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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oplehavehadmoreincomealongwitheconomicdevelopment,
theypursuenew anddiversedesignsaswellasinnovativefunctions
ofproductsandpurchaseneedshavebeendiversified.Thus,product
packagedesignneedsanew efforttosatisfyemotionalvisualimages.
Socolorsareanimportantelementthatgivesconsistentinterestand
pleasantsensesofproducts.Thatis,colorsareadecisivefactorwhich
helpsusdecidechoiceofaproductaboveitsfunction.

Thesedays,toattractcustomers,weneedadistinctivecolorstrategy
thatisdifferentiatedfrom others.Aspeopleshow adirectresponseto
colors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purchase mind,the use of
visuallydifferentiatedcolorsisimportant.Now,wehaveasocialcode
thatwedrinkcoffeedependantonmoodratherthantaste.Fordiverse
productsofcoffeetobelovedforalong timein currentbooming
coffeemarket,weshouldpursuegrowthofinstantcoffeemixmarket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basedondevelopmentofuniqueandcharacteristicscolors.

Therefore,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se color image of
package,roles and values ofpackage design,definition ofinstant
coffee,currentstatusofpackagecolors,colorimages,theeffectof
colorsinproductsoncustomers,andcolorplansininstantcoffeemix
marketsusingaquestionnaire,andtopresenttheresultswhichwill
contributetothefurthergrowthofthemarketandincreasedsales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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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오늘날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의 시장구조인 다종 소량생산인
형태에서 소비자만족의 극대화의 형태로 변하였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동적으로 구매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만족함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소비자
들은 소비를 통하여 그들의 개성을 나타내며,소비 자체에 의의를 두어
구별 없이 똑같이 하는 소비가 아닌 반드시 선택이라는 이성적 과정을 거
쳐 구매를 한다.

이렇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구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패키지디자인이다.
패키지디자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소비자에
게 좋은 브랜드이미지를 주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갖도록 한다.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색채이다.색채는 상
품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구매 시 소비자의 심리에 많은 영향
을 끼치고 있다.특히 식음료의 패키지에 있어서의 색채는 내용물의 상징
과 비감의 표현을 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의 색으로부터 “맛”을 느끼
게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식음료 포장의 색채를 제품색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달라도 비슷한 색채의 제품

1)식음료 제품에 적용된 감성마케팅에 관한 연구-컵커피 포장디자인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논문,20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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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다.이런 이유로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점점 세분화되는 시장상
황에서 경쟁회사와 비슷한 제품으로 판매의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일
이다.그렇기 때문에 가격,품질,기능면에서 경쟁사와의 차별성이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우위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패키지디자인 계획이 세워져야하는데,특히 소비자의 구매 심리
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색채를 고려한 차별화된 패키지디자인 전략이 요
구된다.이와 같이 색채의 중요성은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앞서 색채계획이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색채의 중요성과 패키지디자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둘째,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제품 12가지의 패키지색채 현황과 소비자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문제점을 연구하고,

셋째,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의 차별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노주연,BI형성에 있어서 Color가 미치는 영향력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서논문,
2004,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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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인스턴트커피 중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를 연구하고자 문헌적
연구(DocumentaryStudy)와 실증적 연구(EmpiricalStudy)를 병행한다.

첫째,문헌연구에서는 인스턴트커피와 색채에 관련된 국내의 관련서적,
정기간 발행물,단행본,통계자료,논문을 베이스로 작성하였고,인스턴트
커피의 패키지 색채는 국내의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각 각6개 제품 총 12
개 제품을 비교함으로서 이론적 배경을 재조명하였다.

둘째,실증연구에서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50대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인스턴트 커피믹스패키지디자인이 구
매 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자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는 자기 기입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1:1로 직접 대면하여 문항에 대해 연구자 본인이 조사목
적과 설문지 개요를 설명한 후 실제 패키지들을 보여주며 설문기입을 하
도록 하여 오차범위가 적도록 회수하였다.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여 372개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설문지 총 364부를 표본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인스턴트커피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커피믹스패
키지 색채의 인상연구에 한정한다.국내 2개사의 각각 다른 인스턴트 커
피믹스제품 12가지를 선택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품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 4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커피의 전반적인 정의 및 특성
과 인스턴트 커피믹스의 시장현황을 살펴봤고,패키지디자인과 색채의 이
론적인 부분과 이들의 상관관계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현황 분석과 관련한
시장조사내용 및 방법,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믹스제품 구매에 관한 설문을 통해 얻은 자
료를 종합하여 분석하고,앞으로의 커피 패키지디자인의 색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배경과 목적 편에서 제시한 연구의 요약과
제언,그리고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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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커커커피피피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11...커커커피피피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기기기원원원

커피(coffee)는 ‘힘’을 뜻 하기도하고,에디오피아의 커피나무가 야생하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 caffa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caffa가 아라비아에서
qahwa(와인의 뜻),터키에서 kahve,유럽에 건너가서 cafe,영국에서
coffee라 불러지게 되었다 한다.

커피가 세계 각국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던 시기는 17세기를 전,후한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각국이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면
서,동시에 커피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지역들을 발견한때부터이다.네덜란
드,프랑스,영국,포루투칼 등의 유럽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곳에 커피 묘목을 이식하기 시작하여 커피벨트라는 오늘날의 커피 생
산지역을 형성시켰다.한편 세계 제일의 커피 소비국인 미국에는 콜롬버
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유럽인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 신대륙으로
몰려오면서 비로소 미국의 커피 역사가 시작되었다.3)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70년 전후로 이는 에디오피아
의 양치기 소년 칼디가 커피를 처음 발견한지 100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
른 뒤며,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일본에 전래된 지 170년 후의 일이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을 당

3)로열커피 http://www.royalcoff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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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고종에게 커피를 권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무렵 웨베르의 처형인 독일인 손탁이 이화여고 본관 자리였던 서울
중구 정도 29번지의 황실 소유땅 184평을 하사받아 2층 양옥의 손탁호텔
을 세우고 호텔 안에 커피 마시는 장소를 만들었다는데 바로 이곳이 우리
나라 최초의 다방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일합방 후 부터는 일본인들이 충무로 진고개 일대에 커피점을 내고 커
피장사를 시작하였으며,1927년에는 영화감독 이경손이 「카카추」의 문
을 열어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다방이 탄생하였다.4)
그 후 1930년대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은 다방은 「날개」의 작가 이상
이 다방 ‘제비’를 개설하므로써 일반인들에게 소개되었고,1950년대 6.25전
쟁으로 비상시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스턴트커피는 미군
PX를 통해 불법적으로 암거래되기 시작하였다.이는 인스턴트커피가 국
내에 퍼지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고,간편함과 인력절감의 장점은 순식
간에 커피시장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1960년대 다방문화는 거의 15년 동안 인스턴트커피와 국산차류를 주로
한 다방(茶房)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실이나 건물의 2층 등,커피의 맛과 향
을 음미하며 즐긴다는 차원보다는 고객에게 단순하게 공간을 이용하게 한
다는 단순한 서비스가 계속되었다.

한국에서 커피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초반 ‘동서식품’에 의해서였다.
미국 ‘제너럴 후드사’와 기술제휴한 ‘동서식품’은 ‘맥스웰하우스’커피를 국
내에서 생산했고 ‘미원음료’,‘한국 네슬레’등이 뒤를 이어 커피 생산에

4)(주)비엔씨월드 월간 파티시에 [기획특집]커피 (1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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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이후 한국은 인스턴트커피 왕국이 된다.외국에선 원두커피가 주
종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에선 인스턴트커피가 편의성과 마케팅에 의해 커
피시장을 장악,세계에서 인스턴트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됐다.

1980년대 세계화되어 가는 문화의 전환점인 시대에는 다방이 지하나 어
두운 조명과 단순한 인스턴트커피의 메뉴라는 점에 식상해 있던 사람들에
게 테이블마다 커피설명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원두커피에 대한 지식
을 알리며 고객이 원한다면 원두커피 메뉴는 무엇이든 제공한다는 경영방
침에 전문커피점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본
격적으로,어둡고 고전적인 지하의 다방에서 밝고 공개적이며 좀 더 대중
적인 커피전문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방의 감소추세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새로운 본격적인 커
피문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접어든다.이 시기 원두커피는 향커피(헤즐넛.
바닐라 등)를 위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말 ‘스타벅스’등 외국 유명 커피체인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국
내서도 점차 고급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에스프레소를
기초로 하는 메뉴로 현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5)

5)http://cafe.naver.com/dalcho커피이야기/우리나라 커피역사 (시산문(詩散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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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커커커피피피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분분분류류류

커피는 매우 다양하여 식물학적 관점의 분류,제품형태 분류,상업적 관
점의 분류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11)))식식식물물물학학학적적적 관관관점점점분분분류류류

[표 2-1]커피의 식물학적 관점에서 분류

아아아라라라비비비카카카 로로로부부부스스스타타타
 에디오피아가 원산지다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다

 해발 1,000-2,000m 정도에서
자란다.

 평지와 해발 0-700m 사이에서
자란다.

 병충해에 약하다.  병충해에 강하다.

