뉴얼(Renewal)과 

a힐 

리디자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함으로써 개발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시간과 광고 마케팅 경비를 

z:.01 ι::. 01 , 1 
돌2T ;iλ냐 

전에도 리뉴얼이 없지 않았으나 지난해 태평양의 〈라 

네즈〉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올들어서 태평양의 〈미몽드) <미 래파) , 한불화장품의 <

두앤비)， LG화학의〈이지엽) <아르드뽀〉등이 잇따라 

리뉴얼 제품을 내놓았다. 

포장디자인의 포인트는 불필요한 장식제거， 단순한 

선， 모던한 감각， 깨끗한이미지가 공통점이다 

〈라네즈〉의 경우 용기 어께 부분에 붙어 있던 장식들 

이 모두 제거되고 위 아래로 곡선이던 전체 윤곽이 

직선으로 단순화 됐다. 남성화징춤 〈미래파〉 역시 근 

육을 상징하는 울퉁불퉁한 장식이 깔끔하게 빠져나갔 

다. <이지업〉은 양끝이 좁고 가운데가 불룩한 종전의 

모습대신 밑이 넓은원통형으로 변신했다. 또 뚜껑 (캡) 

은 꽃봉우리를 이미지화해 막 피어니는 꽃을 연상시키 

게 했다. <아르드뽀〉는 빗빗한 원통형에서 윷가락 모 

양으로 바뀌었다 색상도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가 강 

해졌다. 귀족적인 화려함 대신 검정이나 회색 블루 등 

첨단의 느낌을 주는 색상이 선호되고 있다. 윤곽에서 

는 둥근맛 보다 직선의 경쾌함이 부각되는 추셰이다. 

최근 플라스틱인 패트재질CPET)용기로 활용한 한불 

의 <ICS)처럼 용기 재질로 고가의 유리대신 값싸고 가 

벼운 플라스틱이 도입되기도 했다. 

외국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샤넬 “크리스찬디오 

르”등의 해외 제품이 우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브랜드 이름 때문이며 ， 디자인면에선 우리제품들 

도 그에 못지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확고한 

경쟁력을 위해선 보다 세련된 우리정서에 맞는 디자인 

을 개발해야 하며 경제상홍l을 최대한 반영한 단순하면 

서도 환경친화적인 화징품 디자인 개발이 꾸준히 가속 

화해야할것이다. 

특허 20대 전후의 신세대층이 소비계층으로 급부장 

되면서 이들의 기호에 알맞는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각 화장품사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에 걸맞는 좋는 디자인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줘야한다”는 신제품 개발(스킨케어)전략에 대 

한 전문성과 보편성을 띄고 있다. 

수입 유동개앙 

저싱싱 시대돌입 

대기업의 부도현심 

고객01옹기욕회 

....1 디딘겨 판머 브앤드 I~ 

유입시핀시잉의 비중김소 

Open P"ce에도 도입 

(Fig 2> 화장품업계의 시장변화 



( Fig 3) 국외 화장품 이미지 

( Fig 4) 국내 화장품 이미지 

(Fig 5) 태평 양 ‘라네즈’ 기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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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태펑양 ‘라네즈’ 리뉴얼제품 

(Fig 7) 태평양 ‘마몽드’ 기존제품 

태펑앙 ‘마몽드’ 리뉴얼제품 

( Fig 8) 라미화장품 ‘카타러나 지오’ 기존제품 
라미화장품 ‘지오’ 리뉴얼제품 

a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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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G생활건강 ‘01 지업’ 기존제품 

(Fig 10) LG생활건강 ‘이지업’ 리뉴얼제품 

(F ig 11) 피어리스 ‘아르보아’ 기존제품 

( Fig 12) 피어리스 ‘아르보아’ 리뉴얼제품 

4톨 

소비자의 의식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상품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러한 소비자의 사회적 변화요인과 새로운 인식의 변화 

