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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for Flexible Identity to enhance preference

for Boseong Green tea

Jeon Hyo-jin

Advisor: Prof. Cho Kyu-choon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Identity design tentative plan for preference

elevation of Boseong green tea. For this, I conducted survey with theoretical

investigation. Contents of these study and sequence are as following.

First, I embodied design objectivity and concept to draw Flexible Identity

to increase Boseong green tea preference. And I suggested 3 tentative plan

about Boseong green tea Flexible Identity design and conducted survey about

proposed design tentative plan. This study investigated Flexible Identity

preference about proposing in this research. Result of investigation is as

following.

The feeling of existing Boseong green tea brand is traditional and intimate,

the keyword of Boseong green tea integrating logo design is both countrified

and traditional. And respondents of more than 70%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memorize present brand logo, color, design and there is no use intention

hereafter. Therefore, at the present Boseong green tea integrating logo design

did not make positive effect to preference of consumers. And the mos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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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 to increase Boseong green tea preference is to change existing logo

design to consumer′s preferring design. In addition, Advertize it’s brand in

advertisement and public information through consumer preferring media.

Boseong green tea Flexible Identity design that this study proposes give

positive effect in preference elevation of Boseong green tea hereafter.

Finally, study about Flexible Identity of Boseong green tea that is proposed

in this research expects to proceeds as continuous and lively hereafter and is

used effectively in Boseong green tea awareness and preferenc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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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현대에 이르러 물과 음료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맛과 향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료는 대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는 중상류층과

스님이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차(茶)는 대중적인 음료로

인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 아울러 차가 대중적인 음료로 인식되는데

기여한 차의 고장은 전남 보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보성 차를

보리차 대용 혹은 약용(고뿔차), 손님 접대용으로 격식과는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보성군은 여러 방법으로 보성녹차를 홍보해 왔으며, 보성녹차의 선호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상표와 로고 디자인, 포장을 개발하여 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보성녹차의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보성군의 브랜드 슬로건을 로고처럼

사용하는 보성녹차 로고 디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보성녹차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현재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브랜드들은 일찍부터 유연하고 가변적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디자인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브랜드를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가변성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할 수 있기에 사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동안 보성녹차는 하나의 상표와 로고에 머물러 왔다. 이는 보성녹차의

일관된 이미지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대에 맞는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현대인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자극하는 광고나

홍보에 있어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각적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 향상을 통해 구매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기

위해 우선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와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의 차 브랜드들을

살펴보고,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 로고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 조형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안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로 측정된

새로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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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한국 차에 대한 생산과 보성녹차의 현황 그리고 보성녹차의

로고를 토대로 살펴본 후 보성녹차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디자인 시안을 일반 성인

(직장인, 자영업, 기타)들과 디자인 관련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다.

둘째, 한국의 차 생산지와 가공업체의 파악과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차 생산

브랜드를 조사한다.

셋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과 그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브랜드 이미지 및 선호도를 고찰하여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기 위해 비교분석을 한다.

넷째, 보성녹차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 목표와 컨셉을 구상하고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3가지의

시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을 일반 성인(직장인, 자영업,

기타)과 디자인 관련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

자료를 분석한다.

여섯째,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 유형을 파악한 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보성녹차의

선호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충성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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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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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키워드 연구내용

공설교

(2017)

복합문화공간의

사용자 경험 향상

브랜드 강화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차 브랜드를 조사 한 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지훈

(2017)

차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실증적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프리미엄 가치

표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혜림

(2016)

복합문화공간

인지도 향상

낮은 인지도와 체계화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없는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제안

하였다.

신석규

(2014)

탈중심화

아이덴티티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탈 중심화하는 아이덴티티로 보

고,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체 미학적 해석을 통해 특

성을 주체성, 변용성, 생기성, 확장성으로 보았다.

김찬숙 외

(2014)

브랜드 경험의

확장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개념을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요소

의 가변성과 함께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브랜드 경험의

유연성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보았다.

김거수

(2013)
반응형 아이덴티티

반응형 아이덴티티를 테크놀로지의 진화와 확장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응형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특징을 일관성, 가변성, 공간성, 맥락성, 강도성으로 규정

하였다.

장동련 외

(2013)
트랜스 브랜딩

기억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실행 체계로서 트랜스브랜딩의

개념을 브랜드 고유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미디어의 진화

에 따라 브랜드 참여와 역동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

았다.

박미연

(2013)
브랜드 가치향상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영향성을 연구하여 브랜드 가치

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적

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안유리

(2012)
상호작용 유기체

기업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설명하였다.

윤양일

(2011)
유연성 변화

아이덴티티의 ‘유연성’이란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을 가

지고 전체 아이덴티티가 통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4. 선행연구

<표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김찬숙 (2014) 논문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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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용

(2010)
가변성 변화

가변성을 지닌 아이덴티티로서 유연성을 중심으로 통일

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조절한다는 개념으

로 보았다.

김혜수

(2010)
다이나믹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이 유기체의 성격을 띠고 적

극적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에서 다이나믹

아이덴티티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금옥

(2010)

보성 녹차의

복합산업화

보성녹차가 녹차산업의 리딩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였다.

조성미

(2007)

녹차음료 브랜드

아이덴티티

녹차음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녹차음료의 성공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

착을 연구하였다.

손근민

(2005)
참여형 아이덴티티

사용자들을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안으로 참여시켜

정보의 발신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고 상황에 따라 변

화해 나갈 수 있는 상호적인 디자인 시스템으로 보았다.

이재곤

(2005)

인터렉티브

아이덴티티

인터렉티브 영상표현을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이

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개념으로 인터렉티브 아이덴티티

를 이야기 하였다.

조용근

(2000)
모션

모션 아이덴티티 연구를 통해 아이덴티티의 움직임 속에

서 메타포의 의미체계를 기호학으로 설명하였다.

김민

(2000)
통일성과 다양성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통일성속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로 정의하였다. 두 가지 대립개념은 궁극적으

로 한 물체를 이루는 겉과 속으로 보고 유연한 사고와

발상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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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한국의 차 생산지

처음에 차는 약효성으로 음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대중적인 음료로 음용하는

주요한 기호음료로 발전되어 왔다. 차는 일반적으로 차나무의 연한 줄기와

새 잎을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시키거나 증기로 찌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더운 물에 우려내거나 타서 마신다. 차나무는 아열대, 온대,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교목 또는 관목으로 연년생 상록수이다. 차 종류는 중국 종과 아셈 종

2가지가 있으며, 차 재배를 위해서는 연평균 기온이 13도 이상이 되어야하고,

연강우량이 1,300mm이상, 1,500mm이하가 적당하다. 또한 생육 기간인 봄과

여름에는 60% 이상 비가 내리는 것이 좋다. 특히 녹차용 차는 냉하고 안개가

짙은 지방이 적합하며, 고지대 일수록 차의 수확량은 적은 반면에 향기는 좋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세계의 차 소비량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녹차는 발효차보다 기능성이 높아서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선호도가 높은 기호음료이다.