 성장속도는 느리나 향미가 풍부하다.  성정속도가 빠르나,자극적이고 거친
향미를 가진다.

 적정 성장온도는 15-24C이다  적정 성장온도는 24-30C이다.

 카페인 함유량이 적다(0.8-1.4%)
 카페인 함유량이 아라비카 종의
약 두 배 수준(1.7-4.0%)이다.

 전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점유한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를
점유한다.

 한 나무당 약 500gm이 생산된다.  한 나무당 약 1,000-1,500gm이
생산된다.

 모양이 길쭉하다.  모양이 둥글다.
 저급은 인스턴트커피나 배합용으로
사용된다.고급은 원두커피용으로
사용되며 fancycoffee라 일컬어진다.

 주로 인스턴트커피 및 배합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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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무는 꼭두서니목 꼭두서니과 커피나무속 상록관목이다.아라비카
(ARABICA),로부스타(ROBUSTA)와 리베리카(LIBERICA)품종이 있으
나,현재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만 생산된다.커피는 커피 체리(COFFEE
CHERRY)라는 열매의 씨앗으로 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으나,1개인 '피
베리(PEABERRY)'도 있다.커피열매의 구조는 외과피(OuterSkin),과육
(Pulp),내과피(ParchmentSkin),은피(SilverSkin),그리고 씨앗(Coffee
SeedorBean)으로 이루어져있으며,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과육이 아닌
씨앗을 로스팅(Roasting)한 것이다.6)

222)))제제제품품품형형형태태태 분분분류류류

원두커피는 여러가지 형태로 제품화하여 음용하는데 혼합(blend),향커피
(flavored),카페인 제거(decaffenated)및 래귤라(striaght또는 origin)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혼합커피(blendcoffee)
blend란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커피를 혼합하는 것을 말하며,값싼 저급
커피에 약간의 고급커피를 혼합하여 우아한 맛을 창출하는 방식,저가의
여러 커피를 혼합하여 고가의 명품 맛의 특성을 모방하는 방식(Blue
mountainstyle),고급커피와 동일한 명칭을 가지지만 등급이나 품질면에
서는 저급한 커피를 다른 커피에 혼합하여,해당 고급커피 이미지를 꾀하
는 방식(Konablend)등과 같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한 종류
의 커피에 다른 종류의 커피를 혼합하여 전혀 새로운 맛을 창출
(Mocha-Java)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6)http://nik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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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커피(flavoredcoffee)
인공향을 커피원두 자체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전자는 계피,오렌지
와 같은 천연재료 또는 향시럽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후자는 커피 추출 과정에서도 날아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propylene-glycol을 매개로 하는 강력한 향물질을 커피 볶는 과정에 첨가
하는 방법인데,만들어진 커피를 향커피(flavoredcoffee)라고 부른다.향커피
는 헤이즐넛,아이리쉬크림,초콜릿,카라멜,바닐라 향커피 등처럼 사용된
향물질 이름을 따서 커피명이 만들어진다.향커피에 부가된 향이 커피 본
래의 향을 압도하기 때문에 향커피용 커피는 저급의 커피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카페인 제거 커피(decaffeinatedcoffee또는 decaf)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페인 제
거 커피가 개발되었으며,카페인은 제거과정에서 카페인의 97%가 제거된
다.아울러 카페인 제거과정에서 커피 본래의 향도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
야 하는데 그 정도는 카페인 제거 과정이 얼마만큼 정밀하게 시행되느냐
에 달렸다.커피 명에는 보통 decaf표시를 한다.

④ 래귤러 커피(straight,origin)
혼합커피나 향커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두커피를 본래 그대로 음용하
는 것이다.커피를 볶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커피 산지마다
독특한 맛의 특성을 음미할 수 있다.에스프레소,모카,블루마운틴이 대
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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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상상상업업업적적적 관관관점점점 분분분류류류

커피는 상업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첫째 인스턴트커피 및 배합용으로 사
용되는 커피와 둘째 직접추출 방식으로 음용되는 커피(국내에서는 이를
"원두커피",미국에서는 mildcoffee또는 fancycoffee라 칭함)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커피의 상업적 관점에서 분류

fancycoffee(원두커피)시장에서 gourmetcoffee또는 specialtycoffee
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이는 저급커피와 고급커피의 경계가 명확하
지 않아 저급커피가 fancycoffee로 둔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의 우
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군으로 볼 수 있고,그 개념은
fancycoffee중에서도 엄선된 고급 원두커피라는 정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급커피<원두커피(fancy coffee)<고급원두커피
(specialtycoffee,gourmetcoffee)순으로 커피의 고급 정도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다.미국,유럽에서는 이 단어 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7)

7)로열커피http://www.royalcoffee.co.kr/

인인인스스스턴턴턴트트트커커커피피피 또또또는는는 배배배합합합용용용 원원원두두두커커커피피피용용용(((mmmiiillldddcccoooffffffeeeeee,,,fffaaannncccyyycccoooffffffeeeeee용용용)))

 로부스타 종 대부분  로부스타 종 일부(단지 blend용)

 아비비카 종 저급 제품  아라비카 종 고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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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커커커피피피시시시장장장 현현현황황황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커커커피피피시시시장장장 현현현황황황

[그림 2-1]국내커피시장 규모 도표8)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는 1,200억 원의 규모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
며 커피시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인스턴트커피와 커피전문점 판매량을 포함해 약 2조원으로 최근 3
년 동안 해마다 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국제적으로 원두커피와 인스
턴트커피의 소비 비중은 점차 대등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원
두커피의 소비량보다 인스턴트커피가 월등히 높다.

8)연합뉴스 www.yonhappnews.co.kr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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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스스스턴턴턴트트트커커커피피피 시시시장장장현현현황황황

커피콩의 추출액을 건조시켜 분말로 가공하여,물만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인스턴트커피는 일본인 가토 박사와 세 명의 동업자가 1901년 시
카고 미국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인스턴트커피를 최초로 상업화한
사람은 1906년 뉴욕주 브루클린에 인스턴트커피 공장을 세운 워싱턴이었
다.인스턴트커피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세계2
차대전이었다.전쟁이 발생하자 물에 녹여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는 여러가
지 기구를 필요로 하는 일반커피와 달리 아주 간편하다는 이유로 큰 사랑
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통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하였
으며,이후 1970년대에 처음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커피믹스를 개
발해 출시하기 시작했다.한국은 특히 커피 소비량에 비하여 인스턴트커
피의 비중이 90%내외로 매우 높다.

인스턴트커피는 일반적으로 원두커피처럼 좋은 향기는 갖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근래에는 커피제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추출시 향기회수기술 등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훨씬 향이 좋은 인스턴트커
피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9)
현재 인스턴트커피의 가장 큰 제조사는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이다.
1920년대 브라질에서 커피 풍년이 들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브라질정부가
‘네슬레’에 남는 커피콩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을 요청해서 몇

9)동서식품http://www.dongs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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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937년에 동결건조방식의 인스턴트커피가 나오게
된다.이 제품의 이름이 브랜드 이름인 “네스카페”이다.10)
인스턴트를 만드는 제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SD커
피와 FD커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는 원두커피를 분쇄해서
추출액을 어떻게 건조하느냐에 따라 구분을 한 것이며,가격,향,맛에 대
한 차이가 있다.

① SD(Spraydried)Coffee
가.분말 :간단히 말하면 커피 농축액을 가열을 해서 분말형식의 커피가
루를 얻는 방식이다.시설투자비가 적고,기술적인 부분도 간단하여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단점이라면 가열되는 시간동안의 성분 및 향
이 많은 부분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인데,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그래뉼 (Granulecoffee):분무건조 커피를 아주 작은 입자로 분쇄해
항습 장치로 보내고 증기를 뿌리면 작은 입자들이 수증기와 함께 엉켜 일
정한 크기의 과립커피가 된다.이렇게 만들어진 과립커피는 찬물에도 잘
녹는다.

② FD(Freezedried)Coffee
흔히 말하는 동결건조 커피라고 말하며,급속으로 냉각을 해서 얼음결정
과 커피결정을 구분 얼음을 제거하면서 커피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메이저급 커피회사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며,각 업체별로 특이
한 공법을 특허출원하여 자신만의 기술로 인스턴트커피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1)

10)http://chjung77.tistory.com/876,푸드스토리
11)http://cafe.naver.com/ikona/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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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인스턴트 커피시장을 점검해보자면 일본의 커피시장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한국의 커피시장은 일본의 커피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일본의 커피시장의 커피 소비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인스턴트
커피와 레귤러커피를 포함해 주당 약 1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
됐다.일본 커피시장에서 인스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스트(볶은)
커피가 40%를 차지,캔과 리큐드(액체)커피가 31%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커피시장과 소
비패턴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커피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일본,한국 세 나라 중 한국이 원두커피와 인스턴트커피의 비율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 뒤를 일본이 따르고 있다.일본의 경우
는 원두커피와 인스턴트커피와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크지는 않다(일
본은 인스턴트,커피믹스보다 캔 커피시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스턴트커피와 원두커피의 음용율은 국민의 소득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데,한국의 경우는 소득수준을 따지기 전에 이미 간편하다는 이유로 문화
의 일환으로 자리 잡혔다.커피와 설탕,분말크림이 한 컵 분량으로 포장
된 커피믹스는 1976년 우리나라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다.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 성향에 딱 맞는
제품이다.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성향은 커피시장의 규모만
봐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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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두 .에 스 프 레 소
전 문 점  1 1 %
[그림 2-2]국내커피 형태별 소비현황12)

지난해 커피믹스를 포함한 인스턴트커피의 매출 규모는 7,452억원으로
전체 커피시장의 79%를 차지한다.세계 커피시장에서 인스턴트커피의 점
유율이 13%,원두커피가 87%인 것에 비하면 국내 인스턴트커피의 점유
율은 월등히 높다.
우수한 품질 덕분에 인스턴트커피의 해외수출도 활발하다.우리나라는
베트남,브라질,콜롬비아 등지에서 커피콩을 수입해 조제품 형태로 수출
하고 있다.커피 수출시장 개척이 진행됨에 따라 수출 규모는 매년 지속
적으로 성장 중이다.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5월까지 국내 업체들의
커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한 약 5,870만달러를 기록했다.

