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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product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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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nBrandpackageDesig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Being interested in notonly health consciousand theenvironmentbutalso

developmentofthesocialstructure,modernpeoplehaschangedthelifemultiply.

The eco-friendly trend has brought the health of the individual and the

environment.Oneofthemostinterestsistheproductrelatedtotheenvironment

friendlyagriculture.

Infact,ourtableshasbeenthreatenedbyanindiscreetdevelopment,agricultural

chemicalsforthemassproduction.Thelifeofthemodern peoplehascaused

increasingtheproductionandthespendingofthe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

productwhich is nearing on consumerincluding the health,environmentand

culture.

In addition to,modern society has been changed by the modernization,

urbanizationandpopularizing.A new smallfamilyhasappearedbecauseofthe

new mindsetandthechangeofthelifeenvironmentrangingfrom largefamil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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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family.

That'swhyanew smallfamilyhascreatedthefreshlifestylewiththeelderly

society,increasing marriagerateanddecreasing birthrate,fragmenting spending

patternandmakingthevariousdesires.

In ordertomeettheseparatedneeds,theproductwhich hashaving various

featureandfunctionhasbeenselling,makingthenew spendingpatternaccording

tothegrowthofthe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productsandcombinationof

theseparatedneeds.

Inotherwords,consumerspreferthesmallquantitypackagetothetheirlifestyle.

Also,consumerhastheideaofconsumersovereigntywiththedevelopmentofthe

circulationmarketandpricecompetition.Thesmallquantitypackagedesignisthe

mostimportantfactorexpressingtheproductandshowingcleardistinction

Thisstudyhasfoundtheactualsituationofthe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

productandthebrandaswellasanalyzethesmallquantityvegetablepackagesby

the visualelement,researching the problems ofthe smallquantity vegetable

packagesandsuggestingtheimprovements.

Thestudyofthesmallquantityvegetablepackagesarerelevanttocreatingthe

designwherethecirculationmarkethasbeenchangingintheecofriendly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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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건강과 환경에 한 심과 다양한 사회구조의 발달로 인들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개인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의 발 을 해 친환경이

라는 트 드를 불러왔고 그 환경과 가장 하게 노출 되어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한 심이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량 생산과 획일화된 생산물을 해 사용된 화학 물질과 농약으로 인해 농

산물의 안 성을 보장 받지 못하면서 우리의 식탁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의 안 성과 환경 문제 인식,웰빙 트 드와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의 삶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켰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건

강,환경,문화 등 포 인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더불어 사회는 근 화와 도

시화, 문화 등으로 인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환경의 변화,행동양식의 변화로 가족의 형태도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해오

다 이제는 소핵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령화,이혼의 증가,

혼인률과 출산율 하 등으로 증가하는 소핵가족 형태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만들

었으며 세분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소비형태도 세

분화 되고 있다.

각각의 세분화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해 다

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기획되고 매되며,친환경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의 세분화된 니즈(needs)가 결합해 새로운 소비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다.농업 분야에

서도 건강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맞추어 소단

량으로 포장되거나 다양한 소비 목 의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한 다양하고 개성

화된 소비자의 욕구는 시장의 주도권을 소비자가 가지는 소비자 주권 시 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농산물 유통 시장이 활발하게 발 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해졌고 생산된 농

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개발과 구성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흥미를 끌

어 낼 수 없게 되었다.소비자의 라이 스타일과 욕구에 따른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소비 목 을 정확히 달할 수 있으며 차별성을 주는 요한 요인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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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환경시 에 친환경농산물과 랜드의 황을 조사하고 그 랜드 안에

서 세분화된 라이 스타일에 따라 매되어지는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을 시각

요소로 나 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 친환경농산물 랜드의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문제 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시 에 세분화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

는 유통시장의 소비패턴에 합한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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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연  목

 2  연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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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 목

자연 친화,로하스,웰빙,지속 가능,공존,상생을 추구하는 사회 분 기로 는

친환경 상품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먹는 것,입는 것,타는 것,우리가 사용하는 많

은 제품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 으로 기획되고 생산되어지며 그 자연과 한

농산물에서의 친환경 트랜드는 지속 인 성장과 함께 앞으로도 꾸 하게 유통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의 가구 구조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통 핵가족에서 부부만 살거나 한부

모와 자녀,홀로 사는 1인 가구 심의 소핵가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분화가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가구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라이 스타일로

인해 소비자는 개성화된 제품을 요구하며 새로운 유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경제의 성장으로 소비자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의

을 맞추고 있다.먹거리는 건강을 생각하며 식품의 양 가치에 심을 두기 시작했

고 먹거리의 안 성 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소비형태도 소핵가족의 증가로 소단

량 포장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채소류 시장에서도 다양한 품종의 소단량 포장은 고

부가 가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그

가치에 따라 제품을 소비자가 주도 으로 선택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은 패키지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의 한 정보를 얻고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합한 제품을 선택한다.제품이 포장되어 시장에 진출 할 때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요한 향을 주는 것은 패키지디자인이다.패키지디자인은 구매시

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기 한 심을 이끌어내고 형태나 재질,시각 인 요소

의 조화로운 조합으로 구매심리를 자극해 제품을 매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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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환경시 의 소비시장에서 친환경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친환

경 채소류와 그 랜드 황을 알아보고 그 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의 수 에 있

는지 단하여 랜드의 제고를 모색하고자 했고 둘째 사회구조와 구매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소단량 채소류 포장 황과 소비자의 구매 선호 조건을 조사하여 문제

과 개선 을 제시하고자 하 다.

셋째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을 시각 요소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소

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개발 략을 세우는데 조력하고

자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친

환경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효율 제작 방향을 구상 할 수 있고 제품의 매 증진과

같은 정 인 효과를 이루어 시장 활성화 패키지디자인의 발 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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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방법 내용

의 사회구조 변화와 경제의 성장으로 삶이 윤택해지면서 소비자가 주도 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이로 인한 기업 간의 경쟁은 제품의 품질을 지속 으로 높여 가고

있다. 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농산물 시장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며 소핵

가족화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많은 양의 제품보다 질을 추구하고 소량의 제품을 선호

하며 소비자의 개성과 소비 목 에 따라 그에 합한 제품을 요구하게 되었다.이에

기업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을 맞춰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채소 시장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바탕으로 소단

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을 연구해 보았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 ,연구의 방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 다.

제 2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이해와 소비문화의 특성을 알아 으로써 패키

지 디자인과의 계에 해 일반 으로 고찰하 다.

제 3장에서는 친환경 채소류의 흐름을 악하기 해 친환경 채소류의 황을 알아

보았고 한 의 소비 트 드에 따른 소단량 채소류의 황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랜드의 황을 악하고 친환경 채소류의 소단량 패

키지디자인을 시각 고려 요소에 의하여 분석해 보고 연구해 보았다.

제 5장에서는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 디자인의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욕구 충족도와 문제 을 조사 분석하 으며 설문의 분석을 통해 재 채소류 패키지디

자인의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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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에서는 이론과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특

성을 악하고 결론을 도출하 다.

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친환경 채소류 랜드의 황과 발 방향

을 알아보고 둘째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황을 악하여 개선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셋째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 결론

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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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경

1  친환경 산  해

1. 친환경 산  개

2. 친환경 산  특

3. 친환경 산  시 동향과 망

2  현  비 화  특

1. 현  비개  및 특

2. 비  라 프스타  변화  트 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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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친환경 농산물의 이해

1.친환경 농산물의 개념

는 무분별한 자연 환경의 개발로 인해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산업의 형태가

각 받기 시작했고 농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하고,농업의 환경 기반이 되는 자연의

보 이 필연 인 기반이 되고 있으며,환경과 농업과의 조화로운 발 의 필요성이 요

구되고 있다.환경 해요인을 최 한으로 이고 소비자들의 안 한 먹거리에 한 욕

구 증 에 응하기 해 친환경농업의 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

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 하면서 안 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1)

일반 으로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이 어우러져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

는 농업의 한 형태로 생산의 경제성 확보,환경보 농산물의 안 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 한 『유기농업』(OA:OrganicAgricultur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환경을 지속 으로 보 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즉 『 투입농법』

(LISA:Low InputSustainableAgriculture)을 포함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농약-유기

재배까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지칭하고 있다.2)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은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1)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1항과 2항

2)자료 검색일 2012년 10월18일 http://blog.daum.net/ds4cli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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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 자연이 공 해 주는 양

을 제외한 부족한 양을 환경 친화 인 비료를 공 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여 생산

된다. 한 천 과 생물학 방제기술의 이용하기도 하고 윤작 등을 실천하여 생산되

어지므로 농업 환경을 지속 으로 보 하는 포 인 개념인 것이다.

2.친환경 농산물의 특성

친환경 농산물은 맛,외 ,신선도, 양가는 일반농산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일반농

산물과 차별화되는 속성은 환경성과 안 성이라 할 수 있다.소비자들은 구입 후 친환

경 농산물의 가치를 바로 경험 할 수 없어 친환경 농산물에 한 가치의 인식은 경험

과 상당한 학습 효과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가 구입 과 후에도 제품의 효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없어

오직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신뢰에 의존해서만 구입을 해야 하고,친환경 농법으로 생

산된 농산물을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가 그 가치를 인정해 기꺼이 재화를 지불 할 수

없다면 일반 농산물과 차이가 없게 된다.

친환경 농산물은 이런 품질의 차별성이 가격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특성을 내재하

고 있다.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직 인 구분 방법은 생산물의 품질이 아닌

재배 방법의 차이이다.즉 제품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인체나 환

경에 해가 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평가 받아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제품에 한 정보 보유량,정보의 질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칭

이 아닌 불균형 상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제품의 외

과 신선도는 구매 시 에서 가치 단이 가능해 정보의 비 칭성이 해소되지만 양

가,환경성,안정성 등은 구입 후에도 단이 불가능해 정보의 비 칭성이 연장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비 칭의 문제는 안 성과 환경성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충분한 사회 평가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진을

해 해결해야 할 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가 도움을 주고 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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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문인증기 이

엄격한 기 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 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농업의 환경오염을 여 환경보 기능을 증 시키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 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 하고 있다.유통과정에서

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 체계 확립을 해 농림수산식품부 장 이 지

정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 인증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1997년 12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계속 변경 보완되어 왔으며

2012년 5월 30일에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를 통

합·일원화하고,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재포장 인증의무화,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부 개정안을 발표했다.3)

한 2007년에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는 환기유기농산물 인증 제도를 폐지하

고 2015년부터는 농약 농산물 인증제도 한 폐지하고 향후에는 유기농산물과 무농

약 농산물 인증 제도만 유지하는 통합·단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4)

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 인증,GAP인증(농산물우수 리인증),지리 표

시등록,우수식품인증 등 각종 인증 로고도 국가 인증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통

표지(Logo)를 ‘농식품국가인증통합로고’형태로 변경하 다. 기 혼란을 막기 해

종 의 인증마크는 2013년까지만 병행 사용 가능하고 2014년에는 면 폐지된다.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 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 다.

3)2012년 5월 30일 친환경농업육성법 부 개정안 공포 (농림수산식품부)

4)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자료검색일 2012년 9월 15일

http://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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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소개

한 형 문형

(그림 2-1)〈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ㄱ.형태:국가를 의미하는 ‘태극’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모양의 시각

임

ㄴ.명칭: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표

ㄷ.색상: 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색과 청색을 외 으로 허용)

나.친환경 농산물 종류별 표시 방법

ㄱ.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업으로 3년 이상 재배된

농산물.

변경 변경 후

(그림 2-2)〈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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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한

농산물,잔류 농약이 허용기 의 1/10이하인 것.

변경 변경 후

(그림 2-3)〈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ㄷ. 농약 농산물

제 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 사용기 ”의 1/2이하 농산물.2015년부터 인증제도 폐지.