에 따라 포장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장품 

은 ‘미의상품’ 인 만큼 포장디자인에 있어 유행과 패션 

성을 바탕A로 고도의 현대적 감각에 띠흔 조형적 특 

이성이 지배되어야 한다. 더구나 화장품의 수입개방으 

로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더욱 화장품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 

점이다 

국내 화장품 포장디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화장 

품 업체가 기본적인 형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 조형성과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진 실정이다 소득 증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소비자 구매 심리 변화，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금을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여야 

할것이다. 

ill. 소비자 환경 조사자료 

1.국내외 포장디자인의 소비자 욕구조사 

1) 조사방법 

설문의 방법으로써 남성， 여성 화장품 스킨케어 제 

품을 사용하고 있는 1 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남성 • 

여성으로 한정하고 직장여성과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 

로 5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속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설문지 조사는 소비자들의 실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를 알아보고 수입 화정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찾아보고자 실시하였다. 

<T able 2> 조사대상자의 연령 구분 

구 분 |응답자수 | 구성비 구분 응답자수 구성비 

55 학생 122 24% 

주부 118 24% 

26-29 I 62 13% 회사원 156 31 % 

30-35 I 110 22% 기타 104 21 % 

36-39 70 져| 500 100% 

40대후반 75 15% 

겨| 500영 100% 

(1)국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구조 

가)화정품의 구매태도 및 방법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도를 보면， 오래된 회사와 신 

제품 개발능력이 우수하고 신상품이 많은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그 기업의 매출력 역시 높다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Fig. 1 3)와 같이 품질이 

좋아서 (34% ) , 주위의 사람들이 추천해서 (21 % ) ， 광 

고를 보고0 3% ) ， 상표를 보고01 % ) ， 포장의 색채 

및 모양등 포장디자인이 좋아서 (8%) , 기타의 이유로 

03%)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은 자신 

의 피부에 맞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 

다. 구매경로별 현횡을 보변 화장품 셰일매장(할인코 

너)이 59%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 

리점(특약점 )이 14%, 40대 주부들이 많이 이용히는 

것으로 나타난 백화점이 13% , 방문 판매가 6%, 기 

타 8%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 경로 선택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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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가(40 % ) 구매하기가 편리하다가 

(35%) ,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다가03%) ， 서비스 

가 좋아서 (9% ) ， 기타(3% )를 나타났다. 

나)화장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Fig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품에 비해 포장의 부피가 

너무 부담스렵다(과대포장한 것 같다)(61 % ) ， 색채 및 

용기등 포장디자인이 조잡승}다05%) , 품질이 떨어지 

고 디자인의 모방성이 강하다04%) ， 내용물과의 관 

계에 있어서 색의 조화가 안되었다0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이 53% 만족이 47%로 나타났 

다 화정품 포장디자인이 구매결정에 도음을 주는 이 

유로는 용기형태가 마음에 들어서 산다는 것이 

(47%) , 내용물과 색상이 잘 맞아서가(23% ) ， 기타 

친구가 선물을 권해서 09%) , 판매사원과 미용사원이 

서비스가 좋아서가01 % )로 나타났다. 

수입개방과 더불어 외국 제품의 직수입과 해외여행 

의 빈번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소비자는 상품선택의 폭 

이 넓어졌고 미의식 수준도 호냉되었기 때문에 팔기위 

한 디자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하고 만 

족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국내 화장품 포장디자인의 개선점 

국내 화징품 포장디자인의 개선점으로는 제품에 대 

한 기술력 깅Sk상에 대한 문제점 (42% ) ， 용기 재활용 

(34%) , 색채 및 디자인의 개선02%) ， 디자인을 위 

한 재료의 적절한 개선 (9% )등으로 나타났다 (Fig 

15) 또한 실제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과 지기포장디자인은 통일성이 배제된 것이 대부분이 

다. 일부는 BI 개념을 무시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인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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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흐리게하고있다. 