한국은 주로 녹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녹차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열

살청(加熱殺靑)1)하여 만든다. 한국의 차 재배지역은 기존의 순천, 보성, 강진, 제주,

구례, 하동, 광양, 해남, 정읍 등 중부이남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요 녹차 산지는 전남의 보성지역과 경남의 하동지역 그리고 제주도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를 생산하는 지역은 전남이다. 이 전남 지역은 기온이

온화하고 산간과 해안으로 되어 있어, 차를 재배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차 재배단지는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 봇재 사이에

1) 가열살청(加熱殺靑, Pan-Fixation) : 녹차를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다과정을

거치는데, 살청(殺靑,Fixation), 유념(捻捻, Rolling), 건조(乾燥, Drying)다. 그 중 살청 방법

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덖음 방식인 가열살청(加熱殺靑, Pan-Fixation)과 열증기 방식인

증기살청(蒸氣殺靑,Steam- fixation)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생엽이 가열된 가마솥 등에서

살청 된 덖음 방식인 차를 가열살청 차라고 하고, 후자는 뜨거운 증기로 살청되어 만들어

진 녹차를 증제차(蒸製茶) 또는 증청녹차(蒸靑綠茶)라고 한다.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 2018.03.15., pm.10:1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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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져 있는 보성다원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차 생산량의 35%를 보성군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는 한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녹차음료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경남 하동지역에 있는 다원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녹차를 수제

가공하고 있다. 하동녹차의 지리적 조건과 기후를 살펴보면 작은 하천이 많아서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다습하며, 안개가 많고, 차 생산 시기와 차나무

재배의 최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생산지로는 화개, 악양지역으로 자갈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양토의 토질을 갖추고 있어 차맛과 그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하동녹차는 인도의 다즐링, 중국의 용정 등 명차가 생산되는 곳과 같은

천혜의 차 생산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1) 생산업체 현황

(1) 보성녹차 생산자조합

1995년, ‘보성제다’는 차 생산 유통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어 보성녹차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후, 1998년에 상호를 보성제다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성제다는 보성지역의 작은 다원들이 모여 하나의 브랜드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차 생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차 생산량의 35%이며, 차 재배

면적의 30.4%로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2) 하동 차 영농조합법인과 하동녹차연구소

하동 녹차산업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1,04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전국대비 23%, 농가수는 전국대비 45%이다.

하동 화개면은 재정경제부로부터 하동야생차산업특구로 지정(2006. 3. 8)되었다.2)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는 2005년부터 5년간 건립·운영 중에 있다. 2007년부터

최우수 지자체 연구소로 선정되어 ‘왕의녹차’로 각인된 하동녹차의 고급화·차별

화·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녹차에 관한 지역농가의 문제점이나 연구개발을 해

결하는 서비스센터 기능을 담당한다. 녹차 생산 및 제다업체 등 녹차 관련 주체들이

2) 하동녹차 http://greentea.go.kr. 2018.03.02., pm.09:3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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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녹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동녹차발전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조직3)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정제주녹차특화작목협력단

우리나라 제 3의 녹차생산지역으로 제주도는 2009년 장원산업을 포함하여

343ha 재배면적에서 489T의 녹차를 대량 생산하여 12,175백만원의 수입을 창출

했다. 2007년부터 제주도는 68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산업인 육성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에 제주녹차연구회 명의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였다.

2009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공동 운영하는 청정제주녹차기술지원

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센터는 녹차나 물을 개발함으로 수제차용으로 적합한 제주1호,

제주2호를 우량품종으로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차를 성장

산업의 핵심으로 비중을 두고 중장기 제주녹차산업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2) 가공업체 현황

(1) 아모레퍼시픽 -(주)오설록농장

국내 최대 규모의 다원을 보유하고 있는 오설록농장은 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현재 중국 및 제주도와 전남 강진군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녹차와 약발효차, 발효차, 꽃차 등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표 2> 오설록 제품이미지

BI 제품 및 이미지

세작
벚꽃향 가득한

올레 피라미드티백

제주 순수녹차

티백

삼다연 제주

영귤 밀크티

출처 : http://www.osulloc.com

3) 하동군 홈페이지 http://www.hadong.go.kr/main.web. 2018.03.02., pm.09:5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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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티뮤지엄은 2001년에 국내 최초의 차 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한국 전

통문화를 통한 차를 소개하고, 보급하고자 함이며 현재 연간 관람객이 약 150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 최고 명소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2) 녹차원

1992년에 차의 종류에 관한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2003년 녹차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보성 유기농 제 2다원을 설립하였다. 유기농제품만을 위해

구분된 전문 브랜드인 ‘1095’, 여성고객을 위한 ‘팔방미인’ 그 외에 ‘허니스토리’,

‘I'm생생’, ‘차다움’, ‘티스타일’, ‘다자연’ 등의 식음료 브랜드를 설립하였다.4)

<표 3> 녹차원 제품이미지

BI 제품 및 이미지

그린티올레녹차
녹차원

작설 잎녹차

유기농

현미녹차 티백

유기농

가루녹차

출처 : http://nokchawon.co.kr

(3) (주)티젠 - TRC(Tea Research & Consulting)

TRC는 세계 각 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의 차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상품개발과 컨설팅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연구 등을 하는 차원료 전문

업체이다.

TRC는 ‘(주)티젠’ 이라는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고, 녹차, 홍차, 고급잎차 등

완제품을 할인점, 수퍼체인, 편의점, 드럭스토어, 백화점 등 유럽·아시아에 수출·

생산·유통한다. 또한 차 전문매장인 갤러리카페 ‘다미안’과 명차전문점 ‘다담’을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 해남(2004)에 6만평의 다원과 차 가공공장을

경기 용인(2006)에 설립하여 피라미드백, 유기농 녹차, 티백 등을 생산하고 있다.

4) 녹차원 홈페이지 http://nokchawon.co.kr. 2018.03.08., pm.08:4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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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티젠 제품이미지

BI 제품 및 이미지

제주녹차 작설차 세작
삼각티백

머스켓 그린티

네스프레소

캡슐티프리미엄

출처 : http://www.teazen.co.kr

(4) 동원 F&B

1995년 녹차 주산지인 보성과 인접한 광주에 공장을 설립하여 녹차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녹차 재배지로 유명한 보성을 브랜드 네임으로 하여 소비자들

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고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보성이 키우고 동원이 담습니다.’