(그림 2-4)〈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고〉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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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친환경 농산물의 시장동향과 망

기의 친환경 농산물은 구매 시 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재배방법이 가격 결정 조건

으로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품질인

증제라는 제도 장치가 세워지고 나서야 문유통업체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

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주 거래처 조사결과,농 , 농업법인의 거래비 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통신 방문 매 등 개인소비자의 거래가 19.6%로 뒤를 이었

다.한편 도매시장과의 거래 비 도 10.6%로 친환경농산물 문유통업체 6.6%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격히 증가하면서 도매시장의 친환경 농산

물 취 비 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표 2-1)국내 친환경농업인의 친환경 주 거래처 비 6)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를 해 생산과 유통이 하게 제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매망이 형성되고 있다. 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형태,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거래되는 형태,생산자에서 문유통업체를 거쳐

백화 는 문 매 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되는 형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별될

수 있다.7)

5)김창길 외 3인(2010).『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 시장 망』 한국농 경제연구원.pp.25.

6)통계청(2007).『2005농림어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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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곡류 7,751 10,682 10,861 11,906 14,834 16,295 14,942 21,310

7,218 10,125 10,279 11,236 13,873 15,214 13,802 19,685

채소류 8,386 9,848 10,005 10,951 13,443 14,773 13,803 19,685

과실류 4,195 8,408 8,304 8,614 9,035 9,488 5,515 7,866

서류 1,144 1,136 1,188 1,369 1,968 2,217 2,366 3,375

특작·기타 3,143 4,044 4,295 5,075 7,816 8,882 9,850 14,047

총계 31,927 34,117 36,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3

최근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의 증가로 시장 거래 물량이 확 되며 형마트

문 유통업체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친환경 농산물의 향후 시장 규모는 소비자

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수요 변화와 친환경농업 발 속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8)

2016년에 농약 인증제가 완 히 폐지됨에 따라 농약 농가 가운데 일부가 무농약

재배나 유기재배로 환될 것을 가정하면 ( 농약 재배 농가의 환율은 농식품부 친

환경농업과의 화조사 결과를 기 자료로 활용)2016년에는 2015년 보다 12.5% 감소

한 4조 6,475억 원으로 망 된다9)

(표 2-2)친환경 농산물의 부류별 시장규모 망10)

단 :억원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비 13%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

로 망된다.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농약 인증제도가 완 히 폐지되는 2015년까

지 지속 으로 감소하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 한 증가로 2013년 3조 9,845억

원,2015년 4조 8,329억 원으로 늘어나며,2020년에는 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 원 수 이 될 것으로 망된다.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지속 으

7) 오성 (2011).『쇼핑몰 신뢰도 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자상거래 활성화에 한 연구』 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pp.27.

8)김창길 외 3인(2010).『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시장 망』 한국농 경제연구원.pp.27

9)ibidpp.27-28

10)한국농 경제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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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가공식품 생산,학교

식 확 등)과 유통활성화를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앞으로의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망은 생산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를 통한

안정 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 한 고품질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발 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1)김창길 외 3인(2010).『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시장 망』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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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소비문화의 특성

1. 인의 소비개념 특성

소비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하여 재화를 소모하는 행 를 의미하며,소비자

란 제품,서비스,아이디어 들을 직 구매,사용 소비하는 개인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구매결정과정에 직 혹은 간 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 인 개념이다.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을 하기 해 경제 재화를 구매하거나

사용 는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부른다.12)

일반 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13)

하지만 의미의 소비의 개념은 구매 패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일반

의미의 소비자 구매 패턴은 소비자가 제품을 주목해 구매 욕구를 갖게 되면 구매의

조건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었다. 한 부유층 사람들은 고가 제품을 구입하고 서민

층은 가 제품을 구입하 다.하지만 의 구매패턴은 한 소비자가 고가 제품과

가 제품을 동시에 구입하고 있다.14) 한 소비자가 품질이나 감성 인 만족을 얻기

해 비싼 제품이라도 기꺼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에 이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 산업의 발달과 소득 수 이 향상 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생산, 매하는 매우

경쟁 인 시장의 특성을 갖게 고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

스에 한 소비 욕구로 상품 선택에 큰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의 소비자는 시장

정보에 한 지식화된 시야를 기반으로 독자 이고 개성 인 방식으로 소비 활동을 하

는 그룹으로 기업의 생산과 공 에 련된 모든 분야에 깊이 참여하고 남에게 보이기

한 시 인 목 의 구매 행동이 아닌 자기 개발에 한 요구에서 비롯된 자발 인

12)권숙희((2002).『소비자 행동』.경북 P&P.pp.12-13.재인용.이은주(2008)『소단량 신선편이채

소 패키지다자인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p.3

13)최종필,김우성(2000).『마 조사론』학문사

14)홍지원(2009)『디자인 마 』미진사.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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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한다.15) 의 소비자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개성을 시하고 편리함을 추구하

게 되었다. 의 제품의 양을 시하는 구매 욕구는 에는 소비자의 건강과 편리

함을 지향하며 제품의 질을 요시 하고 있다. 의 소비는 기업 간의 경쟁 인 시

장 형성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며 소비자 주권시 로 들어선 것이다.

사회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되었다.소비 목

의 주체인 소비자 자신이 더욱 요해지는 가치 소비가 차 확산되면서 의 소비

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기능성,감성으로 변되는 시 인 것이다.

2.소비자 라이 스타일 변화와 트 드 반

이제 사회에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가치 과 라이 스타

일이 요한 요소가 되었다.라이 스타일이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 때문에 나타나

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 ·심리 차이

를 체 인 형태로 나타낸 말이다.16)

개인의 라이 스타일은 상품의 구매와 소비 행동을 통하여 특정사회나 특정집단의

라이 스타일을 반 하게 되는 것이다.라이 스타일의 분석은 그 사회의 행동패턴을

알 수 있고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유동 이다.17)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소비행동과 한 연 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라이 스타

일이 소비행동에 반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행동이 라이 스타일을 규정짓기도 한

다.18)소비자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데 향력 있는 요한

요소이다.

라이 스타일은 효과 인 시장 세분화, 즉 라이 스타일 세분화(Lifestyle

Segmentation)의 한 기 이 된다.라이 스타일 유형별 특징과 인구 통계학 특성을

결합하여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고서 세분화시장별로 내지는 틈새시장 별로 최 의

15)최 비(2009),『신소비자 라이 스타일 변화와 패션 멀티 에 한 사례 연구』 앙 학교 술

학원 석사학 논문 pp9

16)두산백과(2002)

17)강성주 박사의 경 ,경제학 배움터

18)문숙재,여윤경 공 (2005).『소비 트 드와 마 』신정.p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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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믹스를 개발함으로써 효과 마 을 실시 할 수 있다.19)

경제의 발 과 소득 수 의 향상,새로운 사회구조의 출 은 소비 형태의 많은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상품 심에서 서비스 심으로,보편화에서 개성화로,가치 의 다

양화 등으로 제품 차별화,시장 세분화,독특한 마 믹스가 부각되어 지고 있다.20)

인의 소비문화에서 제품이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제품의 본질 인 가치 뿐 아니

라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기능 가치,사용 가치,감성 가치를 고려하며 그

제품에 투 된 사회 가치를 부여한다.그 제품이 가져다주는 편리성과 사용가치 만

을 고려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가치 이미지를 반 해

감각 인 소비를 하고 있다. 를 들면 인들은 특히 독신자들은 먹거리 하나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추구한다.자신의 개성 가치 ,문화 감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

비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친환경 제품에 한 심이 높아 졌으며 소핵가

족화,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증가,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패턴

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한 소구성의 가족 인원수로 인해 량 구매형

태에서 기능 ,효율 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단량 제품의 구매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인구학 변화인 소자녀화,고령화,조기 독립,만혼,이혼 등으로 1인 가구

증가는 소핵가족이라는 가족 형태의 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측되며 이러한 소비자 라이 스타일에 맞춘 소단량 제품 매 시장은 계속

성장 할 것이다.

가.소핵가족화 상

소자녀화 상에 따라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 으로 증가하 으며 아동 소비

시장의 규모는 속히 어들었지만 시장의 다양화와 고 화를 진하게 되었다. 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여성의 지 는 주체 이고 독립된 치를 확보하게 되면서 가족의

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바로 바로 소비하는

19)채서일(1992)『체계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 스타일 연구』소비자학 연구 제3권 1호 pp.46-63

20)이은주(2008)『소단량 신선편이채소 패키지다자인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p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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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량 매 식품을 선호하게 되어 형 유통업체에도 소단량 식품의 매가 늘어나고

있다. 한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의 물결로 친환경 식품에 한 선호도도 갈수록 높

아지고 있다. 소량만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운반의 편리성,보 의 용

이성,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

다.

나.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2011년 기 국내 총 인구 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 이 11.3% 로 이미

200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2026년에는 그 비 이 20% 이상인 ‘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상되고 있습니다.일본이 고령 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데 약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27년 내로 고령 사회

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습니다.21)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실버산업의 발 을 불러 왔고 건강이나 장수 상품에 한 수요

도 증가 하 다. 한 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한 높은 심으로 평균 수

명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식생활과 건강 주의 식품들도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

하게 제품들이 출시되며 노인들에게 편리를 더하고 있다.미리 조리된 음식이나 자

인지등으로 데우기만 해서 먹는 간편 식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다.1인 가족

1995년에 1인 가구는 1995년에 약 164만 가구에서 2010년 약 414만 가구로 늘어났고 4

인 가구를 제치고 가구 유형 2 를 기록했다.조기 독립,만혼,이혼 등이 1인 가족의 증

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족 단 의 소비 시장이 독신자를 타겟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한 새로운 소비층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독신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소형 제품과 1인분 소형 포장 제품,1인 가구를 한 서비스가 소비시장에

나오고 있다.농산물에서도 간편성이 강조되어 신선한 소단량 제품의 채소와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편리함을 갖춘 간편 식품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의 채소 시장도 다양

한 기능을 갖추고 편리성을 더한 소단량 간편 채소류의 시장이 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1)조세연(2012).『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한국조세연구원



- 19 -

 3 

친환경 채  시  현황 및 단량 채  현황

1  친환경 채  시 현황

 1. 친환경 채  생산현황

2. 친환경 채  통현황

2  단량 채  현황

1. 단량 채  비동향

2. 단량 채  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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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률

엽채류 789,929 848,221 916,567 755,579 655,023(9.4) -3.7

과채류 2,806,333 3,102,641 3,302,352 3,682,203 3,538,572(51.0) 4.7

근채류 518,407 495,005 490,940 431,370 424,574(6.1) -3.9

조미채소 2,335,516 2,000,302 2,311,425 2,276,484 1,743,479(26.6) -4.6

양채류 60,322 111,159 194,253 187,362 162,645(2.3) 21.9

채소 228,021 212,056 385,375 336,298 294,285(4.2) 5.2

새싹 8,245 10,549 12,295 15,690(0.2) 23.9

계 6,738,528 6,777,628 7,629,461 7,681,591 6,934,268(100.90) 0.6

채소/엽채류 22.4 20.0 29.6 30.8 31.0

제3장 친환경 채소 시장 황 소단량 채소류 황

제1 친환경 채소류 시장 황

1.친환경 채소류의 생산 황

국내 채소 생산액은 1990년에는 3조 4천억 원에서 19995년에 6조 9천억 원으로 2000

년 이후 연평균 0.5% 증가하고 있다.채소류의 재배면 은 1990년에 30만 7천㏊에서

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가장 많은 38만 6천㏊까지 증가 하 다.이후

2005년 까지 연평균 5% 감소하여 2005년 재배면 은 29만 8천㏊이다.22)

(표 3-1)채소류 생산액의 변화23)

:백만원,%

2005년 채소류 생산액 비 은 과채류가 51.0%로 가장 높고 조미 채소 26.6%,엽채류

9.4%, 채류 4.2%,새싹 채소 0.2% 순이다.새싹 채소 생산액은 2002년 미미하 고

22)김연 외 2명(2006).『새싹 · 채소 생산 ·유통실태 육성 방안』한국농 경제연구원.pp.6.