화장품 포장디자인의 개선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용기에 비해 부피가 픔 

· 화장품 포장이 지나치게 화려 

• 상품의 독특한 분위기의 결여됨을 개선 

·과장된포징을지향 

• 화장품 포장의 재사용 측면 고려 

• 포장진열시 타사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개선 

· 고가 품에만 치중되어 실용적 포장의 가치가 

결여된점 

· 기업체 고유의 특징을 살린 포장디자인의 요망 

· 외국의 제품을 모방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의 

것을살렬것 

이상의 내용을 종힐L하여 보면 소비자들의 화장품 포 

장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화정품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각 기엽의 특징 

을 살린 Interrior 개념에서의 제품포장 지향에도 기 

업과 실무자들이 더욱 노력을 배가하고 디자이너의 자 

생력을 키워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 브랜드에 이길 수 

있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2)수입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조사 

수입 화징품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품질이 우수하다 

(36%) ,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34%) , 우리나 

라 화징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02%) , 주의의 권유 

로 구입한 경우00%) 포장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구 

입한 것(8%)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의 분석 

상품구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그 의사결정은「제품+포장τ상품」에 의하여 발행된다， 

과거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에 등 

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품 판매위주의 

영엽제일주의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마케 

팅 관리자들은 상품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즉 

“구매자 시장화”의 경쟁체제와 상품차별화 체제에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 

하기 시작했고 또 소비자의 복잡한 구매동기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여 이에 대처하는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성공비결은 “소비 

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이라는 결론 

을 얻었다. 소비자의 상품구매 욕구는 행동으로 표현 

되며 소비자 행동은 “상품구매”그 자체이다. 

소비자 행동은 제품의 확실한 파악， 제품의선택， 상 

품구매， 구매후에 오는 만족감， 반복구매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소비나 행등의 변화는 마케팅 믹스 

(Marketing Mix)인 상품포장 및 디자인， 판매유통， 

판매촉진， 가격， 아프터 서비스등의 변화에 따라서 성 

립되지만 회의의 목표 고객군이 어떤상태에 위치하느 

냐에 따라서 이 마케팅 믹스의 여러 내용도 변화되어 

야 한다. 이 마케팅 믹스에서 중요한 것은 포장이 정 

보전달 디자인으로서 소비자 행등의 단계적 변화를 주 

관하는요소가된다. 

소비자가 /염춤구매를 위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는 

각종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시각을 통해 읽혀지는 포장디자인인 것이다. 소비자가 

한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어떤 이점을 원하는 경우 이 

장점이 포장 표면에 표현되어야 하고， 또 광고에서 어 

필 되어야 하며， 추구히는 제품디자인의 형태를 디자 

인해야 하고， 만일 소비자가 가격에 불만인 경우 가격 

인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구매지는 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 상 



품선택을 위한 수준 및 시각 기준이 펙 깅~상되었다. 

이시대적인 프름을 주도히는 것은 소비자들로서 현대 

소비계층의 취향이나 구매관습의 파악은 기업의 제일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욕구의 발상은 

소비자의 경험， 소비자의 특성， 소비자의 동기부여， 

환경적 영향， 과거 마케팅의 자극(제품， 가격 , 점포) 

등의 함수에 의해 결정되고 또 이러한 요소들과 기존 

소비자의 심리적 세트는 소비자가 경험한 자극의 형태 

(포장상품을 보는일 ， 광고를 보는일， 친지들로부터 상 

품정보를 얻는일)에 영향을 주어 제품이나 상표에 재 

한 욕구의 인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중요시히는 구매기준을 보면 성능이나 품 

질을 중심으로 한 상품의 특성， 가격을 중시한 경제 

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상품의 특성， 가격을 중심 

으로 한 경제성， 소비재를 중심으로한 상품의 심리성， 

생산제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장기 소유품 및 일일 

생활품의 디자인 등 다OJ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디자인 계획을 세 

워하 할 것이다 이 모든 구매 기준은 제품 이미지 여 

하에 따라 세워지는데 이 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이 포 

장이 보여주는 정보전달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소비 

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표면 포장이미지 중 중요한 

요소로는 색채， 브랜드 네임， 일러스트레이션， 문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포장색은 성별에 따른 소구력， 