와 같이 원산지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5)

<표 5> 동원 F&B(보성녹차) 제품이미지

BI 제품 및 이미지

동원 보성녹차
보성녹차

스파클링
보성말차 보성녹차(캔)

출처 : http://www.dongwonfnb.com , http://www.google.co.kr

5) 동원 F&B 홈페이지 http://www.dongwonfnb.com. 2018.03.08., pm.08:4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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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서식품

1968년에 설립하고, 1970년에 미국의 제너럴푸드사와 제휴하여 맥스웰하우스

커피를 생산하였다. 세계최초로 커피믹스를 말하면서 커피문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국산홍차와 녹차제품, 카카오제품 등 종합기호음료업체로서 체

제를 갖추고 있다.6)

<표 6> 동서식품(현미녹차) 제품이미지

BI 제품 및 이미지

동서현미녹차 가루녹차 타라(홍차)

출처 : http://www.dongsuh.co.kr

3) 한국 차 유통경로

한국 차의 유통경로는 선행연구 풍남영(2007)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산된 생엽

을 황차로 1차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 또는 2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다음은 녹차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형 제다

업체가 가공공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조제하여 도매점, 백화점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한다. 둘째, 일반농가에서 생엽을 생산한 후 수매하고 남은

여유분을 가공하여 친척과 지인들을 통해 연결한다. 셋째, 직영농가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일반농가로부터 구입하여 가공한 후에 제품을 만들어 직영시음장, 음식점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6) 동서 홈페이지 http://www.dongsuh.co.kr. 2018.03.08., pm.08:58(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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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차의 유통경로(풍남영, 2007)

2. 차(茶) 브랜드의 현황

본 절에서는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의 차 브랜드 현황을 살펴본 후, 각 나라의

차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색상, 서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차 브랜드에 대한

역사와 품질, 패키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3개국의 2개 브랜드, 유럽지역

3개국의 2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1) 아시아지역의 차 브랜드 현황

중국에서 시작된 차는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현대에 와서 차는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 한편 차를 직접 생산 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은

자국의 특징을 살려 체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켰다.

연구자는 이 절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차에 대한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1990년 후반, 국내 음료 시장은 차의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로 인해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은 ‘First mover’ 라는 전략인 건강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차에 대한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은 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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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한 변화는 음료의 주

소비층이 ‘웰빙’이라는 하나의 시대적 트랜드로 인해 청소년과 20～30대의 여

성들로 녹차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다.7)

한국의 차 브랜드 현황은 제품의 네이밍을 강조하는 로고나 원산지마케팅과

함께 차의 효과를 알리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주로 녹차의 원색인 녹색을 사용하고, 로고는 녹차잎과 기하학 문양을

이용하여 녹차문화와 기업문화를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서체는 기본적으로 한문과

한자를 명조계열서체 혹은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가로 또는 세로 방향의 형태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어 타 브랜드 제품과 차이가

없으며,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식과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잘 보여주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차 브랜드인 오설록과 쌍계명차를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은 차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녹차 산업회사 서열순과 전통 방식

의 차 제조법 그리고 유기농 재배법으로 하는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허행숙(2008) <한국 녹차 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와

박석(2010) <한국 녹차의 세계 차(茶)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했다.

1979년 설립한 오설록은 직영다원을 운영하여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1975년 쌍계명차 역시 야생차 재배지로 유명한 지리산에서 친환경적으로 차를

재배했다.

패키지 디자인에 관하여 김지훈(2017)8)은 선행연구에서 오설록의 패키지 디자인이

독창적인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쌍계명차 역시 패키지 디자인이 전통적이고

품질이 높은 이미지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7) 조성미 (2008). 녹차음료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교연구-한국, 중국, 일본 녹차음료 브랜드 아

이덴티티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8) 김지훈 (2017). 차(茶)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의 프리미엄 가치표현 특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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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오설록

쌍계명차

출처 : http://www.osulloc.com, www.sktea.com, http://www.google.co.kr

따라서 오설록은 자연의 컨셉을 담아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차 브랜드로 인식이 되며, 쌍계명차는 전통성과 우수한 품질이 느껴지는

독창적인 차 브랜드로 인식 되었다.

(2) 중국

차 음료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은 차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어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를 이루었으며, 소비자들은 차 음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차별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명확한 컨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 할 때

우선시 되었다.9) 그러므로 중국 차 음료 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차 브랜드 현황은 기업의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으며, 컨셉은 중국 전통

차 문화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레드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보조색으로 블랙컬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녹차잎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주로 자연

풍경과 하늘이미지, 찻잔에 녹차잎이 앉아있는 등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서체는 대부분 캘리그라피로 굵은 붓글씨 서체와 고딕계열

서체를 사용하여 제품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조성미, Op. cit.,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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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국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우위타이

(오유태)

(吳裕泰)

장이위엔

(장일원)

(長一元)

출처 : http://www.google.co.kr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국 차 브랜드인 우위타이와 장이위엔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 김지훈(2017)10)의 연구를 토대로 프리미엄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과 차에 대한 전통성과 품질이 입증된

곳을 선정하였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품질을 인정받은

우위타이는 1887년 설립했다.11) 그리고 장이위엔은 1906년 설립하여 판매도가

가장 높은 자스민차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어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중국내 12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에 꼽힌다.

패키지 디자인에 관하여 오위타이와 장이위엔의 패키지 디자인은 전통적이며

품질이 높다고 선행연구에서 김지훈(2017)이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 차 브랜드에 있어서 우위타이의 컨셉은 자연으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장이위엔은 전통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차 브랜드로 인식되었다.

(3) 일본

아시아지역에서 홍콩 다음으로 차를 많이 마시고 있는 일본의 녹차 음료 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현재, 일본의 차 브랜드의 현황은 다양한 컨셉과

기능적인 제품으로 분류되어있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녹색계열, 흰색, 검정

10) Ibid., p.45

11) 우위타이 홈페이지 www.wuyutai.com. 2018.04.21., am.01:2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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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또한 제품의 성격이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체는 정자체와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이 독특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본 차 브랜드인 후쿠주엔과 루피시아를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 김지훈(2017)12)의 연구를 토대로 최다의

녹차음료 공급과 유명한 차 전문 브랜드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녹차제조를 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후쿠주엔과 루피시아 차 브랜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90년 설립한

후쿠주엔은 SUNTORY와의 협업으로 일본 최다의 녹차음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의 맷돌방식을 이용하여 일본 가루녹차를 생산하고 있다.13) 루피시아는

1995년 설립하였으며, 일본 최대의 차 전문 브랜드로 유명하다. 또한 인도

다즐링과 일본의 직영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14)

<표 9> 일본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후쿠주엔

루피시아

출처 : http://www.google.co.kr

따라서 후쿠주엔은 전통적인 차 브랜드로 차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해석되며, 루피시아는 일러스트레이션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으로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12) Ibid.