23)농림부(2006)『90~2005생산액 실정』



- 21 -

생산이 본격 으로 시작된 2002년에는 80억 원에서 2004년에는 120억 원이며 2005년

160억 원으로 추정 된다. 채소 생산액은 2000년에 2천 3백억 원에서 2005년에는 2

천 9백억 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고 있다.24)

친환경 채소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생산품목으로는

새싹채소, 채소,과채류,모듬 채소류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근래

의 소비자들은 웰빙 식품으로 새싹· 채소 등에 심을 두고 있고 채소 부문에서 소

비 비 이 높아지고 있다.새싹 채소는 싹이 나고 3-4일 이내에 수확하는 것으로 완

히 성장한 채소 보다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채소는 조리 과정이

거의 없는 특성 상 잔류 농약 지수가 높지 않은 친환경 채소류가 각 받고 있다.소

비자들은 친환경 채소류를 선호하며 농가들은 수요 확 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리

고 있다.

새싹 채소의 재배 형태는 안 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으로 친환경 농법

으로 재배되고 있다.종자부터 안 한 것을 이용하여 싹을 띄우고 싹이 튼 지 며칠 내

로 수확하므로 완 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채소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

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안 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응하며 2000년에

는 친환경 재배가 5% 수 으로 낮았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3%의 수 이 되

었다.친환경 채소류의 생산 형태는 여러 농가가 모여 조합을 이루는 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 3조 2천억 원으로 년 비 17% 증가하

으며 이 채소류는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크고,과실류 1조 617억 원,곡류 9,069

원,특작/기타 3,678억 원,감자류 1,338억 원을 차지했다.

24)김연 외 2인(2006).『새싹 · 채소 생산 ·유통실태 육성 방안』한국농 경제연구원.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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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반 95.0 93.0 92.0 90.0 88.0 87.0

친환경 5.0 7.0 8.0 10.0 12.0 1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 채소의 재배방법별 비율25)

2.친환경 채소류의 유통 황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기 친환경 채소류의

유통 규모는 9,364억 원으로 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규모의 29%로 큰 비 을 차

지하 다.

(표 3-3)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6)

친환경 농산물의 향후 시장 유통 구조는 친환경농업 발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따라서 향후 2020년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규모 망치는 친환경 농산

물 시장(소매단계)이 지속 으로 성장하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차 으

25)김연 외 2인(2006).『새싹 · 채소 생산 ·유통실태 육성 방안』한국농 경제연구원.pp.13

26)김창길 외(2012).『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 망』 p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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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둔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 하 다.27)

한 친환경 채소류의 유통 황은 먼 일반 채소류와 다르게 도매시장의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나 ‘한살림’과 ‘생 ’등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제휴 계를 토 로 하는 유통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한 친환

경 채소류에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을 조직

해 생산자가 직 유통에 여하기도 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규모가 차 확 되면서 친환경 채소류는 친환경 농산물을

문으로 매하는 문 취 업체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문유통업체는 인터넷 쇼핑

몰,오 라인 매장, 형유통업체의 문 취 코 에서 유통되고 있다.백화 이나

형 할인유통업체의 매장 내에 친환경 농산물 취 문코 에서 유통되기도 한다.

환경 보존과 식품 안 성에 한 소비자의 심증 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생산량이 매년 30-40%씩 증가하는데 반해,소비자는 근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반농산물보다 훨씬 고가로 매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병목 상으로 소비

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수 불균형 상태가28)일반 인 유통 황이다.

친환경 채소류의 유통의 문제 은 지 의 친환경 채소류 거래 방식보다 차별화된 방

식으로 운 되어야 한다.도매시장의 경매가 이 지지 않아 일반 채소류의 유통 방식

과 달라 유통 규모가 성장하지 않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취 도매인의 육성과 함께 도

매 시장 내에 친환경 농산물 문 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일반 채소류와는 구분

이 없이 거래 되는 방식은 이제 친환경 채소류의 가치 평가를 하여 차별화를 유도하

고,도매인들의 친환경 채소류의 인식 상승으로 독립화된 거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

다.

친환경 채소류의 기존의 유통 구조나 거래 환경은 생산자가 안정 으로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가 힘들고 한 소비자는 유통과정의 이유로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한

다.친환경 채소류는 웰빙과 환경 보존에 한 사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날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유통 구조의 개선,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장려,국가의

극 인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27)ibid.pp.63

28)성진근(2008).『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농식품신유통연구원.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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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소단량 채소류의 황

1.소단량 채소류의 소비동향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다섯 가구 하나가 1인 가구라고 한다.2009년

12월 ‘한국의 사회동향 2009’자료에서 1인 가구가 1985년 6.9%,2008년 20.1%로 3배가

량 증가 한 것으로 조사 다.2010년은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망했다.

인들의 다양한 라이 스타일이나 그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는 소비 동향도 신속

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의 소비문화는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기능 가치,

사용 가치,감성 가치를 고려해 양 가치,질 가치와 안 성에 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이런 소비문화의 흐름은 친환경 채소류 시장에도 향을 주고 있다.

기존의 채소 구입 방식에서 즉석으로 섭취 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능 사용 가치

를 고려하여 소단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식품소비의 편리성,신속성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개성 식품 소비,특색 식품 소비가 두드러지며 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확 로 기존의 식습 의 변화로 외식 산업도 유력한 사업으로 자

리 매김하고 있다. 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신속히,안 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

는가?라는 제 하에 바쁜 인들의 라이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국내 형마트에 가보면 채소류는 포장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거의 부분

의 음식이 비되어 있다.과채류의 양가치 기능 가치를 시하면서도 간편하

고 합리 인 소비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처리 과정을 거쳐 소량으

로 포장하거나,세척,살균하여 포장해서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거나,조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공 처리와 신선함을 최 한 유지시켜 유통되는 신선편이식품29)의

29)신선편이식품:생산 당시의 신선도를 최 한 유지한 상태로 장,유통하여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

게 달하기 해 가공처리를 최소화,품질은 최 화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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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증가하고 있다.2010년 국내 신선편이식품의 시장은 매년 증가해 재 채소

총 생산량의 5% 수 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 과 형할인마트 등에서 샐러드용 혼합 채소,세척 양 ,세척 당근,

세척 고구마,삶은 채소의 형태로 소단량 포장되어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신선편이식품

한 채소류 매 에서는 낱개 포장한 채소를 쉽게 볼 수 있다.낱개 포장이 보편

화된 애호박부터 무, 리카와 샐러드용 양배추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다양하다.벌

크 형태30)로만 매되던 배추까지도 개별 포장된 상품으로 매되기 시작했다.포장재

도 포장용 랩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포장용 필름을 이용하는 등 제품 포장의 고

화를 꾀하고 있다.이처럼 채소류의 개별 포장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

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한 욕구 충족의 근거도 되지만 형 마트에서는 매장 리가

용이하고 매 손실을 일 수 있다.벌크 형태로 매 할 경우 리거나 상처가

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지만 개별 포장해서 매할 경우 그럴 가능성

이 어든다. 한 농산물의 소단량 개별 포장은 매장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진열에 걸리는 시간을 1/3로 단축하는 등 인건비를 이는 효과가 있어

형마트의 소단량 포장 추세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처리 과정을 거친 소단량 채소류는 미생물,잔류농약 등의 안 성 문제가 제

기 되고 있고 단지 식품의 세척,박피, 단,등의 처리 과정만을 요시 할 것이 아니라

원료의 생산부터 수확,가공,유통의 과정을 생 으로 리해야 한다. 한 소비자의

용도에 합한 크기와 포장을 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건강과 안 성을 무기

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꾸 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단량 채소류에도 이러한 특성을

보완해 주어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의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0)포장 없이 제품 그 로 진열하여 매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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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량 채소류의 포장 단

엽채류

100g-200g

과채류

200g-600g

버섯류

300g-500g

근채류

500g-1kg

새싹채소

30g-200g

2.소단량 채소류의 포장 황

농산물 채소류의 선택에서 간편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포장지만 개 하면 바

로 먹을 수 있거나 요리 할 수 있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소매 시장의 규모

가 커지면서 품목과 포장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형마트의 채소류 매 코 를 살

펴보면 소비주기가 짧은 채소는 한 가족이 하루에 소비 할 분량으로 포장되어 매된

다.이는 많은 양을 사서 먹지 못하고 버리기 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소비할 만큼 구매

하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생산자들 한 수취값이 높은 소단량 포장 매를

선호하며 채소류의 소단량 포장 매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채소류의 품목도

새싹채소,카 용 채소, 개용 혼합 채소,샐러드용 채소,비빔밥용 채소 등 혼합 채소

류의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소단량 채소류의 매 진을 꾀하고 있다.

가.거래 단 별 포장

재 형 마트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단량 채소류의 매 단 별 포장을 살펴보면

엽채류는 100g-200g,근채류는 500g-1.5kg,과채류는 1-2입이나 200g-600g,버섯류는

300g-500g,새싹채소는 30g-200g등으로 나뉘어진다.

(표 3-4)소단량 채소류 매 단 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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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종류 제품 특징

종이박스

1kg이상의 근채류

를 포장에 사용.박스의 윗면은

투명한 필름으로 포장.

라스틱 용기

새싹 채소나 버섯류를 포장에

사용.용기를 비닐 백으로

재포장.

나.소단량 채소류의 포장의 종류

소단량 채소류의 포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라스틱 용기 포장,종이 박스 포장,필름

백 비닐 포장,랩핑 포장,그물망 포장,진공 포장,스티로폼 포장,등이 있다.

버섯류와 새싹 채소 같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품목은 라스틱 용기에 담아 비닐로

랩핑을 하거나 비닐 백에 재포장 되어 구성되고,고구마 당근,감자 같은 비교 단단

한 근채류와 과채류는 비닐 백에 담겨 매된다.근채류 품목은 1kg가 넘는 량은 종

이 박스로 포장되기도 한다.

한 가볍고 상 으로 부피가 있는 엽채류는 랩핑이나.비닐 백으로 포장되고 낱

개로 매되는 호박같은 과채류는 스티로폼 그물망으로 포장되며 배추,양 ,마늘과

같은 품목은 나일론 그물망으로 포장되고 있다 .

(표 3-5)소단량 채소류의 포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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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백

과채류나 근채류,엽채류,

채류의

포장에 사용.

스티로폼

그물망

낱개로 매되는 과채류,

양채류에 사용.

나일론 그물망 양 ,마늘,배추의 포장에 사용.

나.소단량 채소류 포장의 특징

소단량 채소류 포장의 특징은 제일 먼 내용물을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 유통구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은 거의 취 되지 않으며 제품이 생

산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가는 동안 내용물을 보호해야 한다.이러한 포장의 역할을 수

행하기 해서 소단량 채소류 포장은 채소류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재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손되지 않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소단량 채소류 포장은 포장 자체가 물건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소비자와 화 할 수 있는 달 요소이며 제품의 속성에 맞게 포장되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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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 를 끌어야 하며 제품의 랜드 로고나 패키지디자인의 색상 등은 제품의 속

성에 맞게 선택되고 포장의 형태도 제품이 돋보일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소단량 채소류 포장은 제품이 사용하기 수월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운반이 간편하고

장이 용이해야 한다.운반에 용이하도록 종이 박스 에 구멍을 뚫거나 손잡이를 부

착하기도 한다.신선편이채소,즉석조리채소는 장성을 고려해 진공상태로 포장하기도

한다. 한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 재보 이 가능하도록 지퍼 백이나 테이핑 처리를

하기도 한다.