12)미드.Marketshare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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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스턴트 커피시장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동서식품’은 1975년
호주에 커피 150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매년 1,000톤 가까운 커피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대만 210만달러,미국 180만달러,홍콩
30만달러 등 500만달러 정도의 커피를 수출했다.미국의 과자 및 식품전
문업체 크래프트사와 합작관계를 맺어,해당 국가의 크래프트사를 통해
커피를 수출하는 형태다.커피믹스를 포함한 인스턴트커피와 캔커피,원두
커피까지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네슬레’는 호주와 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2007년 7월 중
동 진출을 준비 중이다.두바이를 필두로 시리아,오만 등 10개 지역이다.
쓴 커피를 좋아하는 중동 사람들을 위해 설탕 함량이 적은 커피믹스를 따
로 개발했다.
‘한국네슬레’는 연간 3500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각국 ‘네슬레’지
사의 해외 브랜드매니저와 연계해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13)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커피로는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된
다.‘맥심’,‘테이스터스초이스’,‘네스카페’,‘맥스웰하우스’,‘로즈버드’,‘카페
라떼’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시장은 상위권의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주도하고 있다.이들 회사에서 출시하는 ‘맥심’과 ‘테이스터
스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커피브랜드 ‘맥스웰하우스’,‘로즈버드’,‘카페라
떼’의 경우는 인스턴트커피보다는 캔커피 위주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14)
각 커피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인스턴트커피가 약 60% 정도이며,그 밖의
원두커피가 10%,커피믹스가 25%,캔 커피가 5%로 이루어져 있다.

13)매일경제 economy제1413호07.07.11
14)로즈버드http://www.e-roseb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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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스턴트커피의 브랜드로는 국내최초로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한 1970년 ‘동서식품’의 ‘맥심(Maxim)’과 ‘맥스웰 하
우스(MaxwellHouse)’,‘한국네슬레’의 ‘테이스터스초이스(Taster'sChoice’)
와 ‘네스카페(Nescafe)’등의 패밀리브랜드가 존재한다.‘동서식품’은 1968
년 창업 후 인스턴트 커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그러나 1988
년 ‘한국네슬레’가 고급 인스턴트커피 제품을 위주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
로 ‘동서식품’은 ‘한국네슬레’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
라에서 이 두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동서식품’의 ‘맥심’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맥심’의 경우 국내 전 시장의 65%에 육박하고 ‘테이스터스
초이스’의 경우 35%에 불과하므로 거의 2배나 ‘맥심’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병커피로 대변되는 인스턴트커피시장은 현재 계속 축소되고,
믹스가 확대되고 실정이다.

커피믹스는 1976년 12월 동서식품에 의해 처음으로 판매가 시작되었고,
판매초기에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점차 소비가 증가하였다.최근에
는 전체커피의 시장의 매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보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패턴과 가정 내
에서의 커피 소비의 증가와 서비스 업계에서의 무료 커피 제공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따로 조제하여 만들어 먹는 커피보다는 간편히 타서 마실
수 있는 커피믹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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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시장점유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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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체

[그림 2-3]인스턴트커피믹스의 시장점유율15)

인스턴트커피가 유익한지,유해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크림에 설탕까지 함께 마셔줘야 하는 커피믹스에 대한
비토세력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인스턴트는
강자다.
인스턴트커피는 국내에서 한 해 약 4천900㎏을 소비하고,이는 우리나라
전체 커피시장의 80%에 해당한다.얼마전 신세계 이마트가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은 커피믹스였다.
이마트가 지난 1~5월 전국 79개 매장의 상품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커
피믹스가 무려 433억원어치나 팔렸다.개당 100원 남짓한 커피믹스가 대
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28만가지 중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은 인스턴트 커피시장이 워낙 거대하다보니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인스턴트 제품을 맛볼 수 있다.세계 굴지의 인스턴트커피 제조업체 대표
15)동서식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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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제품 홍보 차 얼마전 한국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커피시장의 인스턴트제품 비중이 70% 이
상이고,이 가운데 커피믹스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믹스커피 신제품의 한
국시장 성공 여부가 전 세계 시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은 세계 믹스커피 시장에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인 셈이다.16)

16)http://cafe.naver.com/cjh217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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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절절절 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과과과 색색색채채채

111...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11)))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시각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패키지는 품질 보전성,안정성,가공적성,편리성,상품성의 일반적인 요인
을 가지고 있으며,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2-3]을 통해 알 수 있다.

패키지의 기능 요 인

품질 보전성
-환경성(수분,가스,빛,방향,습도 등)
-기계적 보호성(충격,진동,압축강도)
-안정성(항약품성,항열성,노화성,항저온성,항한성)

안전성 -위생성(유해물질,미생물의 영향,곤충,벌레의 방지)
-작업의 안정성(위험물 취급상 안전성)

가공적성
-기계가공성(포장재의 강도물성)
-인쇄적성(밀착성,내마모성,인쇄정밀도)
-밀봉,미밀착성(열봉함강도,압력,초음파)

편리성 -유통과정(수송,하역,보관)
-소비과정(개봉,폐기,재사용성)

상품성
-표준화(중량,치수단위)
-표시(내용물의 명칭,특징,제조사의 표시)
-전시성(투명성,시각효과,디스플레이형식)

[표 2-3]패키지기능의 일반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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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다.
① 패키지는 예상 구매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패키지는 그 외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외관이란 모든 시각적인
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외양,형태,색채,문양,상표,로고타입과 그 밖
의 표면디자인의 특색을 포함한다.

② 패키지는 제품의 구매결정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패키지는 제품
내용과 모순이 없어야 하고 제품의 가장 좋은 점들을 강조해야 한다.

③ 패키지는 의사전달이 명확해야 한다.패키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심
리 상태를 바람직하게 반영시켜 어느 다른 경쟁상품보다도 훌륭히 만족을
주는 상품임을 확신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

④ 패키지는 제품판매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판매를 이루기 위하
여 패키지는 구매 순간 소비자의 최종적인 심리적 저항을 물리칠 수 있어
야 한다.17)

현대의 생활문화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시각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패
키지는 미적이면서도 사용이 용이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패키지의 시각적 구성요소인 그래픽 요소,카피,제품구조,제품설명,
바코드 등을 제품의 전략,제품의 브랜드 방향,타깃,마케팅의 목표를 분
석하여 이 요소들에 중요 순서를 부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패키지를 구
성하여야 한다.
브랜드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역할이

17)니와 시게요시,패키지.소프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포장 (P27,28)김지 역,1995,(주)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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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브랜드디자인이란 결국 패키지디자인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에 의한 표현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단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호감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써
본 제품이 아니면 구매를 꺼려한다.그러한 점은 포장표면에 노출되는 시
각적인 디자인요소들이 어우러져 소비자의 인식에 좋게 비춰지면 얼마든
지 바뀔 수 있다.