13) 후쿠주엔 홈페이지 http://www.fukujuen.com. 2018.04.17., am.12:10(검색)

14) 루피시아 홈페이지 http://www.lupicia.com. 2018.04.18., am.02:4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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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지역의 차 브랜드 현황

17세기 중국의 녹차가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

들은 자국만의 차 문화를 만들고 발달시켰다. 연구자는 이 절에서 유럽지역의

차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김지훈(201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의 차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은 역사성·상징성 등 차별화된 특징을 우선적

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따라 브랜드 상징 요소인 로고는 용기디자인 중에서 가장

크게 표현되었으며, 주목성이 높은 색상이 적용했다. 또한 브랜드의 특징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왕실문장과 로고를 용기의 전체 면적에 컬러와 일러스트로 디자인

했다. 이러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의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선행연구자 김지훈(2017)이 주장했다.15)

영국의 차 브랜드는 트와이닝스, 포트넘앤메이슨, 웨지우드, 해로즈 등이 있으나

연구자는 트와이닝스, 포트넘앤메이슨의 2개 곳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품질이 우수하며 고급스러운 패키지디자인에 주목했다.

<표 10> 영국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트와이닝스

포트넘앤

메이슨

출처 : http://www.google.co.kr

15) Ibid.,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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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닝스는 1707년 설립한 후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 왕실에 납품하고,

가장 오래된 상업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은 높은 품질 이미지로

조사되었다. 포트넘앤메이슨은 영국의 전통무늬를 패키지에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브랜드의 역사성 및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패키지 디자인은 독창적인 이미지로

조사되었다.16)

따라서 트와이닝스의 차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은 브랜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느낄 수 있는 무거운 색상과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며,

포트넘앤메이슨은 영국 전통 무늬를 사용하여 우아하고 품격있는 로고와 패키

지 디자인 브랜드로 파악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차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로고와 일러스트가 함께 섞여

복잡하고 설명적이지만, 용기의 전면에 가장 크게 사용하고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을 적용하여 주목성을 높였다.17)

본 연구자가 프랑스의 차 브랜드 중 마리아주 프레르와 다만 프레르 2개 곳을

선정한 기준은 고급스러운 패키지디자인에 주목했다.

프랑스에 최초로 차를 수입한 마리아주 프레르는 1685년에 설립하여 500여종의

가양차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은 복잡하고 설명적인

로고를 사용하지만, 블랙컬러로 된 용기 전면에 로고와 제품명만을 배치하여

레이아웃을 단순화시켰다. 또한 로고의 색상을 옐로우계열의 강조색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였다. 다만 프레스는 1692년에 설립하고 현재는 가장 유명한 차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은 창립년도를 표기하여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탕색인 무광 블랙컬러와 대비되는 골드컬러를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였다.18)

16) Ibid., p.36
17) Ibid., p.39

18) Ibi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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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프랑스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마리아주

프레르

다만 프레스

출처 : http://www.google.co.kr

따라서 마리아주 프레르의 차 브랜드의 로고는 색상의 대비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효과가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 또한 독특하다. 그리고 다만 프레스의 심플한 로고와

색상은 차의 패키지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선물용 패키지 디자인으로

인식된다. 특히 프랑스의 화려하고 세련된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차

브랜드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3) 독일

독일 브랜드의 패키지는 공통적으로 금속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며, 로고에는 창립

년도를 포함하여 역사와 품질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는 로네펠트와 아일레스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에 주목하여 선정하였다.

전 세계 80% 특급리조트에 차를 공급하고 있는 로네펠트는 1823년에 설립하였으며,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네이비 색상과 골드색상을 패키지에 적용하여

주목성을 높였다. 1873년에 설립한 아일레스는 주로 바바리아 왕실에 오가닉

티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은 왕실문장을 사용하여

브랜드의 역사와 차의 품질을 강조했다. 차 브랜드의 상징은 그린색상과 골드

색상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화려함을 돋보였다.19)

19) Ibid., p.42



- 21 -

<표 12> 독일의 차 브랜드 종류

브랜드 로고 제품이미지 외부사인

로네펠트

아일레스

출처 : http://www.google.co.kr

따라서 로네펠트의 차 브랜드의 로고는 아르누보적 느낌과 패키지 디자인은

다양한 색상과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반면에 아일레스의 로고는 왕실의 품격이 느껴지며 패키지 디자인은 색상 대비를

부각시켜 다양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소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3.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의 이해

1)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시대적 배경은 칼 게르스트너(Karl Gerstner)라는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1959년에 제작한 스위스 바젤에 있는 Boite a musique

라는 뮤직 스토어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근간을 두고 있다.20) 게르스트너는 ‘프로그램

(programm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그리드의 규칙에서

아이덴티티의 확장성을 위하여 사각형 도형을 다양한 면적에서 가변시키는 실험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아이덴티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20) 김태우 (2015).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표현유형이 수용자 인지반응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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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21) 사용자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며

기업은 이러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아이덴티티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개념에 관해 김찬숙(2014)은 선행연구자들의 개념을 정리

하였다. 먼저 김민(2000)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로 보았으며, 문상용(2010)은 가변성을 지닌 아이덴티티로서 유연성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조절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윤양일(2011)은 아이덴티티의 ‘유연성’이란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전체 아이덴티티가 통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22)고 그의 선행연구에서 주장

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고유의 정체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가변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아이덴티티라고

사료된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박물관, 교육기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도시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사 박물관23)

자연사 박물관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으로 1881년 영국

박물관에서 분리되었다. 이 박물관은 생물 표본·화석·광석 등 7000만 점의 소장품

으로 세계 최대의 방대한 규모이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심벌과 로고유형을 결합하였다.

심벌은 ‘N’에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와 박물관의 각 구역을 대표하는 그랙픽

이미지를 삽입하여 유연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을 선정한

이유는 이용자에게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사용자 참여형의 상호작용

이 드러나는 사례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 김찬숙 (2014). 브랜드 경험 확장과 소비자와의 협력적 가치 창조를 위한 플렉서블 브랜딩

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0-101

22) Ibid., pp.119-120

23) 영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 http://www.nhm.ac.uk. 2018.04.22., pm.07:5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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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자연사 박물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출처 : http://www.google.co.kr

(2) 내셔널 뮤직센터(NMC)24)

캐나다의 내셔널 뮤직센터 스튜디오 벨은 음악과 관련된 전시, 교육 등 다문화

음악 콘서트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뮤직센터인 만큼 음악에서의

선적인 요소가 아이덴티티의 모티브가 되었다. 흰색과 검정색의 바가 마치 악보의

오선지로 보이게 하여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청각적 요소와 다양한 질감과 컬러

등의 시각적 요소를 부각시켰다. 음악을 듣는 관람자들의 각기 다른 감성적인

경험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표 14> 교육기관(내셔널 뮤직센터)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출처 : http://www.google.co.kr

24) 내셔널 뮤직센터 홈페이지 https://nmc.ca. 2018.04.22., pm.08:1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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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Google)

구글의 로고 디자인은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Sergey Brin)에

의해 제작되었다. 구글 측의 의도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가변적인

로고 디자인을 생성하여, 정보와 이야기를 담아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표 15> 온라인 기반 기업(구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출처 : http://www.google.co.kr

특히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검색엔진으로써의 구글은, ‘구글 두들(Google

Doodle)25)을 통해 로고의 다양성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터랙티브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장식적인 요소만 부각했던 로고와는 다르게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4) 네이버(NAVER)

네이버의 로고 디자인은 기념일이나 이벤트에 적합한 그래픽요소를 더하여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참신하게 표현한다. 2008년부터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경일, 명절과 같은 기념일을 더 소중히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였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의 목적을 넘어 로고를 재미있게 바꿔

기념일을 알려주는 위트와 감동, 공감 등은 사용자의 흥미를 끌어내고자 했다.