소단량 채소류 포장의 다른 요한 특징 하나는 단 묶음 포장을 할 때 소단량

채소류 포장은 운반과 재가 용이하도록 개별 포장 되어야 한다.소단량 포장을 다시

단 묶음 포장을 할 때 부피가 작아야 하고 포장이 일 으로 이루어지도록 되도

록이면 개별 포장은 단순하며 재료가 게 드는 포장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소단량 채소류 포장의 종류에서 공통 으로 에 띄는 은 소단량 채소류 포장은

포장재 안의 제품이 잘 보이도록 포장 했다는 것이다.투명한 비닐 백,종이 박스 윗면

의 투명한 필름 덮개,투명한 라스틱 용기는 제품 원물의 상태를 잘 살펴 볼 수 있

게 한다.이는 채소류의 가장 큰 구매 요인인 신선도를 확인하기 해서이며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직 확인하여 구매하기 한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하여 자원의 약,에 지의 약을 바탕으로 포장재의

감량,재활용,재자원화를 고려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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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환경 채  브랜드 현황과 단량 키지  

1  친환경 채  브랜드 현황

1. 협 하나 클럽 - 아침마루

2. 마트 - 친환경 연주

3. 백화  - 가홀 드

2  친환경 채  단량 키지  

1. 브랜드 고

2. 색채 

3. 러스트

4. 아웃

5. 포 재질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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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친환경 채소류 랜드 황과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분석

패키지란 ‘물건을 보호·보존하는 한편,아름다운 그래픽디자인을 통해 내용물의 의미

를 효과 으로 달하고,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들여 매에 도움이 되도록 치장하는

것’이다.즉 패키지디자인은 ‘기업 경 활동의 하나로 제품을 담는 용기 는 구조나

패키지의 시각 디자인을 비롯하여 이를 한 주변의 분야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략이며 기술 인 활동’이다.31) 의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의 보호,운송,등의 기능만

을 지녔지만 오늘날 산업의 발 으로 인한 량 생산,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의 매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패키지디자인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을 끌고 제품이 기업의 의도한 로 소비자

에게 달되어 매 이후에도 소비자와 정 인 커뮤니 이션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와 제품 간의 정 인 커뮤니 이션은 매 이후에 제품의 질과 서비스의 향

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구매시 에서 즉각 으로 소비자의 심과 구매결정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랜드 이미지에 있어 패키지디자인은 랜드를 고지 할 뿐 아니라 제품의 속

성과 특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자아개념과 연결시켜 으로써 소비자의 마

음속에 경쟁 랜드보다 호의 이고,강력하며,독특한 연상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32)

마크고베는 “패키지는 디자인의 기본 인 기능은 제품의 정보와 랜드의 감성 인

특성에 한 감각을 제공하고,공장에서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33)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을 안 하게 보 하며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편리하게 하며

랜드의 감성 인 특성을 감각 으로 소비자에게 달하는 것이다.

의 패키지디자인은 마 의 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 스

31)최동신(2006)『패키지디자인』 안그라픽스 pp11-12

32)홍경희(2008),『 리미엄 랜드의 패키지디자인 차별화 방안에 한 연구』 랜드디자인학회 통

권 제 10호 pp.79

33)농수산물유통공사(2009)『식품부 용기디자인 산업 황조사』농림수산식품부.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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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며 소구력을 가진 효율 인 랜드의 략으로 인식

되고 있다.패키지디자인은 기업이 추구하는 자기주장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족도를

조화시키기 해서 디자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분 기로 표 할 것인가 등 모

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여 ‘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34)

산업의 발 과 량 생산,그로 인한 자연 환경의 괴로 소비자들은 안 한 먹거리

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 식품시장은 가히 ‘친환경 마 ’의 성기다.

특히 농약과 불안 한 화학 물질의 빈도가 높은 채소류의 친환경 제품은 소비

자들에게 제품 선택 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뢰성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은 어느

제품보다 포장된 내용물의 성격이나 속성을 잘 나타내야 한다.투명한 비닐이나 라

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직 으로 드러내 다는 에서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 식품

의 이미지를 달한다.

-신선함

채소류 제품의 특성인 신선함을 돋보이게 해야 한다.투명한 외 처리로 내용물을

잘 드러나게 하고 신선함을 시각 요인으로 잘 표 하여야 한다.

-소단 패키지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에 합하고 제품의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소단 로 패키지

가 구성되어야 하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특성과 유통과정의 운반이나 보 에 따

34)장 숙(2005)『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에 따른 마 효과에 한 연구 :치약 패키지 디자인을

심으로』홍익 학교 산업미술 학원 석사학 논문.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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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장 규격,포장 방법,포장 재질,제품의 매단 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채소류의 구매 장소는 형유통업체,슈퍼마켓,친환경농산물

문 매장,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구입 방식은 인증 단계를 거친 후 선

택하거나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 코 에서 구입한다.

농산물의 경우 형유통업체의 거래 비 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랜드의 주도

권은 생산자에서 유통업체로 이동하고 있다.그 결과로 유통업체 제품은 지속 인 매

출 성장과 신뢰성이 높은 랜드 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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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랜드 패키지

이마트

홈 러스

제1 친환경 채소류 랜드 황

친환경 농산물 구입 장소는 형할인 이 45.8%,농 계통(하나로클럽,하나로 마

트)21.8%,친환경 농산물 문 매장 10.8% 직거래 단체 6.7%,백화 5.6%등의 순이

었다.35)소비자는 유통업체에 한 신뢰를 시하고 형 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 랜드의 요도는 채소류 선택 시 가장 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소비자에게 노출 빈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주 구입 장소인 국내 형

유통업체 shopinshop형태로 운 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랜드 농 하나

로 클럽의 ‘아침마루’,이마트의 ‘친환경 자연주의’,롯데백화 의 ‘올가홀푸드’3곳을 선

정하여 소단량 채소류를 심으로 랜드 황과 패키지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

하 다.

먼 친환경 채소류의 업체와 랜드를 황을 형유통업체,친환경 문 매장의

구분으로 나 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형유통업체의 친환경 채소류 랜드 황

35)김창길 외 2인(2008).『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 략』 한국농 경제연구원 p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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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농 하나로클럽

롯데백화

업체 랜드 패키지

록마을

한살림

icoop생

(표 4-2)친환경 농산물 문 업체 랜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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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공동체

지농부

1.농 하나로클럽 ‘아침마루’

농 의 친환경 농산물 규모는 2008년에 9,241억 원,2009년에는 9,603억 원으로 속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에 농 은 2005년 친환경 농산물 랜드인 ‘아침마루’를 개발

하 고 2006년에는 하나로클럽 내에 친환경 농산물 문 매장 ‘아침마루’를 탄생시켰

다.

한 농 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사) 국친환경농업 의회를 출범

하 고 출하량을 규모화 하여 친환경 농산물 랜드 ‘아침마루’를 심으로 다양한 소

비 진 활동을 하고 있다.

국 108개 지역 농 의 친환경 농산물만을 상으로 하여 품질 리 원회를 운 하

여 공인인증기 이 인증한 유기 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농약 농산물만을 상으로

하여 자체 품질 리 원회를 운 하여 엄격한 품질 리로 특 등 이상의 제품만을 공

하고 있다.

‘아침마루’는 순수 국산 제품만을 고집함으로 일반 유통업체의 수입 원료로 만든 친

환경 제품을 취 하는 친환경 랜드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아침마루’는 맑고 란 아침하늘처럼 깨끗하고 싱싱한 우리 먹거리를 의미하는 농

의 친환경 농산물 랜드이다.자연 그 로,있는 그 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민

국의 식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념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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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아침마루’ 랜드 황

랜드 로고에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을 용 색상으로 사용하 고 용색상을 홈페이

지의 디자인에 용하 으며 매장은 하나로 클럽 내에 친환경 농산물 문 매장의 차

별화되는 분 기로 구성 했다.패키지는 친환경 농산물의 고 화를 꾀하기 해 용

색상 외에 색을 사용하 고 용색상의 녹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서 랜드 로고와 일

성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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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마트 ‘친환경 자연주의’

이마트의 ‘자연주의’ 랜드는 자체 pb상품36) 고품질의 제품을 렴한 가격과 고

랜드의 지향을 목표로 개발한 생활 토탈 랜드이다.그 친환경,유기 농산물

과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농 식품 매장 ‘친환경 자연주의’는 이마트

의 자체 유기농 식품 문 랜드이다.

취 품목은 채소류,과일류,신선편이식품,친환경 원료로 만든 친환경 가공식품 등

이 있다.오로지 친환경 제품만을 취 한다.이마트는 제품의 30-35%가 친환경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 채소류의 국제 인증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취 농산물 상으로

잔류 농약검사,재배 기간 동안 생산 농가를 직 리하고 있다.

이마트와 직 계약한 농장과 유기농 제품만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공수해 지속 인

매출 상승 효과로 매장의 수를 늘리고 차 으로 친환경 제품 비 을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매장의 표 화 작업,상품개발 등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유율을 확 시키기 해 노력이 한창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 유통 진을 하여 로컬푸드 농산물 마 을 활성화하고

MOU를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친환경 농산물을 일 입 , 매 계약을 맺고 있

다.

‘친환경 자연주의’는 내 럴과 베이직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자연과 인간을 존

하는 마음으로 탄생한 친환경 농산물 랜드이다.

‘자연의 신선함을 시작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랜드의 메인 타깃은 30 주부이지

만 친환경 트 드의 확 로 서서히 유통 에이지를 넓 가고 있다.

36)PB상품:백화 ·슈퍼마켓 등 형소매상이 독자 으로 개발한 랜드 상품.(출처)두산백과



- 39 -

(표 4-4)‘친환경 자연주의’ 랜드 황

‘친환경 자연주의’매장은 자연 친화 인 느낌을 살리기 해 녹색 기둥,원목 바닥

으로 내 럴한 분 기로 구성하 다.‘친환경 채소류’의 코 를 따로 마련함으로 매장

분 기 속에 자연의 신선함을 느끼게 하 고 패키지는 자연의 풍요로운 들 을 일러스

트 이션으로 표 하고, 랜드 로고와 제품 라벨의 조화로 차별화된 ‘친환경 자연주

의’의 제품임을 강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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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롯데백화 ‘올가홀푸드’

1981년 압구정동에 ‘풀무원 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 장’을 계기로 탄생한 ‘올가홀푸

드’는 풀무원의 모태기업이었다. 재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에서 운 하는 친환경식품

문매장의 형태로 발 하고 있다.

1997년 회사설립 이래 직 10곳,백화 과 병원 내에 SIS(shopinshop)형태의

매장 35곳 등 최소한의 매장을 운 하고 있는 이유도 식품안 성을 담보하기 함이

다.37) 국내에선 롯데백화 과 계약을 맺고 롯데백화 식품 매장 내 SIS(shop in

shop)형태로 운 되고 있다.

식품에 한 오랜 노하우가 축 된 풀무원 기술연구소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이력이

투명한 친환경인증을 거친 채소만 취 한다.15년 이상 친환경 농법을 고수한 생산자

들을 ‘올가 마이스터’로 선정하고 그 농산물을 취 함으로서 제품의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매장 내에 식생활 개선 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의 식습 을 상담해 주

며 잘못된 식습 의 개선 과 만성 질환을 상담하여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추

천하는 특별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남제안’올가홀푸드 표는 “국내 유기농 마켓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자연농법으

로 재배해 본연의 양을 그 로 간직한 건강한 완 식품을 공 해 소비자들의 바른

식생활에 이바지 하겠다”38)고 밝혔다.

‘올가홀푸드(ORGA WHOLEFOOD)'는 식품의 가장 순수하고 온 한 상태를 의미

하는 유기농(organic)과 완 식품(wholefood)를 결합한 이름으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식품만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하고자 의지를 담고 있다.