명성， 경제성， 보편성， 내구성， 생명력 등의 느낌을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맛， 향기， 크기， 무 

게 ， 부피， 재질등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포장색은 소비자의 감각적 기 

분을북돋아주는데， 

첫째 ， 소비자가 포징을 소유하고 싶도록 즐거움을 

주어하하며， 둘째 ， 색채로 제품의 특성을 알기 쉽게 

’99한국디자인포름 4호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셋째， 경쟁상품과의 차별성을 

갖도록해야 하며， 넷째， 색의 연상으로 장기간 기억하 

여 연속구매를 하도록 해야한다 

오늘날 새 소비층의 구매관습은 양보다는 질， 대량 

보다는 소량， 기능성 이전에 심미성， 영속성보다 일시 

성을 추구히는 경향으후 나가고 있으며 소비를 위해 

영구성이나 내구성 이전에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선호 

하는 경향으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포장디 

자인 계획은 소비자 구매욕구의 과학적 측정하에서 실 

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 되면서 부터 많 

은 수입화장품들이 물밀 듯 들어왔지만 결국은 우리 

체질에 맞지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도 있었다. 수입화장품은 어느 제품이나 그 나라 

의 환경， 기후 조건하에서 형성된 그 나라 사람들의 

피부에 맞게끔 되어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조건， 즉 환경조건， 기후조건， 특히 일조권등을 가지 

고 있으며 외국과는 이들 조건이 다르다. 그동안 우리 

는 피부특성과 환경이 전혀 다론 외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네들의 기준에 의해 좌우되어 왔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동사에서는 신선함과 깨끗함을 위 

주로 디자인 개발한 이번 신제품들은 욕구에 만족하는 

최선의 제품임을 자부할 수 있다. 

<Fig 13) 제품 구매동기 경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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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영) 

(F ig 14> 화장품 포장디자인의 불만족이유 

( F ig 15> 국내 화장품 디자인의 개선점 

o 

N. 디자인 컨셉 및 구체화 

1.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 

De s ign 방향 

[;]Iiil빼 m한 감뿌| 감성적인 1 

전문 기능성 화장품 디자인 개발 

전문화 

- 8imple 

81im 

개성화 

-Fashion 

-Color 

고급화 

-Hi-Prestage 

Hi-Tech 

전문화 전문기증섬 브랜드로서 8imple하고 80ft한 이미지 창출 

고급화 전문브랜드를 호t한 하01 프레스티지 제품 창조 

개성화 개성을 강조한 감성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개발 

시대감각과 요구에 부응하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한 면(面)의 처리로 엑 

티브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차별화된 디자인A로 

서 MODERN함과 새로운 질감을 시도하여 깔끔함을 

추구하는 컨셉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디 

자인으로 제직「하였다， 



Marketing Concept 

Q) Brand 개요 

• 유통 방판， 시판 전용브랜드 

• 마케팅연령대 : 26~35세 

• 판매시 연령대 : 구분없음 

• 브랜드 특성 · 피부노화 방지 및 주름 방지를 위한 

전문기능성 브랜드 

@ 소비자 Target 

• 25~27세를 전 후 부터 피부노화가 시작되는 여성 

• 30세 전후로 이미 노화가 진전된 여성 및 남성 

• 확실한 효능 · 효과를 기대히는 여성 

@ Brand특정 

• 피부 노화에 대응하는 피부학적 전문 기능성 브랜드 

• 심플한 스랩라인으로 집중적 케어기능 

• 색조를 스킨케어로 승화 

• 토탈 마케팅에 의한 HIT상품 조기 창출로 브랜드 

인지도확산 

2 . 디자인 구체화자료 

(1) 아이디어 전개과정 

전제품의 사이즈와 용량을 다르게 적용시키어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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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벨화를 유도하였으며 단상자， Set상자， 쇼핑백 

등의 디자인을 통일감을 주어 시리즈 차원에서의 이미 

지를 부각 시키어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표현하 

였다. 