네이버 또한 구글과 같이 아이덴티티 속에 정보와 이야기를 전개하여 사용자

에게 전달 및 공유하여 플렉서블의 확장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일반 사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일반 사용자에게 디자인

25) 구글 두들 : 구글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로고는 기념일이나 행사, 업적, 인물 등을 기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별히 바꿔 놓은 로고를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구글_두들. 2018.04.15., pm.06:4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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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개방성을 주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업의 일환으로 로고아트 프로젝트를 선보임

으로써,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표 16> 온라인 기반 기업(네이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출처 : http://www.naver.com

(5) 멜버른 시(City of MELBOURNE)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 위치한 멜버른 시는 시드니 다음의 오스트레일리아

제 2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과거 멜버른 시의 아이덴티티는 나뭇잎 형태로 관광

도시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림 3> 멜버른 시티 아이덴티티(김찬숙, 2014)

2009년 멜버른 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발표했다. 멜버른 시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활용방법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심벌 디자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멜버른 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멜버른 시 아이덴티티의 기존 심벌 형상은 고정시키고

가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부의 그래픽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강렬한 이미지와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도시의 위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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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도시브랜드(멜버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출처 : http://www.google.co.kr

2)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차 관련 디자인 사례분석

(1) 오설록

오설록은 차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녹차 산업회사이며, 제주도라는 지역 특색을

잘 표현하는 컨셉으로 ‘시간, 쉼, 여유’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오설록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여겨 선정하였다.

오설록의 로고는 기업을 연상시키는 심벌과 제주를 상징하는 산 모양, 정갈하게

가꾸어진 녹차밭을 함께 담아내었고, 서체는 로고와 둥근 아웃라인의 오브제가

조화롭도록 산세리프체를 사용하였다. 슬로건 ‘제주의 기운을 첫 싹 잎에 담다’ 는

오설록 브랜드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며, ‘제주’와 ‘싹’을 통해 인지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색상은 차 밭의 모습이 연상되도록 점차 변화되는 그린색상으로

통일하여 편안함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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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오설록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 분석

브랜드 기본디자인 플렉서블아이덴티티

오설록

로고

슬로건 제주의 기운을 첫 싹에 담다

색상

응용시스템

패키지 외부사인

오설록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심볼마크의 외형을 통일요소로 하여

고정시키고, 내부의 색상을 다양하게 가변시켰다. 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패키지에 규칙성과 일관성 있게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또한 패키지는 현시대와 트랜드에 맞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로고를 레이아웃하여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외부사인에는 로고를 구성하고 있는 줄무늬와 단순한

색감은 시각적으로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패키지 디자인에서 보이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소비자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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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위타이

중국에서 우위타이는 전통을 지닌 차 전문브랜드로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의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또한

단순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취향저격(趣向狙擊)에 맞추었다.

우위타이의 로고는 굵은 붓글씨 서체를 사용하여 제품의 전통성을 강조하였고,

대표 상품인 자스민 꽃을 심볼로 표현하였다. 슬로건은 최고의 품질이라는 의미로

100년 브랜드의 컨셉을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녹색의 색상을 통해

‘차(茶)=자연’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표 19> 우위타이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 분석

브랜드 기본디자인 플렉서블아이덴티티

우위타

이

로고

슬로건 Quality First

색상

응용시스템

패키지 외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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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타이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서체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서체 바탕에

다양한 질감 표현의 변화를 줌으로써 색다른 가변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고전적인 느낌이 강하며, 금색색상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품질이

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킨 것 같다.

(3) TWG(The Wellness Group)

TWG는 세계 36개국의 명성 높은 다원과 독점 계약을 맺고, 신선한 찻잎을

공급받아 숙련된 장인들이 만들어낸 1,000여 종류의 차를 전 세계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차 브랜드이다. TWG는 싱가포르 역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에 국제유통망(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을 구축하여 고급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고 있다. 26)

TWG의 로고는 고급스러운 워드마크를 사용하고, 슬로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라는 의미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색상은 금색을 이용하여 차의 차분한

색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통일된 색상의 반복사용으로 사용된 색상과 기업의

이미지가 연상하도록 하였다.

TWG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로고 형태를 고정시키고 외부의 배경을 가변적

공간으로 사용하여 이미지의 확장성을 주었다. 또한 내부의 색상을 가변시켜

아이덴티티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패키지는 기본 로고에

사용된 서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었고, 다양한 색상과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외부사인은 밝은 조명과

오픈된 인테리어가 지나가는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26) TWG 홈페이지 http://www.twgkorea.co.kr. 2018.04.07., am.00:4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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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TWG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 분석

브랜드 기본디자인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TWG

로고

슬로건 The Finest Tea of the World

색상

응용시스템

패키지 외부사인

4. 브랜드 선호도(preference)의 이해

브랜드 선호도란 차별화된 마케팅의 중심 개념이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로 정의된다(Aaker 1997). 브랜드 선호도는

브랜드 태도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속성과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된다(Keller 2001).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소비자의 특정 상표에 대한 집착성과 애용성의 정도로 정의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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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y 1971). 손종현(2009)은 브랜드 선호도를 소비자들의 태도차원에 호의 정도

라고 하였으며, 이혜영(2003)은 브랜드 선호도란 한 가지 브랜드에 국한된 개념

이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와 그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선호하는 브랜

드가 더 돋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을 예측,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단계이다.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었을 때 형성된다.27) 이처럼 소비자

들은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위해 여러 제품들 중에서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직면하게 되며, 이 때 소비자들은 여러 대안 중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28) 선호도라는 것은 일종의

비교가 가능한 대상에 있어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차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차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그 제품의 품질 및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제품의 지속적인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비자는 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게 되며, 가장

선호하는 특정 차 브랜드에 대한 구매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행동에 이르게 된다.