랜드 슬로건은 ‘ILoveorganic!'으로 맛과 양,안 까지 생각하는 안 한 먹거리

로 바른 식생활을 제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7)이기노(2011.11.3).『친환경유기농 문 성공비결 살펴보기』 한국농어민신문

3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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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올가홀푸드’ 랜드 황

매장의 분 기는 이면서 내 럴함을 컨셉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생활 문화공간

을 보여주고 있다.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하는 올가의 홈페이지는 정성들인 핸드

메이드 느낌을 컨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랜드라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패키지

는 품목별로 색을 차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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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분석

소비자에게 노출 빈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주 구입 장소인 국내 형 유통업체

shopinshop형태로 운 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랜드 농 하나로 클럽의

‘아침마루’,이마트의 ‘친환경 자연주의’,롯데백화 의 ‘올가홀푸드’3곳을 선정하여 소

단량 채소류를 심으로 패키지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

분석요소는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인 랜드의 로고,색상,일러스트 이션(사

진), 이아웃,포장의 재질 형태로 분류해 보았다. 랜드 로고타입에서는 가독성

과 감성 느낌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고 색상은 부드러움과 자연친화스러움을 기

으로,일러스트 이션(사진)에서는 자연친화 인 부분과 따뜻함을 이아웃에서는 단순

함과 정 인 부분으로 포장의 형태 재질에서는 소재와 형태로 나 어 분석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포지셔닝 맵(positioningmap)의 이미지를 통한 방법을 이용하 다.

포지셔닝 맵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이상 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상태와 치를

비교하여 작성한 지도로 고객 지각에 의해 도표화된 것을 말한다.이러한 략으로 소

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분석 할 수 있으며 자사 제품에 한 개선 방향과 경쟁제품

에 한 효율 인 마 을 수립하는데 이상 을 찾을 수 있다.39)

1. 랜드 로고

랜드의 로고는 랜드를 상징하는 표 인 시각 요소로서 그 랜드의 identity

를 규정한다. 한 랜드 네임과 함께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 이고 장기 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진다.

상품에 상표(brand)를 붙임으로서 그것을 제조하고 있는( 는 매하고 있는)기업

은 상품의 품질이나 내용을 보증함과 동시에 상품의 책임에 한 소재를 명백히 밝힌

39)천하나(2010).『 통식품 젓갈 패키지디자인의 차별화 방안 연구』 조선 학교 디자인 학원 석

사학 논문.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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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로고타입 특징 비고

아침마루

타원은 깨끗한 자연의 세상을

담았으며 안 과 신선함,맛을

강조하고 색 리본을 시각화

하여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고

화를 표 하 다.

하나로 클럽

친환경

자연주의

자연 친화 인 디자인으로 모티

인 잎사귀는 자연 그 로의 이

미지를 상징하며 용색상에 블

랙을 사용함으로 시각 주목성

을 높 다.최상의 원료와 문

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고품격

랜드임을 강조했다.

이마트

올가홀푸드

올가(ORGA)는 유기농이라는 뜻으로

‘ORGANIC'앞 네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며홀푸드(wholefood)는’완

식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메

인 컬러는 orgadarkbrown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지의 색을 표

하며 보조 컬러인 녹색은 자연을

상징한다.

롯데백화

다.정보화가 고도로 진보된 의 시장에 있어서 랜드는 기업이나 상품을 경쟁자

로부터 명확하게 구별시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소비자의 구매의식이나 구매시

에서의 선택 행동에 향을 다.40)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 랜드 로고의 분석에서는 각 업체의

랜드 로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가독성과 감성 달성을 기 으로 비교해 보았다.

(표 4-6)친환경 채소류 랜드 로고 특성

40)장 렬(2004)『포장디자인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앙 학교 산업경

학원 석사학 논문 pp13.재인용 김인재(2011).『패키지디자인의 표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

도에 한 연구』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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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친환경 채소류 랜드 로고 포지셔닝 분석

친환경 채소류 랜드 로고 포지셔닝 맵에서는 가독성은 모두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아침마루’의 가독성이 조 낮게 나타났다. ‘올가홀푸드’는 서체로만

이루어진 랜드 로고는 명확성을 높 으며 ‘친환경자연주의’나 ‘아침마루’는 잎이나 햇

살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러스트 이션의 사용함으로 시각 이고 감성 특성을 표 하

다.



- 45 -

2.색채

인간은 인지반응이론에서 색채의 시각 자극은 형태 인식보다 속도성이 앞서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패키지디자인에서 색상은 비언어 ·비형태 요소로서 타사와의 차

별화와 상품 이미지를 표 하는데 매우 요한 시각요소의 하나이다.효과 인 시각

달은 물론 홍보나 고에도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다.41)

심리 구매습 과 련하여 색채는 구매행 의 발 충동으로서 마 에서 요

시되고 있다.스노우(A.J.Snow)에 의하면 ‘색채는 충동 인 형이나 습 인 형의

구매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경 심리학에서는 상품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상품 색채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소비자의 일부는 충동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

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빅스(ErnestBiggs)는 ‘색채의 발 충

동은 흑백보다 훨씬 크고 큰 만큼 그 충동의 인상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다’라

고 강조하 다42)패키지디자인에서의 컬러는 처음 소비자의 시선을 집 시키며 제품의

정보까지 심을 갖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 컬러를 통해 소비자의 심리를 읽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해 주어 최종 으로 매에 이르게 한다.상품의 품질

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은 패키지의 컬러에 의해 매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진열된 많은 상품 에서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해서는 매장상황이나 주 여건

을 고려해 주목성이 높은 컬러가 선택되어야 한다.

*심미성이 높은 컬러의 조합으로 소비자들의 시각 흥미를 자극해 매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충동구매를 유도 할 수 있게 감정에 호소하는 컬러를 사용하여 매를 증진시켜

상품의 회 을 빨리 할 수 있다.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색채 분석에서는 각 랜드 제품에 쓰인 색채

를 비교하고 제품의 속성을 고려하여 부드러움과 자연친화스러움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다.

41)최동신 외(2006)『패키지 디자인』 안그라픽스.pp.100.재인용 김인재(2011).『패키지디자인의

표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 한 연구』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p.34.

42)김병욱(2004)『 랜드이미지 강화를 한 패키지디자인에 한 연구』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통

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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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루

반 으로 채소의 신선함과 친환경 채소류의 특성을 상징하기 해 자연

과 가까운 녹색을 주로 사용하 다.색과 내용물의 조화를 이루었고 품목

구분을 하여 품목별로 색의 차별화를 두어 제품 선택과 매장에서의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했다.

친환경

자연주의

이마트의 일반 pb제품과 차별화 된 ‘친환경’을 표하는 색(녹색)을 사용하

고 엠블럼과 제품명,일러스트 이션에도 동일 색상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을 표 했다. 리미엄 상품에는 색을 사용하여 고 화를 꾀하 다.

올가홀푸드

원 이고 자연 인 이미지가 결부된 아이보리 색을 사용하 고 신선함을

강조하게 해 연두색을 주로 사용하 다.타 랜드와 달리 채소류 패키지

의 디자인은 제하고 인증 스티커로 제품의 정보를 신했다.

(표 4-7)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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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친환경 채소류 색채 포지셔닝 분석

친환경 채소류 색채 포지셔닝 맵에서는 부드러움과 자연친화스러움 모두 비교 높

은 것으로 보 지만 ‘친환경 자연주의’패키지의 색채표 에서는 리미엄 제품과 제품

의 구분을 하여 색이나 차가운 색을 사용하기도 하 다.세 랜드 모두 자연스러

우며 부드러운 색인 녹색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 다.‘올가홀푸드’의 패키지는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패키지디자인의 디자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어 색채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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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루

‘아침마루’의 친환경 채소류를 부각시키기 해 자연의 상징인 잎사귀를 모티

로 용색상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잎사귀 패턴이나 제품을 손그림 느낌으로 표

하여 정감 어리고 자연스러운 분 기를 만들어 냈다. 한 좋은 품질의 제품

사진을 이용하여 고품질임을 강조하 다.

3.일러스트 이션

일러스트 이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목 을 구체 으로 커뮤니 이션하기

해 설명 으로 시각화되는 목표 지향 그림이다.넓은 의미로는 회화와 사진을 비롯

하여 도표,도형,등 문자 이외에 시각화된 것을 가리키는데 좁은 의미로는 핸드드로잉

(handdrawing)에 의한 그림만을 뜻 한다.43)

일러스트 이션은 패키지에서 시각화 되어지는 어떤 문안보다 소비자의 심을 끌며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일러스트 이션은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기억되기 쉽게 문안이나 설명서 등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요소 일러스트 이션은 친환경 농산물의 특

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일러스트

이션 분석에서는 각 랜드 제품에 쓰인 일러스트 이션(사진)를 살펴보며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하여 따뜻함과 자연친화스러움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4-8)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일러스트 이션

43)서민선(2009),『패키지 디자인과 고 조건화 상에 한 연구』홍익 학교 산업미술 학원

석사학 논문,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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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연주의

‘친환경 자연주의’의 제품의 속성을 원 인 이미지로 표 하 고 랜드 로고

와 함께 엠블럼으로 구성해 주목성을 높 다.제품 사진을 넣어 신뢰성을 높

으며 랜드 로고의 잎사귀 모양을 패턴화하여 표 하 다.

올가홀푸드

친환경 농산물은 부분 정성스럽게 생산되므로 원 이고 서정 인 모습을 담

아 손그림으로 내용물을 표 하여 자연 인 느낌의 이미지를 달하 다.하지

만 반 으로 디자인 요소룰 찾기 힘들었기에 일러스트 이션 요소를 분석하

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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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친환경 채소류 일러스트 이션 포지셔닝 분석

일러스트 이션 포지셔닝 맵 분석은 세 랜드 모두 자연 이며 자연 친화 표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가홀푸드’는 손그림 느낌으로 주로 표 하 으며 ‘친환경 이

마트’와 ‘올가홀푸드’는 원 이며 자연 친화 인 느낌을 강조하 다.‘아침마루’는 새

싹 일러스트도 자연 친화 인 느낌이었으며 직 인 제품의 사진을 사용함으로 제품

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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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침

마

루

4. 이아웃

패키지디자인에서 이아웃이란 식탁에서의 세련된 과도 같다.세련되고 정제된

손놀림에 의한,그러면서도 매우 유연하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작업이다.계획과 비에 의한 랜드디자인과 색상의 설정,일러스트,사진,캐릭터,

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이 의 상상력에 우선 순 가 있을 수 없지만, 이아웃은 최

의 아이디어 스 치에 의한 근들로서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한 고도의 집 과 시

간이 요구된다.44) 이아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제품이 매장에 디스 이 되었을

때 수많은 제품들 에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소비자의 심을 끌어 낼 때이다.보다

정확한 시장의 상황 악,차별화된 공간 배치의 포인트를 인식해 제품의 특성을

히 반 한다면 패키지디자인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이아웃 분석에서는 각 랜드 제품에 구성

된 이아웃을 알아보고 제품의 속성을 고려하여 간결함과 정 임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4-9)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이아웃

44)김인재(2011)『패키지디자인의 표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 한 연구』홍익 학교 산업미술

학원.석사학 논문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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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루’패키지의 이아웃을 분석해 보면 부분의 이아웃을 제품 앙

에 제품 이름과 정보를 넣었으며 상단과 하단에 잎 모양의 일러스트나 색이

있는 띠를 표 해 랜드의 특성을 강조 했다. 한 랩핑한 제품은 앙에 스

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의 한 정보를 입력했다.

친

환

경

자

연

주

의 체 인 이아웃의 특징은 제품 앙에 이름과 일러스트 이션을 배치해 주

목성을 높 으며 아침마루와 같이 랩핑한 제품은 제품 앙에 스티커를 부착

했다. 한 제품 앙에 치한 일러스트 이션의 형태를 통일하고 아래의

띠의 형태도 통일해 제품에 한 차별화를 이루었다.