• 수출에 대비한 국제적인 브랜드화 디자인 모색 

• 전체적으로 시원스럽고 깨끗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하여 순수 마일드 스킨케어 이미지로 신선하고 

심플하게 제작(BLANSEN) 

• 남성의 중후함을 강조， 동절기， 하절기용 2가지 스 

타일로서 독특한 시작적 표현기법으로 유도함 

· 젊은층에 어필할 수 있는 개성있는 디자인 컨셉트 

설정 

(2)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 

순수한 천연의 힘을 피부에 전달하는 저자극 스킨케 

어 효과와 젊은층， 중년층 세대의 감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변화를 추구 

하여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기존 제 

품과의 차별성으로 BI개념에서 새로운 Identity를 갖 

는다 

• 블랑센(BLANSEN ) 

BASIC: LOO0-수출을 고려한 국제적 감각의 디자인 

전체적인 배경에 Slim한 지문 문양을 삽입하고 중 

앙 부분의 군청색의 면 분할을 통하여 복잡하지 않은， 

시원스럽고 신선한 이미지를 연계시켜 임팩트를 주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느낌을 표현하면서 불필요한 부 

분을 모두 절제하였고， 단순한 Lay Out이면서도 결 

코 가볍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차분함과 무게감 

있는 색채계획에 의하여 디자인화 하였다. 

g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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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TIDY) 

남성의 강인함과 중후함을 전체 색상톤에서 특징적 

으로 표현했고 동절기용 제품과 하절기용 제품으로 구 

분하여 동절기용(가을， 겨울)은 짙은 브라운(Brown) 

컬러로서 온화함， 포근함을 의미하여 포용성 있는 제 

품임을 암시하였고， 하절기용(봄，여름)은 시원스런 블 

루(Blue) Color가 젊음과 야망을 향한 강한 남성세계 

로 표현했다. 우선 BI와 CI에 충실한 디자인과 감성적 

이고 창조적이며 ， 개성화와 편리성을 강조한 디자인으 

로써 소비자에세 쉽게 어펄할 수 있도록 연구 하였으 

며 ， 기존 경쟁엽체의 고정관념이 디자인 스타일에서 

탈피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복집승F지 않는 디자인으 

로 고급화를 지향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내외 화장품 메이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특성과 개성을 소비자로 부 

터 인정받은 상품만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있 

는 제품과 브랜드 중심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것이다. 

4용 

V.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상품화 관련자료 

1.제작 방법 및 공정 

→총개발 기간은 2개월 

가격， 색상등을 고려하면서 디자인 계획안을 작성한 

후 시장조사 자료 수집을 한다 자사 및 타사제품들 

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특정적인 요소를 파익하여 차별 

화 전략을 수립한다.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 러프 스케치 (Rough Sketch) ;Q-엽 

을 통해 수십장의 스케치가 나왔고， 이중 3개안을 선 

별하여 Lay Out , Color , Logo등의 형상호}를 매킨토 

시 컴퓨터 (2D)에 의해 기본 색채작엽을 하였으며 1차 

2차에 걸친 시안물은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후 사내외 

(社I친外)리서치 기관을 통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 , 1 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 

결정된 디자인 작엽안을 정리하여 인쇄용 필름을 만 

들 수 있는 원고 작엽을 거친후 필름 제판을 한다 필 

름이 완성되면 인쇄 교정을 하여 수정 사항의 유 • 무 

를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인쇄 업체를 선정하며 인쇄 

는 Set상자 인쇄(싸바리)엽체와 단상자， 쇼핑백 인쇄 

업체의 2곳을 선정하여 인쇄 샘플(교정용)을 의뢰한 

다， 

인쇄 샘플 검토 후 발주량에 의해 인쇄용 지질(紙 

質)을 옵셋인쇄 및 실크인쇄 작엽을 하게 되는데 인쇄 

가 완성되면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인쇄면을 건조 시 

킨후 지기 BOX표면에 강택을 주어 미적효과를 내고， 

인쇄변의 잉크를 보호하기우해 코팅 (Coating)처리를 

하고，후 공정으로 브랜드 네이밍(TIDY ， BLANSEN) 

부문에 금박 빚 은박 인쇄 (Hot Stamping)를 하게 

된다 인쇄가 끝난 지류들은 상자 모형의 도무송 칼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접착 작엽으로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며， 완성된 단상자， 세트상자， 쇼핑백등 제 

품들은 곧바로 발주 업체로 운송하여 납품을 하게된 

다. 