(((222)))현현현대대대사사사회회회에에에서서서의의의 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

패키지디자인은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패키지디자인은 과거의 단순한 겉포장의 모양을 보기 좋
게만 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상품계획의 한 부분으로 소비자의 욕구
를 충족시키고,기업 입장에서는 포장의 합리적 상품보호와 원가절감을
하면서 품질향상과 시각디자인적인 기능과 편리한 기능 등 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패키지디자인이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디자인 그자
체가 상품판매의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패키지는 제품 외관으로서 이미지의 총합과 같다.
때로는 제품과는 무관한 이미지로 선택될 수도 있으며,패키지의 구조와
시각적 형태가 종합적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이러한 패키지의
시각적 이미지와 소비자와의 부담 없는 대화를 통하여 포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제품 내용
물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보
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없을 것이다.더군다나 브랜드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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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이 경제적으로 이득도 발생하기 때문이다.18)

이와같이 패키지디자인은 상품을 포장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그 이상
으로 주어지는 상품의 판매 무기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케팅 전략의 하나
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성립됨에 따라 포장의 합리적 상품보호
와 보존을 위하고 원가절감을 하면서 품질향상과 미학적 시각디자인의 배
려와 사용에 편리한 기능의 발견 등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19)

제품

보호 충격에 의한 훼손방지,해충 방지,
습도 및 온도 차단 적정비용,

환경오염
최소화밀봉 누출방지,오염방지

명시성 설명,주의공지,판매촉진

▼

제품

보호 보존기간 연장,폭넓은 선택권,신선도 보장,
개봉여부 확인,아동접근 차단

밀봉 디스펜스,적정용량 두출,편의성 제공

명시성 스탠드아웃,이미지,브랜드 부각,제품차별화

[표 2-4]포장의 역할 변화20)

222...색색색채채채의의의 기기기능능능 및및및 역역역할할할
18)박구원,구진순,브랜드와 패키지다지인,한양대학교 출판부,2003.,p120
19)포장개발원,포장기술원,1992,p16
20)빌 스튜어트,패키지디자인 전략,시공사,1997,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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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시지각 대상으로서의 물리적인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현상을 일
컫는다.색채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하여 지각
되었거나 그러한 지각현상과 같은 경험효과를 일컫는다.색이 물리적인
효과인 것에 비하여,색채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1)

우리가 색을 응시했을 때 색의 심리적인 효과에 이르게 되는데 칸딘스키
는 이것을 색채언어라 하였고,이 색의 심리적 효과는 연상에 의하여 쉽
게 정의 될 수 있으므로 색이 인간의 심성을 합목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마땅히 궁극적인 근거를 두게 됨은 명백한 일이라고 하였다.22)

111)))색색색채채채의의의 기기기능능능

① 시각유도기능
색채는 형태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분명하게 파악되어 자극을 주
고 무의식적으로 전달되어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며 인간의 시각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② 표현기능
색채의 표현기능에는 평소에 사물을 본 경험에 의한 기억이나 연상에 의
해 색채가 현실감을 주는 경우로 색채의 현실성이 있다.또한 형태에서
이미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없는 경우에는 색채이미지로 이동함으로써 효
과가 높아질 수 있는데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사물일 때에 색채가 첨가됨
으로서 유형의 구분을 하게 되는 색의 유용성이 있다.색채의 유용성은

21)한자욱,기업의 아이텐티티 구축방안을 위한 색채전략 연구 :화장품 회사의 색채전략을 중심으로,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1,p4

22)칸딘스키,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김정호 역,열화당,197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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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보고 대상의 이미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색의 기억
력이나 연상성,상징성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③ 상징기능
색채의 연상(ColorAssosiation)에는 다수의 사람에 의한 반응의 결합성
을 가지며 전통과 연결되어 커뮤니케이션화 되면서,그 색채는 특정한 의
미와 함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색채의 상징 반응효과는 언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어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성을 갖게 된다.즉,색상징의
사회성은 언어와 같이 그 사회 속에 일반화되어진 의미를 갖게 되어 커뮤
니케이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 식별기능
색채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크기나
형태의 사물일지라도 색채의 차이로써 이것과 저것 또는 유형별 구분을
하여 정리,분류할 수 있게 한다.색의 식별기능은 형태에 의해 변화하기
도 하며,역으로 색채로서 다양한 요소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그룹화 함으
로써 식별이 가능하다.

⑤ 미적기능
일찍이 색채는 어떤 상징이나 자연물에 대한 모방 또는 기록의 필요에 의
한 도구수단으로 사용되어 있으나 인류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미적기능
이 대두되었다.미적기능은 그 자체로서 강한 이미지 전달기능을 갖는다.23)

23)고봉석,BI에 있어서 색채 차별화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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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의 기능 내 용

시각유도기능 형태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간의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유도

표현기능 동일한 크기와 형태일 때 색채로서 유형의 구분을
하게 함

상징기능 색채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가 언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식별기능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함

미적기능 그 자체로서 강한 이미지 전달기능을 가짐

[표 2-5]색채의 기능

․색채의 이미지
색채이미지란 사람들이 색채에 관해 간직하고 있는 표상이다.색채를 인지
할 때 광선이 눈을 통해 뇌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색이 갖는 이미지이다.24)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색을 보았을 때 제각기 그 색과 관련하여 여러가
지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빨간색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소방차를 연상
할 것이고,또 어떤 사람은 연인의 옷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색채를 대할 때에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은 개인적인 요
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나 이러한 개인들의 연상이 점차 사회적으로 정
착함에 따라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25)

24)이윤주,색채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계획 도주의 개발,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 ,1999,p25
25)김진한,색채의 원리,시공사 2002,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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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인간의 기본적인 오감의 하나인 시각에 속하는 것으로써 물리학이
나 광학의 지식만으로 간단하게 풀어지지 않는다.사람들이 정확하게 같
은 시점에서 사물을 볼 수가 없고 시점이 조금만 변하면 색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다.결국 색채이미지는 색채를 지각하는 마지막 과정인 대뇌
에서 이전의 경험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연상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그려지
는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되며 다양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색채가 지닌 색상,명도,채도의 특성에 따라 그려지는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며 자극적인,고요한,명랑한,강한,우울한
등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26)

222)))색색색채채채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색은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은 그 신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반응
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그 중 하나는
생리적,물리적인 반응으로 눈을 통해 감지된 색이 신경과 상호작용을 하
여 본능적 정신적인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문화나
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이나 습관,합의에 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27)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색채의 연상 및 선호도는 문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연령,성별 그리고 개인의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색채는 인간에게 미적,기능적,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므로 의사전달을 위해 색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색을 사용해야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인
가를 판단하여야 한다.28)

26)이재윤,자연중의 화장품전문점 실내공간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2003
27)Bower,John박효신 옮김.<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이해>(서울:디자인하우스),2002,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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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혁명시대의 이면에서는 색채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졌다.
현대사회에서는 색채는 표면적인 기능을 갖고,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것이 되었다.이제 상품이나 미술,예술,문화,광고,보도
기타 모든 시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색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것도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었다.

색채는 그 자체가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든다기 보다는 색채의 신중한 선
택이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마케팅 전공학자들은 “색채가 제
품을 판매 한다”고 색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이는 적절한 색
채의 선택이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부적절한 색채는 그 반대로
판매를 부진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색채가 중요한 가치로써 생각하는 상품을 색채(色彩商品)상품이
라고 부르며,이는 색의 힘이 구매동기와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다.29)

28)Cooper,Mini.Mattews,Arlene.안진완 옮김.<컬러비지니스>,(서울:오늘의 책),2002,시작하는 글
29)김학성,디자인을 위한 색채,조형사,2000,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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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명 연상과 상징

자(紫) 창조,우미,신비,예술,우아,고가,위엄,공허,실망,상품,
신전,신성,신앙,부활제

백(白) 순수,소박,청결,신성,정직/백의,눈,흰,설탕,흰구름

회(灰) 겸손,우울,무기력,점잖음/매연

흑(黑) 허무,절망,정지,침묵,진실,부정,죄,주검,암흑,불안/밤,
석탄

마젠타(자주) 애정,연모,성적,발정,창조,심리/코스모스,복숭아

홍(紅,연지) 열정,정열,요염,입술,열애,감미,우애,환희,고가,루비/
연지

적(赤) 열렬,위험,혁명,분노,더위,적기,활력,하등동물,적,사과,
장미,크리스마스,어버이날/피,태양

오렌지(주황) 활력,원기,만족,풍부,적극,유쾌,건강,광명,따뜻함,양기,
하품,초조,감사제/홍당무,오렌지,감

황(黃) 희망,광명,팽창,접근,가치,명랑,유쾌,대담,냉금/금,
바나나,참외

황록(黃綠) 지성,친애, 위안,젊음,포용,신선,초여름,생장,야외/유
아,자연,새싹,봄

녹(綠) 안식,안정,평화,안전,중성,천기,이상,평정,건실,절박,
소박,지성/엽록소,여름

청록(靑綠) 이지,유령,죄,심미,질투/바다,깊은 산림,찬바람

청(靑) 심원,명상,냉정,영원,성실/바다,깊은물,호수,푸른눈,푸
른옥,푸른새

[표 2-6]색의 연상과 상징30)

30)채수명,색채심리마케팅,도서출판국제,2002,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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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공적인 전달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 상점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공장은 더욱 생산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소매업자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헤프너는 이러한 색채경향에
대해서 “제품분야에 색채혁명이 바야흐로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특히
먼셀에 의한 색채의 과학적 기호화는 색채에 질서와 언어를 부여했으며
색채문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루이스 체스킨(LouisCheskin)에 의하면 인간은 디자
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이성적,정신적으로 반응하지만,색채에 대해서는
정동적,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즉,형태는 인간의 이성에 소구
하지만 색채는 직접 인간의 정서에 소구한다는 것이다.색채는 감정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일반적으로 이미지 표현의 제1보자는 색채라고
할 수 있다.31)

색채는 사용자의 감성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상품 구매 시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상품구매에 색채가 미치는 영향을 ‘영향력
지수’로 산출한 연구결과를 보면 상품구매에 색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꼽히고 있다.형태는 인간의 이성에,색채는 인간의 정서에 인식되
므로 기억에 쉽게 남고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색채이다.