올

가

홀

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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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채소류 패키지는 많은 제품을 바로 랩핑 하거나 디자인이 들어가

지 않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되어 있다.마찬가지로 제품의 앙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의 속성을 나타냈으며 디자인되어 나온 제품들은 아래 띠를

이아웃 하 고 앙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림 4-4)친환경 채소류 이아웃 포지셔닝 분석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요소 이아웃의 에 띄는 공통 은 모두

정 인 이아웃이다.그리고 심 한 이아웃과 디테일한 이아웃의 분포도가 비슷

했는데 부분 ‘올가홀푸드’의 제품들이 심 한 이아웃이며 아침마루나 친환경 자연

주의 제품들이 디테일한 이아웃이 많았다.그리고 제품의 앙에 랜드 로고와 정

보를 배치하는 이아웃의 형식이 많았다.‘올가홀푸드’는 패키지 에 부착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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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표시문자

PolyethyleneTerephthalate폴리에스테르 PET

Polyethylene폴리에틸 PE

Polyvinylchoride폴리염화비닐 PVC

Polypropylene폴리 로필 PP

Polystyrene폴리스틸 PS

High-DensityPolyethylene고 도 폴리에틸 HDPE

Low-DensityPolyethylene 도 폴리에틸 LDPE

기타제품 OTHER

정보만으로는 이아웃을 분석하기 어려웠고 포장내의 제품이 잘 보이지 않게 이아

웃 된 제품은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5.포장재질 형태

포장은 제품을 ,보호하는 기본 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제품의 속성에 합한 포장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포장은 제일 먼 제품을

보호해야 하며 유통 과정 보 ,운반이 용이해야 하며 매장에서 디스 이 되었을

때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차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사회에서의 랜드의 제

품이 생존하기 해 소비자의 에 띄는 방법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즉, 소비사회에서 형태와 재질은 구매를 해서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45)소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종이, 라스틱,유리, 속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을 잘 악하여 선택해야 한다.

채소류 포장재들을 분석해 보니 체 으로 라스틱 수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스틱 수지의 장 은 가볍고,인쇄가 자유롭고 투명한 가공이 가능하고,다양한 형태의 양산

이 가능하고 가격이 렴하다는 것이다.투명한 가공은 채소류의 포장재로 선호 받고 있다.

(표 4-10) 라스틱 수지 포장재 종류 표시문자46)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표면의 강도가 떨어져 히거나 더러움을 잘 타고 치수의

정 도를 맞추기 어렵다. 한 포장재 내에 습기가 찰 수 있으며 온도에 민감하다.

45)리상리(2011),『 리미엄 패키지디자인의 형태에 한 고찰 :소 패키지디자인을 심으로』 한

양 학교,산업경 디자인 학원 석사학 논문 pp.36

46)남애림(2007).『 형할인 PB제품의 환경 친화 패키지디자인 연구』 강남 학교 학원 석사

학 논문,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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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채소류의 품목 포장 단

종이 과채류,근채류, 량 1kg이상

풀리 로필 (PP)
과채류,엽채류,

근채류, 채류

엽채류,채류:100g-200g

과채류:200g-600g

근채류:500g-1kg

폴리에스테르(PET) 엽채류(새싹채소),버섯류
새싹채소:30g-200g

버섯류:300g-500g

리스틸 망

(스티로폼,PS망)
과채류 과채류:300g-500g

폴리에틸 망(PE망)
근채류(양 ),

엽채류(폭배추)

근채류:3kg-10kg

엽채류:1kg-3kg

(표 4-11)포장재의 종류에 따른 품목과 포장 단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의 형태는 카톤(CARTON)47)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채

소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에 따라 매우 유기 인 우치(POUCH)형태가 많았다.

폴리에스테르(PET)48)나 폴리스틸 (PS)49)소재로 카톤(CARTON)형태의 구조를 구성

해 그 에 제품을 놓아 랩핑을 하거나 폴리 로필 (PP)50)의 소재로 구성된 투명한 비닐

을 우치 형태로 제품을 포장해 입구를 테이핑 처리를 하거나 철끈으로 묶는 유기 인

형태가 부분이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민감한 새싹채소나 버섯류와 같은 제품은 폴리에스테르(PET)소재

로 카톤 용기를 만들어 안에 제품을 담고 투명 우치나 랩을 이용하여 재포장을 하는 형

태도 있다.카톤 형태로 된 용기는 방울토마토와 같은 크기가 작은 과채류,즉석으로 조리

할 수 있게 손질하여 포장된 신선편이채소류에도 사용되고 있다.

세 랜드 모두 동일한 소재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포장의 형태도 품목에 따라

거의 동일했다.포장의 재질에 있어서도 투명도가 좋은 라스틱 수지 폴리 로필

47)골 지로 만들어진 포장용 상자

48)폴리에스테르(PolyethyleneTerephthalate)다가(多價)카복실산과 다가 알코올의 축합 합으로

얻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기계 강도가 강한 포장재.

49)폴리스틸 (polystyrene)스타이 을 합하여 만드는 무색 투명한 합성수지.투명성,내수성이 높음

50)폴리 로필 (Polypropylene) 로필 의 합체로 가장 가벼운 라스틱.포장용 투명필름 가공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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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재질이나 폴리에스테르(PET)로 이루어져 있어 제품의 상태를 잘 악 할 수 있었고

제품 자체가 패키지디자인의 한 부분이 되어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분의 채소는

우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제품에 따라 다양한 포장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채소류의 포장 형태는 제품의 운반과 구입 후 장이 편리하게 구성 되었으며 제품의 낱

개 포장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4-5)친환경 채소류 포장형태 재질 포지셔닝 분석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요소 포장의 형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

기 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차별화된 형태로는 카톤 형태가 많았다.제품을 보호하며

안 하게 운반하기 해서 카톤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 다.포장의 재질은 부

분이 폴리 로필 (PP),폴리에스테르(PET),폴리스틸 망,폴리에틸 망을 사용하고

있었고 무거운 채소류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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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4 33.9%

여 125 66.1%

연령

20 44 23.3%

30 45 23.8%

40 42 22.1%

50 42 22.1%

60 이상 16 8.7%

직업

업주부 33 17.4%

문직 28 14.9%

자 업 28 14.9%

직장인 89 47%

제5장 소비자 분석

제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한 조사로서 친환경 채소류

의 소비자 인식도와 구매습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선호

도와 구매 황을 알아보고 객 인 데이터로 조사하 다.

1.조사 상

· 주 역시에 거주하는 20-60 의 남녀를 상.

(표 5-1)조사 상의 인구 통계 분류를 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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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원생 8 4.3%

기타 3 1.5%

가족형태

핵가족(배우자

와2자녀이하)
113 59.7%

2-3인가족 38 20.3%

1인 가구 29 15.3%

가족 9 4.7%

조사 상의 기 통계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응답자 189명 남자가 64명으로 33.9%,여자가 125명으로 66.1%

로 나타났다.연령 를 살펴보면 20 가 44명으로 23.3%,30 가 45명으로 23.8%,40

가 42명으로 22.1%,50 가 42명으로 22.1%,60 이상이 16명으로 8.7%로 나타났

다.직업으로는 업주부가 33명으로 17.4%, 문직이 28명으로 14.9%,자 업이 28명

으로 14.9%,직장인이 89명으로 47%,학생이 8명으로 4.3% 기타가 3명으로 1.5%로 나

타났다.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량 많았고 연령 는 20-50 까지 골고루 분포했

고 직업으로는 직장인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문직,자 업, 업주부가 골고루 분

포 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59.7%(113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

고 2-3인 가족과 1인 가구도 35.5%(67명)로 나타났다.

2.조사 방법

·2012년 10월 5일-15일까지 총 11일 동안 조사.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하고 189부를 문항별 응답

자의 빈도를 백분율로 산출.

·설문 조사를 해 형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랜드 shopinshop형태로 운

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랜드 농 하나로 클럽의 ‘아침마루’,이마트의 ‘친

환경 자연주의’,롯데백화 의 ‘올가홀푸드’3곳의 소단량 채소류 제품 각각 4

씩 선정해 총 12 을 토 로 설문지를 작성.



- 60 -

            

농 하나로 클럽 ‘아침마루’

이마트 ‘친환경 자연주의’

롯데백화 ‘올가홀푸드’

(표 5-2)설문조사를 한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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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모른다□

매우잘알고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모른다

5명(3%) 89명(47%) 52명(27%) 35명(18.5%) 8명(4.5%)

제2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총 4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기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 한 문항을 조사.

·두 번째 부분은 친환경 채소류 인지도 랜드 구매 황에 한 문항.

·세 번째 부분은 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에 한 문항을 조사.

·네 번째 부분은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에 한 문항

을 조사.

제3 설문지 분석·결과

1.친환경 채소류 인지도 랜드 구매 황에 한 질문

1.친환경 농산물(채소류)에 해 알고 있습니까?

(표 5-3)친환경 농산물(채소류)의 인지도

47%(89명)의 응답자는 친환경 농산물에 해서 알고 있고 27%(52명)은 보통으로 알

고 있다고 답했다.친환경 농산물(채소류)에 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74%로 인들

의 친환경 농산물(채소류)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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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할인마트 백화 □ 친환경 농산물 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농산물 직거래□

형할인마트 백화
친환경농산물

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농산물 직거래

120명(63%) 45명(24%) 23명(12.5%) 1명(0.5%)

항상 구매한다□ 자주 구매한다□ 때때로 구매한다□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항상구매한다 자주구매한다 때때로 구매한다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15명(7.9%) 35명(18.5%) 95명(50%) 44명(23.6%)

2.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표 5-4)친환경 농산물(채소류)의 구매빈도

68.5%(130명)의 응답자가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자

주 구매하는 응답자는 18.5%(35명)로 나타났다.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거의

구매하지 않는 빈도는 23.6%로 나타났으며 76.4%는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한번이

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 장소는 어디입니까?

(표 5-5)친환경 농산물(채소류)주 구입 장소

63%(120명)의 응답자가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할 때 형할인마트와 백화

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났고 24%(45명)은 친환경 농산물 문매장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들의 장보기는 주로 형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소

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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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오□

네 아니오

80명(42.4%) 109명(57.6%)

랜드를 신뢰함□ 패키지디자인이마음에듬□ 제품이다양함□

제품의가격이낮음□

랜드를신뢰함
패키지디자인이

마음에듬
제품이 다양함 제품의 가격이 낮음

35명(44%) 18명(22.5%) 6명(7.5%) 21명(26%)

4.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 할 때 랜드를 고려해서 구매하나요?

(표 5-6)친환경 농산물(채소류) 랜드 고려 빈도

57.6%(109명)의 응답자가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할 때 랜드를 고려하지 않

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2.4%(80명)은 랜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할 때 랜드를 고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문 4번의 응답 랜드를 고려하는 응답자를 상으로)

(표 5-7) 랜드 고려 이유

4번 설문의 응답자 랜드를 고려하는 80명을 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44%(35명)의 응답자는 친환경 농산물(채소류)를 구입할 때 랜드를 고려하는 이유

로 랜드의 신뢰도를 답했다.두 번째로 패키지디자인이 랜드를 고려할 때 이유로

22.5%(18명)가 나타났으며 제품의 가격이 26%(21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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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 포장□ 소량 포장□ 량 포장□

낱개포장 소량 포장 량 포장

52명(27.5%) 128명(67.7%) 9명(4.8%)

제품의 포장 단 (양)□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 구입 후 운반과 장의

편리성□ 제품의 품질□

제품의포장단 (양)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구입후운반과

장의편리성
제품의 품질

34명(18.1%) 3명(1.6%) 15명(7.9%) 137명(72.4%)

2.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에 한 질문

1.채소류를 포장 할 때 선호하는 포장의 크기는?