상품의 디자인에 나타난 다양한 시각적 요소는 소비자의 인식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불러일으킨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디자인을 통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시각적 디자인의 활용을 통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감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이와 같이 차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차별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쟁자와 차별된 제품의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차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7) 손종현 (2009). 브랜드 개성이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성능과 디자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28) 이찬희 (2015). 브랜드이미지가 브랜드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체육전공 대학생

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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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성녹차 디자인 현황

1. 보성녹차

선행연구 박금옥(2010)에 따르면, 보성녹차는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제 1호

(농산물)29)’로 등록한 후, 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더불어 그 명성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고자 녹차 생산 기반 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30)’을 함으로써, 보성녹차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녹차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2007년 이후 보성군은 녹차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차 재배면적의 86%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였다. 더불어 ‘군수품질인증제31)’를 도입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으로 고품질 녹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성녹차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FDA(미국식품의약국)인증(2007),

USDA(미국농무성)유기농인증(2007) 등을 통해 보성녹차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특히 2008년 러시아의 생물학 연구소(IBMP)로부터 보성녹차가 우주식

품32)으로 선정되어 세계에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USDA(미국), EU(유럽), JAS(일본) 등 국제유기인증33)을 획득함으로써,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29) 지리적 표시제 :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들의 지리적 특성

에 따라 정부(농식품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표

시협약’에 의한 원산지 명칭을 보호받는 제도이다.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2018.03.11., pm.11:13(검색)

30)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31) 군수품질인증제 : 보성에서 생산된 차 제품에 대해 관능평가, 잔류농약검사, 생산이력관리,

친환경 인증 등 심사를 거친 우수제품에 대해 보성군수가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제

품에 대해 상표를 부착해주는 제도.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2018.03.11., pm.11:25(검색)

32) 2008년 4월 8일 우주로 발사된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

연씨가 우주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보성녹차가 선정되었다.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2018.03.11., pm.11:27(검색)

33) 국제유기인증이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유기농 인증인 USDA(미국), EU(유럽),

JAS(일본)을 말하며, 세계 50여 개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2018.03.11., pm.11:3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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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성녹차 디자인 현황

보성녹차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증들과 차 관련 대회 수상은 보성녹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여 보성녹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성군은 ‘녹차수도 보성’을 브랜드 슬로건

으로 정하고 ‘보성=녹차’ 라는 지역브랜드 창조경영에 힘쓰고 있다. 보성녹차 지역

브랜드 슬로건인 ‘녹차수도 보성’은 전국 최대 녹차 주 생산지로서 보성지역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청정해역 득량만과 함께 테마 관광휴양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여, 보성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표 21> 보성군의 브랜드 슬로건 및 전용색상

상하조합형 좌우조합형 전용색상

보성녹차의 제품별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보성녹차연합회의 지리적 표시

참여업체 35곳이 함께 사용하는 ‘보성녹차통합브랜드’가 보성녹차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보성녹차통합브랜드’는 2005년 보성녹차클러스터 사업 중 ‘지리적

표시제 공동브랜드 정착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보성지역의 녹차가

공업체들의 브랜드 개발비를 줄이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며, 제품의 원가절감을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간의 기술과 마케팅, 시장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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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보성녹차통합브랜드34)

국문로고

한문로고

영문로고

그러나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

는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각 제품에서 최고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협력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브랜드는 보성녹차연합회가 정기적인

관능평가35)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총괄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보성녹차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공업체는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는 개별브랜드와

패키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성녹차 디자인 현황을 고찰하면서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가변성·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다음 장에서는 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4) 보성녹차통합브랜드 : 녹차를 사랑하는 소비자와 차생산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글로벌시대의 미래비전을 지구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단 블루색의 녹차잎은 푸른바다와

호수가 접한 보성지역을, 3개의 흰줄은 녹차밭의 이랑과 3경 3보향을 표현했으며, 하단의

라이트그린에서 녹차잎을 형상화하여 그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찻잎을 나타내어 역사성을

지닌 보성녹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차브랜드임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블루색

은 보성녹차의 푸른 미래의 꿈을, 그린색은 이슬과 해풍을 맞고 자란 어린 찻잎을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다. http://www.boseong.go.kr/greenbskor. 2018.03.22., pm.10:55(검색)

35) 관능평가 :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차의 특성을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기

관인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관능평가는

사람이 측정기구가 되어 차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http://terms.naver.com. 2018.03.22., pm.11:1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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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1. 디자인 목표 및 컨셉

1) 디자인 목표

보성녹차의 현재 상표를 살펴보면 보성군의 ‘브랜드 슬로건’과 ‘보성녹차통합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에 이점을 주는 반면, 녹차제품의 판매에 중요한 브랜드 인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하동과 동서, 오설록의 녹차보다 상대

적으로 매출이 낮고36) 자체브랜드로서 시장에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성녹차만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없다. 따라서 보성녹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여주는 아이덴티티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광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제안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성녹차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와 같이 2장과 3장을 토대로 차 브랜드 현황과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보성녹차에 적용하여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과 특성을 표현한다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보성녹차의 제품 및 브랜드를 접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36) 박금옥 (2010). 보성 녹차의 복합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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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컨셉

컨셉은 경영, 디자인, 문화, 예술, 마케팅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다.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컨셉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컨셉의 사전적 정의는 ‘개념, 관념, 사상, 생각, 발상,

착상, 구성, 테마 등’이다. 마케팅이나 브랜딩,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컨셉이다. 컨셉은 각 영역에서 제각기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제각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업군별 혹은 기업별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용어를

스스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컨셉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며,

컨셉의 역할은 브랜드의 전략을 실행하는 네이밍, 디자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의 선택에 있어서 브랜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유니타스 브랜드, 2009). 컨셉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디자인으로 나온다. 디자인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디자인은

왜 창조되었는지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컨셉이 디자인의 창조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컨셉’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컨셉은 용어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컨셉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모든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컨셉은 각 분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37)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컨셉은 보성녹차의 친환경 자연조건과 녹차의 상징적 이미지가

어울러져 대중과 소통하는 의미를 담은 ‘ONE(하나)’이다. ‘ONE(하나)’의 사전적

의미는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38)’로 보성녹차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적용하였다. 첫째, 보성은 의향(義鄕), 예향(藝鄕), 다향(茶鄕), 그리고

지리적 환경으로는 산과 바다, 호수가 수려한 풍광으로 3경(景) 3보향(寶鄕)이라는

37) 이도훈 (2006).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메가문화이벤트 컨셉 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1

38)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하나. 2018.04.08., pm.09:15(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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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보성의 특산물인 차는 국내 최대의 차 재배 생산지

로써 매년마다 다향제를 개최하고, 서기 5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차 문화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보성지역에서 생산된 녹차는 맛과

향, 색이 뛰어나 전국에서 최고 양질의 녹차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보성

녹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보성녹차의 브랜드를 재창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에 관한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디자인 컨셉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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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

1) 심볼디자인

<표 23> 심볼디자인 시안

No 시안 내재된 의미

①
수려한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있는 3경(景)과 의향

(義鄕)과 예향(藝鄕), 다향(茶鄕)의 3보향(寶鄕)이 어우러진

보성지역의 친환경 공간에서 자란 어린 찻잎을 상징적으로

함축시켜 기호로 표현하였다.

②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어린 녹차 잎이 바람을 타고

오는 듯한 모습으로 녹차의 부드러운 맛을 함께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는 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달팽이를

연상시킨다.