납품된 제품들은 포장라인에서 바로 포장 생산에 들 

어가게 되는데， 포장생산에는 용기안에 내용물 충진， 

라벨작업， 용기를 단상자로 포장하는 작업， 단상자들 

을 여러개로 모아 포장하는 작업(Out Box)등이 이루 

어진 후 국내 및 국외로 출시되면서 모든 제작과정이 

끝나게 된다. 최종결과 모델인 남성화장품(TIDY) , 여 

성화장풍(BLANSEN) 스킨케어 시리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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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산엽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상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획 

일성， 동시성， 규격성 등이 무너지고 소비자들은 정보 

와 시각적 자극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신들만의 감 

성을 중요시 하며 ， 이미지 창출과 욕구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구매 

행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성향은 개인적 비지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전술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본다. 소비자의 기호성향 조사 

또한 소비자의 이익과 필수적인 요건이라 본다. 소비 

자의 기호성향 조사 또한 소비자의 이익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에게 제품의 생산 

과 디자인 행위에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그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남성， 여성 

화징품에 있어서도 마케팅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자 지향적 ， 시장 지향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소비자 감성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 

과 남성， 여성화장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감각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이상과 같이 남성， 여성 기초화징품 포장디자인에 

관한 고찰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 화장풍 포장디자인은 그자체가 장식적인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포장 즉， 제품이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포장이 내용물을 보 

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성 외에 색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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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A로 판매를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화징품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 아 

이덴티티(Brand Identity)에 따른 차별화 계획이 이 

루어져야한다. 

둘째， 국내 화장품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소비자 지향적 

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론 

생활자 마케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품의 세분화， 차 

별화를 이룰수 있는 포장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첩 

단기술과 정보력의 밑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소 

비자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 

여야한다. 

셋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를 국산화하여 원가 

를 낮추고 소비자 가격을 낮게하여 소비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예술적 감각과 시각적 

즐거움으로 미적효과를 높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엽체에서 제품의 질적 호h상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 

야 하며 ， 이렇게 되었을때 비로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 

구와 미적감각， 기호， 개성에 부응함으로， 실리적이고 

아릉다운 제품을 추구히는 것이 영원히 변지 않는 가 

치체계가 될 것이다， 

4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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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빌딩 2층 KCVD 사무국 

TEL (02)2264-7772 

FAX • (02)2279-4006 

http//www kcvd. dacom. co kr 



학회지 한국디자인포름 집필 및 원고제출 요령 

1. 원고작성 

제줄용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l'v1acintosh어l서 Quark 

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원고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용) 

2 원고의 분량 

1) ‘논문’ , ‘보고서’ , ‘논설’ 은 제목， 저지이름， 소속， 

한글 및 영문 요지(요약) , 본문， 그림， 도표， 각주， 

그림설명 등을 포힘하여 A4용지 12매 내외로 한다. 

2) 학회발표 프로시딩스의 경우는 2쪽， 논문집일 경우는 

12쪽을기준으로한다 

3 .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작성 

1) 학슐지에 투고히는 원고는 제출자가 레이이웃 및 

인쇄원고 제작을 맡는다.C Quark으로 작업 ) 

2) 힘탤지 크기 : A4C2 1OX297mm) 

3) 단형식 : 1쪽당 2단형식 

4) 여백 /생죠}우의 여백은 25mm로 한다. 

5) 이 경우 본문 활자 크기는 9.5포인트로 한다 

※ 논문신청서를 제출하신 분께는 본 학회에서 별도 

레이 아웃된 디스켓 1매를드림. 