(표 5-8)채소류의 포장 크기 선호도

67.7%(128명)의 응답자가 채소류를 구입 할 때 소량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27.5%(52명)이 낱개 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핵가족화 상과 소비자

의 다양한 니즈가 채소류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채소류를 구입 할 때 제일 선호하는 요소는?

(표 5-9)채소류 구입 시 선호 요소 분석

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요소 72.4%(137명)는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18.1%(34명)는 제품의 포장 단 를 제품 구입 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소류를 구입 할 때 제품의 포장 단 도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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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손질 과정을 거친 후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

1차 손질 과정 없이 량으로 포장된 제품□

1차손질후소량포장제품 1차 손질 없이 량 포장

168명(89%) 21명(11%)

양이 무 많다□ 보 이 편리하지 않다□ 운반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양이많다
보 이편리하지

않다
운반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78(41.2%) 49명(25.9%) 30명(15.9%) 32명(17%)

수 있다.

3.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제품의 유형은?

(표 5-10)채소류 구입 시 선호하는 제품의 유형

89%(168명)의 응답자가 채소류를 구입 할 때 1차 손질 과정을 거친 후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했다.11%(21명)은 1차 손질 없이 량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는 소단량 제품의

구매 증가와 구입 후 편리를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 하여 이에

합한 제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4.포장된 채소류를 구입 할 때 불편했던 은 무엇입니까?

(표 5-11)채소류 구입 시 불편한

채소류를 구입했을 때 불편한 은 양이 많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1.2%(78명)로

가장 많았다.이는 더욱 소량화 된 채소류 제품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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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61명(32%) 89명(47%) 39명(21%)

비닐 포장□ 라스틱 용기 포장□ 종이 박스 포장□ 스티로폼 포장□

비닐포장 라스틱 용기 포장 종이박스포장 스티로폼 포장

109명(58%) 25명(13.2%) 44명(23%) 11명(5.8%)

이 편리하지 않고 운반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1.8%(79명)로 기존의 채소류

의 패키지의 포장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가 구매 선

호도에 미치는 향에 한 질문

1.패키지디자인이 채소류 구입 시 향을 받습니까?

(표 5-12)채소류 구입 시 패키지디자인의 기여도

채소류를 구입 할 때 패키지디자인의 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47%(89명)의 응답자

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한 채소류 구입 시 패키지디자인의 향을 받는다는 응답자

도 32%(61명)으로 나타났다. 략 으로 채소류를 구입 할 때 소비자는 패키지디자인

을 고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포장의 종류는?

(표 5-13)채소류 구입 시 선호하는 포장의 종류

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포장의 종류는 58%(109명)가 비닐 포장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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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잘 보이게 투명하면 좋다□

체 인 패키지디자인과 어울리면 투명하지 않아도 상 없다□

투명하면좋다 상 없다

182명(96%) 7명(3.7%)

①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시 치

②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고구마

③올가홀푸드

무농약 콩나물

④아침마루

무농약 양상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박스 포장은 23%(44명), 라스틱 용기 포장은 13.2%(25명)로

나타났다.5.8%(11명)는 스티로폼 포장으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3.채소류를 구입 할 때 포장재의 투명도는?

(표 5-14)채소류 구입 시 포장재의 투명도

89%(168명)의 응답자가 채소류를 구입 할 때 포장재의 투명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소류 제품의 속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투명

한 포장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 에 매되고 있는 친환경 채소류 랜드 제품입니다.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5-15)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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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올가홀푸드

유기농 새싹채소

⑥아침마루

친환경 감자

⑦아침마루

친환경 마늘

⑧올가홀푸드

유기농 리카

⑨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가지

⑩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단호박

⑪아침마루

유기농 피망

⑫올가홀푸드

유기농

랜드 로고□ 색채□ 일러스트 이션□ 이아웃□ 포장의 형태 재질□

랜드로고 색채 일러스트 이션 이아웃 포장의형태 재질

33명(17.5%) 39명(20.1%) 7명(4.1%) 11명(5.9%) 99명(52.4%)

4.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서 가장 에 띄는 요소는?

(표 5-16)패키지디자인 시각 요소의 선호도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시각 요소의 주목성은 포장의 형태 재질에

서 52.4%(99명)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색채 20.1%(39명), 랜드로고는 17.5%(33명),

이아웃은 5.9%(11명),일러스트 이션은 4.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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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연두색□ 아이보리색□ 주홍색□ 보라색□

녹색 연두색 아이보리색 주홍색 보라색

79명(41.8%) 40명(21.2%) 54명(28.7%) 12명(6.3%) 4명(2%)

①친환경

자연주의

시 치

②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고구마

③올가홀푸드

무농약

콩나물

④아침마루

무농약

양상추

⑤올가홀푸드

유기농

새싹채소

⑥아침마루

친환경 감자

14.4%(27명) 8%(15명) 18.2%(34명) 0.7%(1명) 0%(0명) 12.4%(24명)

5.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는?

(표 5-17)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색채 선호도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어울리는 색채에 한 조사에서는 41.8%(79

명)으로 녹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아이보리색은 28.7%(54명)로 그 다음이었고 연

두색은 21.2%(40명),주홍색은 6.3%(12명),보라색은 2%(4명)순으로 나타났다.

6.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랜드 로고는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

나요?

(표 5-18)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랜드 로고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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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아침마루

친환경 마늘

⑧올가홀푸드

유기농

리카

⑨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가지

⑩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단호박

⑪아침마루

유기농 피망

⑫올가홀푸드

유기농

25.1%(48명) 0.5%(1명) 8.9%(17명) 0%(0명) 11.8%(22명) 0%(0명)

①친환경

자연주의

시 치

②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고구마

③올가홀푸드

무농약

콩나물

④아침마루

무농약

양상추

⑤올가홀푸드

유기농

새싹채소

⑥아침마루

친환경 감자

15.3%(30명) 34.8%(66명) 0.6%(1명) 0%(0명) 0%(0명) 31.5%(60명)

랜드 로고의 어울림은 ‘아침마루의 친환경 마늘’이 25.1%(48명)로 가장 높게 조사 되

었으며 ‘올가홀푸드의 무농약 콩나물’이 18.2%(34명)로 뒤를 이었다.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가독성이 높은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작게 표 되거나 스티커로 신

한 제품에서는 선호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7.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일러스트는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나

요?

(표 5-19)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일러스트 이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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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아침마루

친환경 마늘

⑧올가홀푸드

유기농

리카

⑨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가지

⑩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단호박

⑪아침마루

유기농 피망

⑫올가홀푸드

유기농

2.9%(5명) 0.5%(1명) 6.8%(12명) 0%(0명) 7.6%(14명) 0%(0명)

①친환경

자연주의

시 치

②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고구마

③올가홀푸드

무농약

콩나물

④아침마루

무농약

양상추

⑤올가홀푸드

유기농

새싹채소

⑥아침마루

친환경 감자

3.5%(7명) 8.2%(15명) 24.1%(46명) 0.6%(1명) 0.8%(1명) 13.6%(26명)

일러스트 이션의 선호도는 사진이 사용된 ‘친환경 자연주의의 유기농 고구마’와 ‘아침

마루의 친환경 감자’가 높게 나타났다.‘친환경 자연주의의 유기농 고구마’는 34.8%,

‘아침마루의 친환경 감자’는 31.5%로 조사되었다.비옥한 들 을 일러스트로 표 한

‘친환경 자연주의’의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스티커로만 표 된 제품들은 패키지디자

인의 시각 요소를 찾기 힘들어서인지 소비자의 선호를 받지 못했다.

8.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구도가 안정 이라고 생각하시는 제품

을 어주세요.

(표 5-20)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이아웃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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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아침마루

친환경 마늘

⑧올가홀푸드

유기농

리카

⑨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가지

⑩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단호박

⑪아침마루

유기농 피망

⑫올가홀푸드

유기농

30.9%(59명) 1.2%(2명) 2.4%(5명) 0%(0명) 13.4%(25명) 1.3%(2명)

랜드가 에 잘 띄어서□ 친환경 제품임을 한 에 알 수 있어서□

제품명,그림 등의 배치가 안정 이어서□ 색상이 맘에 들어서□ 속 제품이 에 잘 보여서□

랜드가

에 잘 띄어서

친환경 제품임을

한 에알수있어서

제품명,그림 등의

배치가안정 이어서

색상이

맘에 들어서

속 제품이

에 잘 보여서

31명(16.4%) 37명(19.5%) 43명(22.7%) 11명(6.3%) 67명(35.1%)

이아웃의 선호도는 ‘아침마루의 친환경 마늘’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올가

홀푸드의 무농약 콩나물’은 24.1%로 나타났으며 ‘아침마루의 친환경 감자’가 13.6%,‘아

침마루의 유기농 피망’은 13.4%,‘친환경 자연주의의 유기농 고구마’가 8.2%로 나타났

다.

9.호감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5-21)친환경 채소류 제품 호감도

호감이 가는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의 까닭을 조사해 보았을 때 속 제품이 잘

보이는 제품이 35.1%(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소비자들은 채소류 패키지디자인

에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체 인 이아웃의 안정성이 22.7%(43명)로

조사 되었다.친환경 제품임을 한 에 알 수 있다는 이유의 빈도는 19.5%(37명)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이 랜드가 에 잘 띄어서,색상이 마음에 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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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51명(27%) 123명(65%) 15명(8%)

랜드가 에 잘 띄지 않음□ 친환경제품의 속성을 알 수 없음□

고 스럽지 못함□ 색상이 맘에 들어서□ 기타□

랜드가

에잘띄지않음

친환경제품의

속성을 알 수 없음
고 스럽지 못함

색상이

맘에 들지 않음
기타

1명(7%) 9(60%) 4명(26%) 0명(0%) 1명(7%)

10.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한 본인의 만족도는?

(표 5-22)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소비자 만족도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답

한 비율이 65%(123명)으로 제일 높았고 만족한다는 답변은 27%(51명),불만족한다는

답변은 8%(15명)이었다.

11.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설문 10번의

응답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 불만족하는 응답자를 상으로)

(표 5-23)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불만족 이유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친환경 제품의 속성을

알 수 없음이 6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스럽지 못함이 26%(4명), 랜드가

에 잘 띄지 않음이 7%(1명),기타가 7%(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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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 는 20-50 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직업에서의 비율은 직장인이 가장 높았으며 4인 이하 가족이 체의

80%를 차지했다.

친환경 채소류 인지도 랜드 구매 황에 한 설문조사에서는 친환경 채소류의

인지도는 74%로 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높은 심도를 알 수 있었다. 한

친환겅 채소류를 한번이라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6.4%로 인들의 건강에

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채소류의 구매는 형할인 과 백화 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단되며 소

비자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로 소비자의 구매습 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친환경 채소류에 한 랜드 구매 황조사에서는 랜드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42.4%로 아직은 친환경 채소류 랜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을 조사한 설문에서는 의 소비자들은 낱개포장

과 소량 포장,선선편이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소비자들은 소단량

포장 뿐 아니라 운반이 용이하며 보 하기 좋은 다양한 니즈의 제품을 갈망했으며,이

결과를 토 로 소단량 포장과 편이식품은 소비자의 흥미를 끌 뿐 아니라 채소 시장에

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별화된 략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가 구매 선호도에 미치는 조사에

서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제품을 구입 할 때 패키지디자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포장의 종류에서는 운반과 보 이 편리한 비닐 포장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상태를 살펴 볼 수 있는 투명도가 높은 재질을 선호했다.

이 결과는 채소류의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투명창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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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의 선호도는 포장의 재질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채소류 제품의 특성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조건과 운반과 보 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채소류의 패키지디자인의 가장 어울리는 색으로는 녹색과 아이보리색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친환경 채소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랜드 로고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독성이 뛰어난 ‘아침마루’의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올가홀푸드’의 제품의 순으로 분석 다.