31)박은진,패키지디자인의 색채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젓갈류 식품을 중심으로 ,강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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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과과과 색색색채채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111)))패패패키키키지지지와와와 색색색채채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색채는 포장디자인의 가치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닌다.
① 제품의 속성 강조 :포장 내용물의 속성과 특징을 알리는데 우선되어
야 한다.

② 제품의 개성표현 :제품의 속성은 다른 경쟁상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의 요점을 상징화 한다.

③ 임팩트 효과 :구매자의 시각을 다른 제품보다 빠르고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색상의 조합이다.

④ 각인효과 :독특한 색상의 제품을 보고,계속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잔상에 오래 남아 있는 기능이다.32)

222)))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색색색채채채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인간은 환경과 제품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존속하고 있으며,현대
사회를 컬러혁명화의 시대라 불릴 만큼 색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문
화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포장에 있어 색채는 재료,구조,형태에 따라 조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시각적 효과라는 점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한 소구성을 갖고 있다.색
채에 의한 상품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포장의 색채는 취급여하에 따라서 상품의 매상에도 커다란 영
향을 끼치며 포장의 색채가 판매의 신장에 기여하는 역할은 막대하다.따

32)김경미,푸드스타일링의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생면류 패키지를 중심으로,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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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색채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 가
고 있다.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비언어적,비형태적 요소로서 타사와의
다른 상품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각요소의 하나로서 효과적
인 시각전달은 물론 홍보나 광고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코가콜라’의 적색,‘포카리스웨트’의 블루,‘칠성사이다’의 그린 등
이 제품의 속성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컬러가 지배적인 요소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33)

색채가 얼마나 상품의 이미지나 음료의 맛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미국의 ‘JACOBS'사는 커피광들을 위한 매우 진한 커피를 브라
운색의 포장에 담아 출시한 적이 있다.그러나 예상외로 판매가 저조했다.
J.P.faber라는 색채 심리학자는 ‘JACOBS'사에 포장의 색을 진한 녹색으로
바꿀 것을 권장했고 그 결과 판매는 예상치를 웃돌게 되었다.소비자들은
녹색의 포장에 담긴 커피가 브라운색의 포자에 담긴 커피보다 더 진할 것
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34)

이와 같이 색채는 제품디자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색채계
획은 제품이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며 디자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
적인 창조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35)제품의 색채는 기업의 이미지이자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각각의 업
체들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다.효과적인 색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33) http://alloo.tistory.com/108<포장칼럼>,조선희.써니커뮤니케이션즈
34)지상헌,체계적인 연구과정 통한 감성과학시대 열대야,대흥기획,5/6월호,p23,1999
35)박소연,감성마케팅의 일환인 색채전략이 제품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동덕여대디자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200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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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형태 변화의 흐름을 간파해야 하며 희소성 없는 제품은 차별화를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기능과 외관이 비슷한 동급 제품을 차
별화시켜서 눈에 띄게 하려면 새로운 색채개발을 통해 구별시켜야 한다.

333)))색색색채채채의의의 의의의미미미와와와 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

모든 색에는 의미가 있다.그러므로 패키지디자인을 할 때 색을 적절히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 것이다.일반적으로 각각의 색채가 가지
고 있는 연상 작용은 [표2-5]를 통해 알 수 있다.

색명 의미

빨강색 -애정,혁명,야만,통속적인 이미지.
-광고와 패키지에서는 강한 인상을 위해 자주 이용

파랑색 -고요함,상쾌함,차가움,소극적,지적인 이미지
-청춘,희망의 색.

노란색
-교통신호로서는 주의를 의미.
-유쾌,명쾌,경박한 느낌
-식품 패키지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편

녹색 -고요함,평화,자연,건강,순정 등을 상징
-안전을 의미

하얀색

-청결하고 순결한 색
-백치,공백 등과 같은 말처럼 허무함을 내포하기도한 색
-더러워지기 쉽고 이미지가 약해서 패키지에 이용되는 일
이 많지 않음.여성용 생리용품으로 성공한 예.

검정색
-고급품의 패키지에 주로 이용.고급화장품에는 거의 사용.
남성에게 어필하는 상품,위스키,담배에 사용.패키지나 광고
에서는 남자다움과 고급스러움,차분함,개성적인 이미지

[표 2-7]패키지디자인과 연관된 색의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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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색채의 형태 등의 조화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무
의식적으로 수용한다.그러므로 효과적인 패키지디자인이 되려면 제품에
사용되는 브랜드 심리학적으로 영향력 있는 색과 조화시켜 이미지를 만들
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한다.36)
따라서 패키지디자인의 색채는 취급 여하에 따라 상품의 매상에도 큰 영
향을 끼치고 있으며 색을 시각적 품질의 일종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표 2-7]에서도 보듯이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의 감도(感度)가 87%로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37)

종류 비율(%)

시시시각각각 888777

청각 7

후각 4

촉각 1

미각 1

합계 100

[표 2-8]오감(五感)의 감도(感導)

36)이범자,브랜드 이미지 차별화에 관한 연구,홍대석사학위논문,1985,p45
37)박도양,「실용 색채학」,이우출판사,1983,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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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인인인스스스턴턴턴트트트커커커피피피믹믹믹스스스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색색색채채채현현현황황황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사사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제제제품품품

현재 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두 브랜드,
동서식품의 맥심과 한국네슬레의 테이스터스초이스 제품 각 6개씩을 선정
하였다.

맥맥맥심심심 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표 3-1]조사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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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제품의 색채분석에 사용된 유채색의 표색법은 현행 문교부의 교육용 20
색 이름으로 먼셀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색은 한국산업규격(KSA 0011)의 관용색으로 표시된 색으로 선정하였고,
표기는 영어의 계통적인 색명으로 하였다.색명이 긴 경우에는 약자를 사
용하여 골드(Gold-GO),브라운(Brown-BR),포도주색(진한적자색 Wine-Wi),
멜론(연한녹연두 Melon-Me),라이트캐러맬(탁한 노란 주황 LighCaramel-LC),
밤색(진한갈색 Chestnutbrown-CB),금발색(연한황갈색 Moderateyellow-MY),
화이트(White-W)등으로 표기하였다.

제품별로 주색,보조색을 분석하였다.주색이란 패키지디자인의 표면에서
50% 이상의 주를 이루는 대표적인 제품색상이며,보조색은 주색과 조화
를 이루는 제품의 보조색상을 말한다.

제품의 패키지 색채위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색채가 단색일 경
우에는 보조색 표기를 생략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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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111...주주주색색색(((MMMaaaiiinnn---CCCooolllooorrr)))현현현황황황분분분석석석

맥맥맥심심심 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오리지날 R 오리지날 R

모카골드마일드 Y 마일드모카 Y

디카페인 G 디카페인 G

웰빙폴리페놀 wI 헤이즐넛 향 P

아라비카100 PB 웰빙폴리페놀2배 W

라떼디토 BR 수프리모 CB

[표 3-2]조사대상 제품의 주색현황

구분 R Y G WL PB P BR W CB

맥심 1 1 1 1 1 1

테이스터스초이스 1 1 1 1 1 1

[표 3-3]조사대상 제품의 주색분류

인스턴트커피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 주색은 대부분 두 브랜드 제품 모
두 레드(Red),그린(Green),옐로우(Yellow),퍼플(purple)등 강한 원색계
열로 각각의 커피맛을 표현하고 있다.보통 식음료들의 패키지가 그렇듯
인스턴트 커피믹스 역시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을 채택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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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 브랜드와 관계없이 커피의 맛이나 향에 따라 비슷한 색채를
띤 제품이 많았다.

222...보보보조조조색색색 현현현황황황분분분석석석

맥맥맥심심심 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오리지날 GL 오리지날 GL

모카골드마일드 GL 마일드모카 GL

디카페인 GL 디카페인 GL

웰빙폴리페놀 W 헤이즐넛 향 GL

아라비카100 GL 웰빙폴리페놀2배 GL

라떼디토 LC 수프리모 GL

[표 3-4]조사대상 제품의 보조색 현황

구분 GL W ME LC

맥심 1 2 1

테이스터스초이스 4 1 1

[표 3-5]조사대상 제품의 보조색 분류

인스턴트 커피믹스에 있어 보조색은 커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색의
색채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제품들에 정해진 몇가지 색채들이 이루고 있
다.대부분 강렬한 원색의 주색에 잘맞는 골드(Gold)나 화이트(White)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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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가지고 있다.맥심의 오리지날,모카골드,디카페는 보조색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각각 강한 원색의 레드(Red),옐로우(Yellow),그린
(Green)의 주색으로 강한 느낌을 주었고,같은 맛과 향을 가진 테이스터
스초이스는 맥심과 비슷한 주색에 보조색인 골드(Gold)를 사용하여서 맥
심보다 더 고급스럽고,안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333...인인인스스스턴턴턴트트트커커커피피피믹믹믹스스스 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 색색색채채채현현현황황황 고고고찰찰찰

먼저,맥심을 살펴보면,“오리지날 ”은 최적의 맛과 향의 커피로서 레드
(Red)를 사용하였고, “모카골드마일드”은 부드러운 커피로서 옐로우
(Yellow),“디카페인“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로 그린(Green),웰빙제품인
”웰빙폴리페놀“은 와인색(Wine),”아라비카100“은 최고급 커피믹스로 퍼
플블루(PurpleBlue),”라떼디토“는 까페라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
리미엄 커피 믹스로서 브라운(Brown)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였다.
테이스터스초이스 제품을 살펴보면,맥심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날”은 레
드(Red)를,“마일드 모카”는 옐로우(Yellow),“디카페인“은 그린(Green)을
사용하였지만,전체적으로 맥심보다는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하였다.
”웰빙폴리페놀2배“는 화이트(White),”헤이즐넛 향“은 보라색(Purple)을
사용하였고 프리미엄 커피인 ”수프리모“는 짙은 브라운 계열과 골드를 사
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선명한 원색의 컬러에 브랜드 로고의 색상을화이트
로 하여 높은 시인성을 보이고 있었다.