4.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의 표기 

제목은 한글 및 영문으후 표기하되 연구논문의 내용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기한다 저자 이름 및 소속은 

제목과 함께 투고 논문의 표지에 표기한다. 

5 . 논문요약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후 

목차다음에수록한다. 

6. 논문을 구성하는 중심어 (keyword)를 최대 3개 

’99한국디자인포름 4호 

까지 영문으호 작성하여， 논문요약 밑에 게재한다. 

7 . 본문 

1) 본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본문용 원고는 A4 크기의 백찌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히는 것을 원척으로 한다. 

3) 본문용 원고는 제목이나 저자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바로작성한다. 

4) 문징은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5) 원척적으로 일반적 논문 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등은 명확허 구분하여 작성한다. 

6)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 등)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 때는 1줄을 띄어 디음 

표제로 바꾸며， 중칸표제(절)나 작은 표제(항)의 경우에 

는띄지 않고그대로작성한다. 표기순서는 1 , II , Ill , 

: 1, 2, 3 : 흑은 1) , 2) , 3) 순으로한다. 

7) 외국어 및 한::x}는 원칙적A로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C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오걸비CDavid Ogilvy) , 구성주의 

Ct載主義; Constructi vism)등과 같이 표기한다 

8)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8 . 그럼 CFig. )과 도표CTable) 

1) 그림과 도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수 이내에 들어가도록그 면적 계산에 주의한다. 

2) 그림과 도표는 본문 내용중에 흑백으로 작성하고 

사진은 그럼:로 취급한다. 또한 모든 원고는 인쇄 

원판으로 사용되므로 해상도에 주의한다. 

3) 그럼과 도표에는 그림 1 ， 그림2 ， 그럼3 도표1 ， 

도표2 . 도표3 과 같은 번호를 붙이고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 또한 표제CCaption)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 CFig.) 

은 그림의 밑에， 도표CTable)의 경우에는 도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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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표기한다. 

4) 그럼 빚 도표의 표제 및 설명은 본완11 함께 기재한다 

5) 그림 및 도표의 위치는 본인이 지정하여 본문용 

원고에 레이이웃하여 인쇄원고 상태로 제출한다. 

9. 각주및 참고문헌 

(1) 각주는 본문의 해당부분 잉반에 (1), (2) , (3)으로 표 

시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정기 간행물인 경우(논문집 및 학술지 , 신문， 잡지 

등에는저자l름， 제목.<정기챈뽑이름， 권， 호， 

발행년도) , 쪽순으후기재함， 

(2) 봉싱균 · 김경훈， 시이버 프레임속에 그리드 레이아웃 

테크닉과 편집디자인 시돼l이션 연구， 

(한국비휩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포릅j 

시각디자인학회지 Vo1. 2 ,1997.10) , p 27-42 

(3) C. Frayling. Design Ranaissance , (Design 

News, 225 , 1984) , p 44-47 

※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 책명， (발행소， 발행년도) , 

쪽순으로기재함 

(4) 봉상균 • 박선의， LAYOUT-레이아웃 기법， 

(서울·조형사.199 1)， p 54-56 

(5) Alvin Toffler , The Third Wave , (New 

York:Morrow, 1980), p37-40 

※ 번역본의 경우에는 저자， 번역자， 책명， (발행소， 

발행년도) , 쪽순으로기재함 

(6) David Ogilvy, 이낙운번역 ， Conf ession of an 

Advertising Man, (서울:서해문집， 1995) , p 87-88 

(7) G. Murduck, M.B. Caffe trans , Stage of 

Design , (Xa Press, 1999) , p 55-57 

※ 인터넷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웹 자료를 기재함. 

(8) http νwww.designnews.co.kI/designa/design-addr.htm 

(9) http://www.chei l. co.kr/kor않/columnsl199812 

10. 원고 디스켓 제출 

투고지는 연구논문의 심사가 끝나고 게재가 확정되었을 때 

논푼임사위원회로부터 최종원고가 들어있는 디스켓의 제출 

요구를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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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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