일러스트 이션 선호도에서는 그림보다는 가독성과 주목성이 뛰어난 사진을 사용한

‘친환경 자연주의’와 ‘아침마루’의 제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아웃 선호도에서는 ‘아침마루’의 제품이 높게 나타났다.디자인 인 요소가 거의

없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지 못하 다.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한 만족도에서는 27%가 만족한다고 나타났

다.부정 인 결과는 아니지만 재 채소 시장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난무하고 기존의

획일화된 제품은 랜드의 차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앞으로는 친환경 채소류는 패키

지디자인에 의해 그 특성을 잘 나타내어 소비자들에게 효과 으로 근 할 수 있도록

극 인 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아직도 채소류는 랜드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과 획일 인 포

장 형태로 인해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고 시각 인 요소가 부족한 채소류 패키지디

자인을 설문조사를 시행함에 구매 선호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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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문제 개선 방안

채소류는 인들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며 갈수록 높아지는 인들

의 건강에 한 염려와 갈구는 친환경 채소류에 한 높은 심으로 변 되고 있다.

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는 채소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앞의 4 에서 다룬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

자인의 문제 을 분석해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1.친환경 채소류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친환경 채소류의 랜드 인지도는 높지 않

았다. 랜드가 소비자에게 정 인 심을 주지 못하고 있어 랜드를 기반으

로 한 친환경 채소류의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친환경 채소류를 매하는 랜드의 지속 인 고와 안 한 제품의

매로 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제품의 정보를 시각 인 정보로 효율 으

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 소비자들과 공감 를 형성하고 랜드의 확장을

통하여 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아 소비자와 연 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소비자들은 변화된 가족구조와 세분화된 니즈로 소단량 포장 제품을 원하지만 채

소시장의 매 상황은 소비자의 욕구를 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지 의

채소류 제품들도 소량화 된 실정이지만 보다 더 세분화되고 간편한 채소류의 패키

지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 단 포장 형식의 패키지를 고안해 패키지

의 단 통일화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폭을 넓 야 할 것이다.

3.소비자들은 채소류 포장은 내용물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투명한 재질을 제작되어

야 하며 운반과 장이 편리한 포장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운반과 장이 용이

한 스마트한 포장의 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패키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제

품을 보호 할 수 있는 내구성이 높은 포장 재질과 구조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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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와 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4.지 의 채소 시장은 비슷비슷한 제품과 획일화된 패키지디자인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랜드의 차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보다 새롭고 발상의 환으로

독창 인 패키지디자인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불러와야 한다. 의 소비자들은

보다 주체 이며 자신의 감성과 라이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창조

인 디자인을 원한다.특정한 제품을 통하여 자신을 표 하고 욕구를 충족시키

며 획일 인 소비에서 개성지향 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트 드는 무공해 제품을 선호하며 깨끗하고 자연친화 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다양한 소비자의 감성과 니즈를 분석하여 패

키지디자인에 활용하는 연구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5.친환경 채소류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채소류의 속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할인마트나 백화 에서 매되고 있는 채소류의 패키지디

자인을 살펴보면 일반 제품과 친환경 제품과의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다.포장의

형태.방법,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도 모두 동소이하여 친환경 제품으로서

개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친환경 채소류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은 포장의 재질에서도 재료의 최소화,재활

용을 염두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과 포장을 지양하여야 한

다.친환경 제품의 속성을 지속 으로 연구하여 디자인의 고 화,차별화,재활용

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을 요구하는 의 소비자의 사회 환경으로 고려 할 때 친환경 채소류의

랜드 이미지 제고와 패키지디자인의 다각 략이 요구되며 꾸 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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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연 환경을 보 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을 시하는

친환경 시 로 변되며 변화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소핵가족 가족 형태가 주를 이루면

서 소비자의 개인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성향을 존 받고자 하는 소비자 주권 시

가 도래되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개인 성향을 요시하는 인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은 건

강을 추구하는 삶,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욕구가 팽창되어

있는 실정이다.이 흐름은 제품의 구매에도 향을 미쳐 소비자의 가치 과 감성에 의

한 구매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기업의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다원화되었고 농산물 시장

에도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었다.특히 친환경 시 의 흐름으로 친환경 채소류 소

비자의 심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핵가족의 가족 구조로 인해 소단량으로

포장된 채소류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채소류 시장 안에서 친환경 제품에 한 소비자의 인지와 랜

드의 황을 알아보고자 했고 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과 친환경 채소류 소단

량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고려 요소에 의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여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실제 인 패키지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일반 소비자 집단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객 인 데이터로 산출해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들의 친환경 채소류의 인지도는 높게 분석되었다.하지만 친환경 채소류

의 랜드 인지도는 정 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친환경 채소류의 랜드 이미지를

극 화시키는 데는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연구하고 수용해

기업과 소비자간 정 인 커뮤니 이션으로 공감 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에서는 소비자들은 더욱 소량화 되고 다양한

소비 목 을 가진 제품을 원했고 간소함과 편리성을 구매 선호 조건으로 선택했다.

앞으로의 소단량 채소류의 포장은 단 포장의 체계화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구매 후 운반과 장이 용이하게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 특성을 고려한 참신한 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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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소비자는 채소류의 포장의 특성 상 내용물의 상태

를 잘 살펴 볼 수 있는 투명한 재질을 선호하고 있었다.이에 디자이 는 패키지디자

인을 개발할 때 포장재의 투명도를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인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은 일반 채소류 제품과의 차별화가

필수 인 과제이다.획일화된 재의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에서 친환경 채소류의 랜

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의 패키지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친환경 제품의 속성

을 시각 이미지로 상징화 시켜야 할 것이다.친환경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은 자연

이고 원 인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표 하여야 하며 제품의 효율 정보 달을

해 가독성을 강조해야 하고 시각 인 요소들의 조형 인 조합으로 시각 으로 에

거스르지 않게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인 요소는 소비자와 커뮤니 이션을 주도한다.더불어 경제

이며 효과 인 마 의 도구이며 요한 랜드 략 하나이다.친환경 채소류 패

키지디자인은 미래의 고객층을 확보하기 해 소비자 생활패턴의 정확한 이해와 소단

량 포장의 체계화로 편리함의 기능을 추구하며 친환경 제품의 속성을 시각 인 요소에

의해 효과 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친환경 채소류의 높은 소비자 인지도는 시장 규모를 더욱 확장 시킬 것으로

상된다.친환경 채소류는 일반 채소류의 가격 보다 높게 책정 되고 있고 소비자들

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으로 앞으로의 친환경 채소류 패키지디자인은 고가의 제품에

걸맞게 보다 고 스러우며 친환경 채소류에 한 정보의 효과 인 시각 달을 꾀하

며 소비자의 니즈에 합하게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부합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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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는 조선 학교 디자인 학원에서 랜드패키지디자인를 공하고 있

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친환경 농산물 랜드의 소단량 채소류의 패키지디자인’에

한 연구를 하기 하여 순수한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하고자 작성

되었습니다.모든 응답은 통계 으로 처리되어 학문 인 목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응답자의 개인 인 내용은 별도로 평가되

지 않습니다.본 설문에는 귀하가 느끼신 생각 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귀하께서 성실하고 극 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가 귀 한 자

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바쁘시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

시고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설 문 지

친환경 농산물 랜드의 소단량 채소류 패키지디자인 연구

조선 학교 디자인 학원

랜드패키지디자인 공 석사과정

2012년 10월

연구자 :이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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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 분류를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3.당신의 직업은?

① 업주부

② 문직

③ 자 업

④ 직장인

⑤ 학생

⑥ 기타( )

4.당신의 가족 형태는?

① 핵가족(배우자와 2자녀 이하)

② 2인-3인 가구

③ 1인 가구

④ 가족( )

▶ 다음은 친환경 채소류 인지도 랜드 구매 황에 한 질문입니다.

1.친환경 농산물(채소류)에 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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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⑤ 모른다

2.친환경 채소류를 구입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① 항상 구매한다.

② 자주 구매한다.

③ 때때로 구매한다.

④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3친환경 채소류의 구입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형할인마트 백화

② 친환경 농산물 문 매장

③ 온라인 쇼핑몰

④ 농산물 직거래

4.친환경 채소류의 구입 할 때 랜드를 고려해서 구매하나요?

① 네

② 아니오

5.친환경 채소류를 구입 할 때 랜드를 고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4번의 설

문에서 ①을 선택 시 작성해 주세요)

① 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② 랜드의 패키지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③ 랜드의 제품이 다양해서

④ 랜드의 제품의 가격이 낮아서

▶ 다음은 ‘소단량 채소류의 구매 선호 조건’에 한 질문입니다.

1.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포장의 크기는?

① 낱개 포장

② 소량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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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량 포장

2.채소류 구입 할 때 제일 선호하는 요소는?

① 제품의 포장 단 (양)

② 제품의 포장 형태

③ 제품 구입 후 운반과 장의 편리성

④ 제품의 품질

3.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제품의 유형은?

① 1차 손질 과정을 거친 후 소량으로 포장된 편의 식품(깐 양 ,다진 마늘,과채류

낱개 포장)

② 1차 손질 과정이 없이 량으로 포장 된 제품

4.포장된 채소류를 구입 할 때 불편했던 은 무엇입니까?

① 양이 무 많다

② 보 이 편리하지 않다

③ 운반이 불편하다.

④ 불편하지 않다.

▶ 다음은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요소가 구매 선호도에

미치는 향‘에 한 질문입니다.

1.패키지 디자인이 채소류 제품 구입 시 향을 받습니까?

① 그 다

② 보통이다.

③ 그 지 않다.

2.채소류를 구입 할 때 선호하는 포장의 종류는?

① 비닐 포장

② 라스틱 용기 포장

③ 종이 박스 포장

④ 스티로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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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시 치

②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고구마

③올가홀푸드

무농약 콩나물

④아침마루

무농약 양상추

⑤올가홀푸드

유기농 새싹채소

⑥아침마루

친환경 감자

⑦아침마루

친환경 마늘

⑧올가홀푸드

유기농 리카

⑨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가지

⑩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단호박

⑪아침마루

유기농 피망

⑫올가홀푸드

유기농

3.채소류를 구입 할 때 포장재의 투명도는?

① 제품이 잘 보이게 투명하면 좋다.

② 체 인 패키지디자인과 어울리면 투명하지 않아도 상 없다.

▶다음은 시 에 매되고 있는 친환경 채소류 랜드 제품입니다.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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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서 가장 에 띄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랜드로고

② 색채

③ 일러스트 이션

④ 이아웃

⑤ 포장의 형태 재질

5. 의 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는?

① 녹색

② 연두색

③ 아이보리색

④ 주황색

⑤ 보라색

6.제품의 랜드로고는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나요?(3개를 선택 해주세요)

      (      ,        ,       )

7.친환경 채소류에 어울리는 그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3개를 선택해 주

세요)

( , , )

8.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 제품입니다.구도가 안정 이라고 생각하는 순서 로

어 주세요(3개를 선택해 주세요)

      (      ,        ,       )

9.호감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랜드가 에 잘 띄어서

② 친환경 제품임을 한 에 알 수 있어서

③ 제품명,그림 등의 배치가 안정 이어서

④ 색상이 맘에 들어서

⑤ 속 제품이 에 잘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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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한 본인의 만족도는?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 만족한다.

11.친환경 채소류 소단량 패키지디자인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10번 설문에

서 ③번을 선택 시 작성해 주세요)

① 랜드가 에 띄지 않음

② 친환경 제품의 속성을 잘 알 수가 없음

③ 고 스럽지 못함

④ 색상이 맘에 들지 않음

⑤ 기타( )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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