제품들의 패키지디자인의 색채는 한색계열보다는 난색계열이 많이 차지
하였다.그 이유는 색채는 미각,후각,외관으로 색채의 상징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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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또한 적색,귤색,등색,황색등의 밝은 난색계열은 소비자의 자율신
경을 자극시켜 식욕을 돋우게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패키지디자인을 하였
기 때문이다.

각 브랜드별 제품의 패키지디자인의 이미지는 [그림3-1],[그림3-3]과 같다.

111)))맥맥맥심심심

제품명 오리지날

색채

채도가 높은 레드(Red)컬러로
진한 맛을 강조

제품명 모카골드마일드

색채

부드러운 커피이미지를
옐로우(Yellow)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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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디카페

색채

카페인이 없는 상쾌함을 강조
하기 위해 그린(Green)을 사용

제품명 웰빙폴리페놀

색채
웰빙컨셉을 가진 폴리페놀
제품은와인색(진한적자색 dark
purplishred)과 화이트를

깔끔하게 표현

제품명 아라비카100

색채
고급 커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골드(Gold)와 퍼플블루
(PurpleBlue)를 사용하였다.

제품명 라떼디토

색채 우유가 함유된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채도가 낮은
라이트캐러맬(LightCaramel)과
브라운(Brown)을사용하였다.

[그림 3-1]맥심 제품별 색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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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에서는 가로로 뜯는 ‘이지컷’(Easy-cut)방식을 도입시켜 커피믹스패
키지에 변화를 주었다..‘이지컷’은 톱니 모양으로 생긴 포장지 끝을 위아
래로 찢어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낱개 포장을 가로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커팅선을 내,좌우로 살짝 잡아당기면 윗부분이 절개되는 형식으
로 포장을 개봉할 시에 불편함을 해소시키도록 만든 방식이다.
이 ‘이지컷’부분은 제품의 색채와 관계없이 대부분 녹색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2]맥심커피믹스에 도입된 “이지컷’(Easy-cut)”부분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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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제품명 디카페

색채
카페인이없는제품으로,그린(Green)
에 보조색 골드를 사용하여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제품명 헤이즐넛향

색채
헤이즐넛 향을 느낄 수 있는 제
품으로 전체적으로 퍼플(Purple)
을 사용하여 오묘한 느낌을 준다.

제품명 오리지날믹스

색채
최적의 커피맛의 의미로 Red를
사용하였다.맥심오리지날제품과
차별점은 보조색인 골드(Gold)를 많
이 사용했다는점이다.

제품명 마일드모카믹스

색채
맥심모카마일드보다는 채도가 높
은 옐로우(Yellow)컬러로 부드러
운 커피맛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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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웰빙폴리페놀2배

색채
웰빙제품으로 화이트(White)와 금
발색 (연한황갈색 Moderate
yellow-MY)하여 깨끗하고 신선
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제품명 수프리모

색채
고품격 느낌을 주기 위해 밤색(진한
갈색 Chestnutbrown),과 골드
(Gold)를 사용하였다.

[그림 3-3]테이스터스초이스 제품별 색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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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색색색채채채선선선호호호도도도 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사사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조조조사사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설문조사는 단순하던 인스턴트 커피믹스시장이 고급,다양화된 시장
으로 확대되면서 제품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견해 및 패키지
디자인의 색채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조사의 목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인스턴트 커피시장이 커지면서 제품의 맛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어떤 요소로 구별하는지를 알아보고,
둘째,소비자가 인스턴트커피믹스를 구입할 때 제품의 패키지 색채가 가
지는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선
호하는 패키지의 색채를 알아보고,그에 따라 향후를 예측해보고,색채개
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맥맥맥심심심(((동동동서서서식식식품품품))) 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네네네슬슬슬레레레)))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표 4-1]설문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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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조사의 분석방법으로는 색지각도를 이용한 소프트(Soft),하드(Hard),
웜(Warm),쿨(Cool)로(S/H/W/C로 약칭)구분된 이미지스케일링에 의해
실시하였다.디자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해는 언어에 이한 포지셔닝이
있는데 본 조사 분석은 S/H/W/C의 정도에 의해 포지셔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구분된 S/H/W/C의 의미를 2개의 기준축으로 나누어 대상물
의 위치를 선정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이러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Scale의 기준이 되는 S/H/W/C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이렇게 구분된 S/H/W/C의 의미를 2개의 기준 축
으로 나누어 대상물의 위치를 선정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이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색채는 한국공업규격에서 규정한 색상으로 구분하여 사
용하였고 실제 소비자 설문조사시 직접 설문지에 색상분류표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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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소소소비비비자자자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현현현황황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364명 중 남자가 82명으로
22.5%,여자가 282명으로 77.5%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이 188명으로 51.6%,기혼이 176명으로 48.4%
로 나타났으며,연령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182명중에서 20-29세가 156
명(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30-39세가 128명(35.2%),
40-49세가 56명(15.4%,),50세 이상이 24명(6.6%)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90명(24.7%),100-200미만이
112명(30.8%),200-300만원 미만이 88명(24.2%),300만원 이상은 74명
(20.3%)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체 표본 응답자 364명 중 전문직이 48명(13.2%), 사
무/기술직 회사원이 88명(24.2%),자영업이 62명(17.0%),가정주부가 48명
(13.2%),학생이68명(18.7%),서비스업이 20명(5.5%),기타가 30명(8.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이 180명(49.5%)로 가장 높았으며,다
음으로 전문대 졸업이 96명(26.4%),대학원 이상이 58명(15.9%),고등학교
졸업이 30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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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자 82 22.5
여자 282 77.5
소계 364 100

결혼여부
미혼 188 51.6
기혼 176 48.4
소계 364 100

연령

20-29세 156 42.9
30-39세 128 35.2
40-49세 56 15.4
50세 이상 24 6.6
소계 364 10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90 24.7
100-200만원 미만 112 30.8
200-300만원 미만 88 24.2
300만원 이상 74 20.3

소계 364 100

직업

사무/회사원 88 24.2
전문직 48 13.2
자영업 62 17.0
가정주부 48 13.2
학생 68 18.7

서비스업 20 5.5
기타 30 8.2
소계 364 1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0 8.2
전문대학 졸업 96 26.4
대학교 졸업 180 49.5
대학원 58 15.9
소계 364 100

[표 4-2]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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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커피믹스의 구입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364명중 구입한
적이 있다가 360명(98.8%)으로 나타났으며,구입한 적이 없다가 4명
(1.2%)로 나타났다.
구입장소는 편의점이 88명으로 24.2%,대형마트 222명(61.0%),백화점이
50명(13.7%),인터넷쇼핑몰이 4명(1.1%)로 나타났다.

구입시 선택기준은 전체 응답자 364명중 114명이 응답한 브랜드인지도
및 신뢰도였으며,다음으로 향 및 맛이 94명(25.8%),패키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92명(25.3%),가격이 64명(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키지디자인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컬러가 202명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전체적인 이미지가 112명(30.8%),로고
가 30명(8.2%),기타가 20명(5.5%)로 나타났다.