③

보성녹차 밭의 이랑과 ‘Boseong’의 첫 이니셜 ‘B’를 활용하여

모듈화 하였다. 찻잎을 올려 시각적으로 차(茶) 로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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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

보성녹차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성 녹차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시키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키워드에 적합한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과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통해 색상을 추출하고,

메인색상과 서브색상을 선정하였다. 메인색상인 초록색은 신선함과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며, 자연친화적인 보성녹차의 이미지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24> I.R.I IMAGE SCALE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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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색상디자인 시안

No 시안 색상

①

②

③

3) 서체

서체의 종류에 있어서 산세리프체와 캘리그라피체로 세 가지 서체를 선정했다.

<표 26> 서체디자인 시안

No 색상 설명

①

산세리프체는 중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곳에

배치해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특히 모바일 기반 회사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에서도 산세리프체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유투브, LG, 삼성 등 로고에

산세리프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캘리그라피체는 브랜드의 전통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③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인쇄물, 웹, 모바일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했을 때, 시각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다.

찻잎을 올려 시각적으로도 차(茶) 로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획에서도 찻잎이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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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스템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 또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구글’과 ‘네이버’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을

토대로 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슈나 주요 콘텐츠를 가지고 심벌을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디자인하여 전달하고자 했다.

<표 27>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

No 시안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안

①

       

②

③

이러한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3가지 시안을 다음 장에서는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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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선호도 조사

1. 조사내용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해 제안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로고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로고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하고, 3가지 유형의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안에 대하여

20～60대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16일-5월 31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총 200부를 회수

하였으나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고

총 144부를 조사 분석에 사용했다.

<표 28> 조사개요

구분 분류

조사방법 설문지, 자기기입식

조사기간 2018년 5월 16일～5월 31일까지 약 15일간 진행

조사지역 광주광역시 중심

조사대상 20～60대 남녀

참여인원 200명

2)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설문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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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보성녹차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모두(100.0%)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29> 보성녹차 인지여부

응답자의 93.8%는 보성녹차를 마셔본 적이 있었으며, 6.3%는 보성녹차를 마셔본

경험이 없었다. 연령별로 20대는 94.3%가 보성녹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5.7%는 보성녹차를 마셔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85.7%가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14.3%가 마셔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보성녹차 음용 경험 유무

보성녹차 브랜드를 알게 된 경로에는 SNS(5.6%), 대중매체(34.7%), 음료수

(34.7%), 지인(9.0%), 기타(16.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음료수를 통해서

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매체(24.3%), 지인(11.4%), SNS(8.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도 음료수를 통해서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매체

(35.7%), SNS(7.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대중매체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음료수(29.2%), 지인(16.75)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31.6%), 음료수(15.8%)로 나탔다. 60대 이상에서도 대중매체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을 통해서가 33.3%로 나타났다. 보성녹차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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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매체에 대해 20～30대는 음료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였고, 40대

이상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대는 지인을 통해 보성녹차 브랜드를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SNS를 통해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보성녹차 인지 경로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느낌으로는 고전적인 느낌이 31.9%

로 가장 많았으며, 친근함(28.1%), 촌스러운(12.8%), 감성적인(10.1%), 심플한

(10.1%), 현대적인(3.1%), 이성적인(1.0%), 세련된(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보성녹차 연상느낌

연상되는 느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고전적인이 30.7%로 가장 많았고 친

근함이 26.4%로 나타났으며, 30대는 고전적인(33.9%), 친근함(23.2%)이며, 4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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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함(33.3%), 고전적인(29.2%), 50대는 고전적인(36.8%), 친근함(3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성녹차의 연상되는 주된 느낌은 고전적이고 친근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연령별 보성녹차 연상느낌

연상되는 느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34.4%가 고전적인 느낌이라고 하였고

27.9%가 친근한 느낌이라고 하였으며, 남자는 29.6%가 고전적인 느낌이라고 하였고

28.1%가 친근한 느낌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도 보성녹차의 연상되는 주된

느낌은 고전적이고 친근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별 보성녹차 연상느낌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컬러로는 초록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노랑이 20.5%로 많았으며, 흰색(9.0%), 파랑(6.6.%), 갈색

(6.3%), 금색(4.9%), 무채색(2.8%) 순으로 나타났다.

보성녹차 브랜드의 연상되는 컬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초록(49.3%),

노랑(14.3%), 흰색과 파랑(10.0%)이며 , 30대는 초록(50.0%), 노랑(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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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12.5%)이며, 40대는 초록(45.8%), 노랑(27.1%), 흰색(10.4%)이며 50대는 초

록(34.2%)로 조사되었다.

보성녹차 브랜드의 연상되는 주된 컬러는 초록과 노랑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보성녹차 연상컬러

다음은 보성녹차통합브랜드(BTB : Boseong green Tea integrated Brand)39)

로고 디자인 관련 설문 결과이다.

<표 36> BTB 로고 디자인

국문로고

한문로고

영문로고

39) 보성녹차통합브랜드(Boseong green Tea integrated Brand) :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편리성을 위해서 보성녹차통합브랜드의 용어를 단축하여 <BTB>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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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촌스러움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고전적인이 24.3%이며, 친근함(16.0%), 심플한(13.5%), 감성적인

(6.6%), 현대적인(5.9%), 세련된(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BTB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촌스러움(28.6%), 고전적인(24.3%), 친근함(15.7%) 순이었으며, 30대는

고전적인(30.4%), 촌스러움(28.6%), 심플함(12.5%) 순이었으며, 40대는 친근함과

심플함 (25.0%), 고전적인(18.8%) 순이었으며, 50대는 촌스러움(26.3%), 고전적인

(23.7%), 심플한(15.8%) 순으로 나타났다. 보성녹차통합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2030대에게는 촌스러움과 고전적인이며, 40대 이상에서는

고전적인과 심플함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연령별 BTB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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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차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7.6%), 그렇지 않다(25.7%), 보통이다(47.2%), 그렇다(18.8%),

매우 그렇다(1.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6%가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차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20.2%만이 어울린다고 답하였다.

<표 39> BTB 로고가 차 브랜드와 어울리는 정도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차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대 이상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30대는 20.0%와

21.5%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으며, 40대는 16.7%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현재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차 브랜드와 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0> 연령별 BTB 로고가 차 브랜드와 어울리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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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7.6%), 그렇지 않다(22.2%), 보통이다(53.5%),

그렇다(16.0%), 매우 그렇다(0.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6.7%만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표 41> BTB 로고가 있는 상품 이용의도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11.4%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40.0%는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30대는 28.6%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25.0%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40대는 8.3%만이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

였으며, 16.7%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50대는 31.6%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15.8%만이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20대와 40대는 보성녹차통합

브랜드 로고가 있는 상품의 이용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대는

비교적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이용하고 싶은 비율(28.6%)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비율(25.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2> 연령별 BTB 로고가 있는 상품 이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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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하나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0.4%), 그렇지

않다(18.8%), 보통이다(42.3%), 그렇다(26.4%), 매우 그렇다(2.1%)로 나타났다.