월 인스턴트커피믹스 소비비용에서는 1만원 미만이 114명(31.3%),1만원
-3만원이 124명(34.1%),3만원-5만원이 112명(30.8%),5만원이상이 14명
(3.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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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성비(%)

구입여부
있다 360 98.8
없다 4 1.2
소계 364 100

구입장소

편의점 88 24.2
대형마트 222 61.0
백화점 50 13.7

인터넷 쇼핑몰 4 1.1
소계 364 100

구입 시 선택기준

브랜드인지도 114 31.3
향 및 맛 94 25.8

패키지디자인 92 25.3
가격 64 17.6
소계 364 100

패키지디자인에서
가장 영향 받는

부분

컬러 202 55.5
전체적인이미지 112 30.8

로고 30 8.2
기타 20 5.5
소계 364 100

월 소비비용

1만원 미만 114 31.3
1만원-3만원 124 34.1
3만원-5만원 112 30.8
5만원 이상 14 3.8
소계 364 100

[표 4-3]제품구입에 관한 일반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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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색색색채채채선선선호호호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조조조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색채선호도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항목결과에 대한
표본 오차범위 ±5로 추정된다.색채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는 다양한 분
포도를 나타내었다.12가지 제품의 이미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제품의
색상으로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가 70명(17.5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
타내고 있으며 그 뒤를 테이스터스초이스의 마일드 모카가 이었다.두 제
품 모두 같은 맛의 제품으로 옐로우의 주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20
대-30대에서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맥심 라떼디토 등이,40대 이상에
서 역시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와 테이스터스초이스의 수프리모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상품명(맥심) 호감도(인원) 상품명(테이스터스초이스) 호감도(인원)

오리지날 35 오리지날 24

모카골드마일드 70 마일드모카 39

디카페인 20 디카페인 14

웰빙폴리페놀 25 헤이즐넛 향 20

아라비카100 28 웰빙폴리페놀2배 26

라떼디토 33 수프리모 30

[표 4-4]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색채에 관한 소비자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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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소비자들이 선택한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가 호감을
주는 이유의 분포도를 보면 ‘부드러움’이 78명(23%)으로 가장 많았으며,
Hard축에서 ‘딱딱한,’강력한’각 24명(6.6%),‘완고한’에도 약간의 분포가
있었고 COOL축의 분포도는 거의 없었다 .

S H W C

부드러운 78 강력한 24 활동적인 28 신선한 6

감미로운 40 딱딱한 24 애정이있는 16 침착한 0

차분한 32 완고한 10 다정한 36 깔끔한 12

매끄러운 24 건장한 0 품위있는 34 정확한 0

[표 4-5]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색채가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는 이유

소비자가 연상하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에 관한 이미지
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등의 SOFT이미지 174명(48%),강력하고 딱딱함
등의 HARD이미지 58명(16%),활동적이고 품위 있는 WARM이미지 114
명(31%),신선하고 깔끔한 COOL이미지 18명(5%)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각지도의 이미지스케일링에서 WARM을 중심으로 SOFT,
HARD축의 삼각구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부드럽고
감미로운

신선하고
깔끔한

활동적이고
품위있는

강력하고
딱딱함 계

S C W H
인원 174 18 114 58 364명
% 48 5 31 16 100%

[표 4-6]소비자가 연상하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색채에 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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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지각지도에 의해 제작된 이미지스케일링

다음은 소비자가 연상하는 기존의 인스턴트 커피믹스패키지의 색채이미
지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색채이미지를 나타낸 그
림이다.
이 조사분석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20-30대,40-50대로 나누어서 분석하
였다.

기존커피 색채이미지

향후 발전가능성 색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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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맥심 「오리지날커피믹스」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4-2]맥심 오리지날 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Red계통의 전체적인 색상이 WARM의 전형적인 이미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기존의 색채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에
서 따뜻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는 지금보다 부드럽고,신선한 이미지의 색
채를,40대 이상은 활동적이고,감미로운 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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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맥심 「모카골드마일드」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3]맥심 모카골드마일드 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패키지 색채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으로서 전체적
인 연령대로 봤을때 SOFT축과 WARM축을 기준으로 위치하고 있다.
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지금보
다 감미롭고,차분한 이미지의 색채를 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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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맥심 「디카페인」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4]맥심 디카페인 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선호를 보임과는 반대로 20~30대에서는
보다 차별화 된 색채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제품으로 20~30대는
강력하고 딱딱하다는 이미지의 수치가 높았고,40대 이상은 매끄럽고 활동
적이다고 느끼는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는 지금보다 활동적이고 품위있는 색채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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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맥심 「웰빙폴리페놀」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5]맥심 웰빙폴리페놀 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패키지 색채의 개성이 약해서 시선을 끌지 못했던 맥심 웰빙폴리페놀 커
피 색채이미지에 대해서 연령층 모두 차분하고,매끄럽다는 이미지의 수치
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는
강하고,딱딱하고 완고한 이미지의 색채를 원한다고 하였고,이와 정반대
로 40대 이상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의 색채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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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맥심 「아라비카100」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4-6]맥심 아라비카100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의 대다수가 SOFT계열인데 반해,아
라비카100은 딱딱한 이미지의 HARD축으로 기존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색채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이 강력하고 침착하다
는 이미지가 높았고 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
대는 좀 더 HARD한 쪽의 이미지의 색채를,40대 이상은 좀 더 약한 HARD
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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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맥심 「라떼디토」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7]맥심 라떼디토커피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20-30대에 가장 호감있는 제품으로 선정된 맥심 라떼디토는 Light
Brown계통의 전체적인 색상이 SOFT의 전형적인 이미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패키지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이 SOFT이미지의 수치가
높았고 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도 모두 지금의 색
채이미지와 거의 비슷한 이미지들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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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테이스터스초이스 「오리지날」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8]테이스터스초이스 오리지날 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RED 계통의 전체적인 색상이 WARM의 전형적인 이미지 분포를 보이
고 있는 제품으로 맥심 오리지날과 비슷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모든 연
령층에서 따뜻하고 활동적이다고 느낀 색채이미지의 수치가 높았고,향
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는 강력하고 딱딱
한 이미지의 색채를,반대로 40대 이상은 활동적이고,부드럽고 감미로운
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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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테이스터스초이스 「마일드모카」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9]테이스터스초이스 마일드모카 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전체적인 색상이 주는 이미지는 SOFT계열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로
고타입,일러스트 역시 동일한 SOFT계열 쪽이므로 시각적인 강한 임펙
트를 느낄 수 없었던 제품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부드럽고,감미롭다는 이
미지의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는 지금보다 감미롭고,침착한 이미지의 색채를,40대 이상은 신선
하고,감미로운 이미지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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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테이스터스초이스 「디카페인」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0]테이스터스초이스 디카페인 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전체적인 색상은 로고타입 색상과의 조화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HARD쪽
이 지배적이었던 제품으로 연령층 모두 강력하고 딱딱하고 완고하다고 느
끼는 색채이미지의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
에 대해서는 연령층 모두 지금보다 부드럽고 감미롭고,활동적인 이미지의
색채를 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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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테이스터스초이스 「헤이즐넛 향」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1]테이스터스초이스 헤이즐넛 향 믹스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
고 20대-3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제품으로 20~30대,40대 이상 모두
활동적이고,강력하다는 색채이미지의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HARD한 쪽의 색채이미지를
원하였다.이러한 결과는 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가 SOFT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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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테이스터스초이스 「웰빙폴리페놀 2배」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2]테이스터스초이스 웰빙폴리페놀 2배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패키지 색채의 개성이 약해서 20대-30대의 젊은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인 제품으로 20~30대,40대 이상 모두 매끄럽고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색채이미지의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
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40대 이상 모두 좀 더 활동적인 이
미지의 색채를 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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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테이스터스초이스 「수프리모」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3]테이스터스수프리모 패키지색채 이미지스케일링

40대 이상이 선택한 가장 호감있는 제품으로 연령층 모두 품위있고 강하다
고 느끼는 수치가 높았다.향후 원하는 새로운 패키지 색채이미지에 대해서는
20~30대는 완고하고,딱딱하고,침착한 색채이미지를,40대 이상은 강력하고,
다정한 색채이미지를 원하였다.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의 다
수가 SOFT계열인데 반해,수프리모는 강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HARD쪽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 67 -

으로 기존 패키지 색채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제품의 패키지 색채에 관한 종합분석 결
과는 그림 4-16과 같이 20대-30대 와 40대이상 모두 전반적으로 모든 요
소가 SOFT,WARM에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20대-30대에는 40대이상
과 달리 HARD축에 다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믹스 제품들이 20-30대 젊은층의 개성적인 성향이
커피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좀 더 다양한 이미지의
색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향후 인스턴트 커피믹스 제조회사들의 신제품 개발
시 일반적인 상품기획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컬러마케팅에 의한 제품개
발이 요구된다.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4]색채선호도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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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 색채선호도와는 별도로 향후 희망
하는 패키지 색채에 관한 조사에서는 그림4-17과 같이 20대-30대,40대
이상모두 SOFT,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모두 현재의 인스
턴트 커피믹스 패키지의 색채보다 좀 더 SOFT,WARM한 색채를 사용하
기를 요구하였다.
20-30대 젊은층은 개성이 강하여 선호하는 성향이 제각각 현저한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40대 이상과는 다르게 강력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HARD쪽으로도 관심을 보임을 살펴볼 수 있다.

20대-30대 40대 이상

[그림 4-15]색채선호도에 관한 소비자 요구사항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 69 -

제제제333절절절 커커커피피피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 색색색채채채 개개개선선선안안안 제제제안안안

111...색색색채채채계계계획획획 및및및 제제제안안안

현대의 커피시장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커피시장은 다양화 되고 있다.현대의 소비자는 시각적인 전
달과 심리적인 감성에 반응하는 감성형 소비자이므로 그들의 연상과 기
억,감성을 자극할 수 있으며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색채계획이 필
요하다.
소비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와 같이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은 높아졌으며 그 중에서도 색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제품들을 보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커피의 맛과 향에 따라 브랜드간의 색채이미지가 비슷하여 각 커피회사의
특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에 맞는 라이프스타일로 맞추어 소비자가 원하는 인스턴트 커피패키지디
자인 색채와 다른 음료패키지디자인에서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색채,그리
고 브랜드별로 쓰이는 색채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반응하게 하
고,브랜드별로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하여 패키지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그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군에서 다른 브랜드와 혼돈되
거나 비슷해 보여서는 성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브랜드의 이
미지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경쟁제품에 대한 차별화 방법에는 디자인
속에서 지속적인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색채적용
이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맞추어 소비자가 원하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 패키지디자인의 색채와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색채,브랜드별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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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색채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자극하도록 색채계획이 이
루어져야 하며 같은 회사 제품끼리는 제품의 특성을 생각하여 주색의 이
미지는 두드러지게 하고,보조색,강조색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또,브랜드 아이텐티티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는 통일되고 계획된 색채전
략을 사용하고 계획된 브랜드컬러는 일관되게 하여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브랜드 컨셉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기호식품의 커피는 그 연령대의 감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즉 독창적인 제품 컨셉을 연구해서 타 회사의 브
랜드와의 차별을 두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제품의 실 구매시점에서 큰
역할을 하는 상품의 패키지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임
팩트가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색채나 소비자들의 감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므로 개발하려는
시기의 최소 1년간은 소비자의 구매성향과 색채선호도를 조사,분석해서
디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브랜드의 전통성이 유지되고 아이텐티티가 확립
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고 재 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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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현대와 같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상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획일성,규격성이 사라지고,소비자들은 상품의 정보나 시
각적인 자극 속에서 각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활
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줄 시각적인 요소 중 컬러는 본질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똑같은 종류의 각기 다른 컬러의 제품이 있을 때 소비자
가 선택하는 컬러는 본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브랜드나,슬로건 보다 색채가 더 빨리 인식되고 있
고 기업을 상징하는 마케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또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자기중심적,감성적으로 변화되었고,이에 따라 패키지디자인은 다
변화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구매를 유도해야 한
다.또한, 커피시장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재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그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다양화와 그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패키지디자인 창출을 해야 한다.
즉,소비패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다양한 디자인을 제공 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진 패키지디자인색채가 소비자의 구매에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 알아보고,국내 인스턴트커피믹스의 포장색채를 분석하고,소
비자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성향과 색채역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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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포장에 있어 재료,구조,형태 모두 조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각
적 효과라는 점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한 소구성을 갖고 있다.색채에 의한
상품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상품의 이
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국내 인스턴트 커피믹스 브랜드의 색채 관리가 미흡하다.브랜드에
상관없이 커피의 맛과 향에 따라 브랜드간의 색채이미지가 비슷하여 각
커피회사의 특성을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셋째,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색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전략적 색채사용으로 타 업체와 차별화 시킨다.
브랜드의 특유의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명시도,기억도를 높
여 소비자 연상에 의한 반복구매 및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커피전
문점의 스타벅스,커피빈과 같은 경우 차별화된 색채 특성으로 소비자에
게 브랜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②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 색채가 필요하다.
브랜드의 효과적인 색채 사용 및 철저한 컬러의 통제로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통일된 하나의 이미지로 전달
하는 것이다.
③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색채사용 요구
주 타겟의 선호색을 반영하는 것으로,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20대-30대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색채이미지를 추구하고 40대 이상은 문
안하고 상투적인 색채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왔다.이에 각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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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는 색채 사용이 요구 된다.

이상과 같이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의 색채분석과 소비자설문조
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과제 및 색채전략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더 많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연구의 깊이와 영역의 포괄성
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본 연구가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인스턴트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 74 -

인스턴트 인스턴트 인스턴트 인스턴트 커피믹스 커피믹스 커피믹스 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색채 색채 색채 색채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연구에 연구에 연구에 연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본 설문조사는,

“““인인인스스스턴턴턴트트트 커커커피피피믹믹믹스스스 패패패키키키지지지디디디자자자인인인 색색색채채채 차차차별별별화화화 전전전략략략 연연연구구구”””를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써

순수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의껏 작성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자료가 되어 본인의 연구에 도움

이 될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10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정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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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음은 통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2.결혼여부?
1)미혼 2)기혼

3.귀하의 연령은?
1)20-29세 2)30-39세 3)40-49세 4)50세 이상

4.귀하의 직업은?
1)대학생 2)직장인 3)전문직 4)교육직
5)주부 6)기타

5.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100-200만원
미만
4)200-300만원 미만 5)300만원 이상

6.귀하의 최종학력은?
1)고등학교 졸업 2)전문대학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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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다음은 귀하의 인스턴트커피 구매에 관한 설문입니다.

1.인스턴트커피믹스를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2.귀하의 인스턴트커피 구매 장소는 어디입니까?
1)대형마트 2)인터넷쇼핑몰 3)편의점 4)백화점

3.귀하의 인스턴트커피 구매기준은 무엇입니까?
1)가격 2)패키지디자인 3)향 및 맛
4)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5)기타

4.패키지디자인의 어느 부분이 구매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1)컬러 2)전체적인이미지 3)로고 4)기타

5.귀하의 월 인스턴트커피 소비비용은 얼마입니까?
1)1만원 미만 2)1만원-3만원 3)3만원-5만원 4)5만원 이상

C.<보기>의 내용의 배열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제품을 보고
느끼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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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서서서식식식품품품(((맥맥맥심심심)))

1)오리지날 2)모카골드마일드 3)디카페인 4)웰빙폴리페놀

5)아라비카100 6)라떼디토 7)아이스

네네네슬슬슬레레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1)오리지날 2)마일드모카 3)디카페인 4)헤이즐넛향

5)웰빙 폴리페놀 2배 6)수프리모 7)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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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기〕에 관련된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2.귀하께서〔보기〕중의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적절한 가격 2)좋은 브랜드이미지 3)커피성분
4)마음에 드는 제품의 포장디자인 5)기타( )

3.〔그림A〕와〔보기〕를 보시고 아래의 제품과 연상되는 색상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보기〕

제품(((맥맥맥심심심))) 색상번호 제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색상번호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아이스 아이스

4.위 색상은 무엇을 보고 연상되셨습니까?
1)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2)TV광고 3)잡지
4)인터넷홈페이지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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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설문3의 제품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색상의 상품을 한 가지만
기입해주십시오

제품명 색상번호

6.설문7의 제품 색상이 호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S H W C
부드러운 강력한 활동적인 신선한
감미로운 딱딱한 애정이있는 침착한
차분한 완고한 다정한 깔끔한
매끄러운 건장한 품위있는 정확한

D.다음은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선호도에 관한 이미지조사입니다.

활동적인
애정이있는
다정한
선정적인

부드러운/감미로운/차분한/매끄러운

신선한
침착한
시원한
정확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강력한/딱딱한/완고한/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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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의 도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포지션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재요령>

제품(((맥맥맥심심심))) 포지션 제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포지션

모카골드마일드 2 마일드모카 3

제품(((맥맥맥심심심))) 포지션 제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포지션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아이스 아이스

2.그림A를 보시고 향후 새롭게 인스턴트커피 패키지 색상이 바뀐다면
귀하는 어떤 색상을 원하는지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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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맥맥맥심심심))) 색상명 제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색상명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아이스 아이스

3.위의 설문에서 원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설문D에 대입했을 경우 해당되는
포지션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품(((맥맥맥심심심))) 색상번호 제품(((테테테이이이스스스터터터스스스초초초이이이스스스))) 색상번호

오리지날 오리지날

모카골드마일드 마일드모카

디카페인 디카페인

웰빙폴리페놀 헤이즐넛 향

아라비카100 웰빙폴리페놀2배

라떼디토 수프리모

아이스 아이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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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A>한국산업규격 KS색채명
-White는 W로 표기하고 Black은 BL로 표기한다.

색표 색상
번호 색명 계통색명

기호 계통색명 한국표준색
표의 기호

1 빨강 R red 5R4/14
2 다홍 yR yellowRed 10R5/14

3 주황 YR yellowred(orange) 5YR6/14

4 귤색 rY reddishYellow 10YR7/14
5 노랑 Y Yellow 5Y8.5/14

6 노랑연두 gY greenishYellow 10Y8/12

7 연두 GY GreenYellow 5GY7/10
8 풀색 yG yellowishGreen 10GY6/12
9 녹색 G Green 5G 5/10
10 초록 bG bluishGreen 10G 5/10
11 청록 BG BlueGreen(Cyan) 5BG 5/10
12 바다색 gB greenishBlue 10BG 5/10
13 파랑 B Blue 5B4/10
14 감청 pB purplishBlue 10B4/10
15 남색 PB PurpleBlue(violet) 5PB3/10
16 남보라 bP bouishPurple 10PB3/10
17 보라 P Purple 5P3/10

18 붉은보라 계 reddishPurple 10P4/12

19 자주 RP RedPurple
(magenta) 5RP4/12

20 연지 pR purplishRed 10R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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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스턴트 커피믹스 패키지디자인 색채차별화 전략 연구
영문:AStudyonColorsDifferentiationStrategiesat

PackageDesignofInstantCoffeemix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
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
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
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
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2월 일

저작자: 정 희 금 (서명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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