<표 43> BTB 로고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통일성 여부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기억하기 쉬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4.6%), 그렇지 않다(31.3%), 보통이다(26.3%), 그렇다(25.0%), 매우 그렇다

(2.8%)로 나타났다.

<표 44> BTB 로고 기억의 용이성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의 기억 용이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52.9%가

기억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30대는 50.0%가, 40대는 25.0%가, 50대는

42.2%가 기억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에 20대의 25.7%는 기억이 용이

하다고 하였으며, 30대는 28.5%가, 40대는 25.0%가, 50대는 31.6%가 기억이 용이



- 51 -

하다고 하였다. 40대를 제외하고 20,30,50대의 절반가량이 보성녹차통합브랜드의

로고가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표 45> 연령별 BTB 로고 기억의 용이성

보성녹차의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로고디자인 변경이 3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광고와 홍보가 31.3%이며, 스토리텔링 강화(21.5%), 정체성

확립(9.7%),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보성녹차 브랜드 선호도 향상 위해 필요한 것

연령별로 보성녹차 브랜드의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0대는

로고 디자인 변경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도 로고 디자인 변경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광고 · 홍보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역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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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47.4%로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030대는 로고 디자인 변경의 필요성을

선택하였고, 40～50대는 광고 · 홍보를 선택하였다.

<표 47> 연령별 보성녹차 브랜드 선호도 향상 위해 필요한 것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적이 있다가

95.1%, 본적이 없다가 4.9%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적용 사례 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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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적용한 사례의 경험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0.0%인 반면에,

40대는 20.8%가 50대는 10.5%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연령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적용 사례 본 경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접한 매체로는 웹사이트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TV가 35.8%이며, 인쇄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8.0%로

나타난 반면에, 사이니지를 통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경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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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접한 매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

50대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웹사이트를 통해 경험하였으며, TV를 통한 경험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경험은 40대가 42.1%와 21.1%로 가장 많았다.

<표 51> 연령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경험 매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디자인조형성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브랜드네임이 18.1%이며, 컬러(15.3%), 기능성(13.2%), 기타(2.%)로

나타났다.

<표 52>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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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디자인 조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디자인 조형성 다음으로 20대는

컬러가 중요한 반면에 30대～50대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연령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다음은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안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표 54>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

No 시안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안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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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 중 선호하는 디자인에는 ②번

디자인이 41.7%로 가장 많았고, ①번 디자인이 35.4%, ③번 디자인이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선호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의 선호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②번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50대는 ①번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번 이미지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0대의 제안 이미지 선호도는 ②>③>①순이며, 30～40대는

②>①>③순이지만 30대는 ②과 ①번의 선호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

40대는 ②과 ①번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0대는

절대적으로 ①번을 선호하고 있다.

<표 56> 연령별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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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적용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느낀 시각적 호감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0%), 그렇지 않다(6.9%), 보통이다(12.5%), 그렇다

(65.3%), 매우 그렇다(15.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0.6%가 브랜드에 적용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 시각적 호감을 느낀 정도

응답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그렇지 않다 10 6.9 6.9

보통이다 18 12.5 19.4

그렇다 94 65.3 84.7

매우 그렇다 22 15.3 100.0

Total 144 100.0

브랜드에 적용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느낀 시각적 호감의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호감이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89.5%가 제안

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느꼈으며, 다음으로 30대(85.7%), 40대(79.2%), 20대

(75.7%) 순으로 호감정도가 나타났다. 시각적 호감을 가장 느끼지 못한 연령대도

30대(10.7%)와 50대(10.5%)이며, 20대의 시각적 비호감이 4.3%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표 58> 연령별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 시각적 호감을 느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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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0%), 그렇지 않다(2.8%), 보통이다(21.5%), 그렇다

(50.0%), 매우 그렇다(25.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5.7%가 제안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호감을 느낀 정도

응답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그렇지 않다 4 2.8 2.8

보통이다 31 21.5 24.3

그렇다 72 50.0 74.3

매우 그렇다 37 25.7 100.0

Total 144 100.0

연령별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30대가 82.1%로 가장 많은 호감을 느꼈으며, 40대가 66.7%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었다. 호감을 느끼지 못한 비율에

서도 40대가 8.3%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는 비호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연령별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호감을 느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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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이 향후 브랜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0.0%), 그렇지 않다(4.9%), 보통

이다(11.8%), 그렇다(56.3%), 매우 그렇다(27.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3.4%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향후 브랜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주는 브랜드 발전 기대감

응답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그렇지 않다 7 4.9 4.9

보통이다 17 11.8 16.7

그렇다 81 56.3 72.9

매우 그렇다 39 27.0 100.0

Total 144 100.0

연령별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주는 브랜드 발전 기대감을

살펴보면, 브랜드 발전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대로 응답자의

92.9%가 기대감을 보인 반면에, 브랜드 발전 기대감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40대로

응답자의 8.3%가 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연령별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주는 브랜드 발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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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0.7%), 그렇지 않다

(5.6%), 보통이다(17.4%), 그렇다(52.1%), 매우 그렇다(24.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4%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브랜드 관련

정보나 지식의 확대 가능성

응답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7 .7

그렇지 않다 8 5.6 6.3

보통이다 25 17.4 23.6

그렇다 75 52.0 75.7

매우 그렇다 35 24.3 100.0

Total 144 100.0

연령별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인한 브랜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확대가능성을 살펴보면, 정보나 지식의 확대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에서는

30대가 92.8%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6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확장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40대가 12.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확장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연령별 브랜드 관련 정보나 지식의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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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응답자는 53.5%가 여자이며, 46.5%가 남자로

나타났다.

<표 65> 응답자 남녀 구성비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9.4%, 40대가 16.7%,

50대가 13.2%, 60대 이상이 2.1%이다.

<표 66> 응답자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N 70 28 24 19 3 144

% 48.6 19.4 16.7 13.2 2.1 100.0

<표 67> 응답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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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이 34.0%, 대학원생이

16.0%, 자영업자가 8.3%,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응답자 직업

2. 소결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성녹차 브랜드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느낌은 고전적인(31.9%), 친근한

(28.1%), 촌스러운(12.8%), 감성적인(10.1%), 심플한(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성녹차 브랜드의 대표적인 연상느낌은 고전적인과 친근한 임을 알 수 있다.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촌스러움(25.3%), 고전적인

(24.3%), 친근함(16.0%)으로 나타났으며,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대표적인 키

워드는 촌스러움과 고전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차(茶)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2%이며,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6.7%

였다. 또한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의 색상과 디자인 통일성에 대해서 28.5%가

통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로고 기억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27.8%였다. 특히 20～30대는 50%이상이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기억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현재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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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성녹차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로고 디자인 변경

(36.1%)과 광고 · 홍보 강화(31.3%)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광고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효과적임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95.1%)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웹사이트(48.2%)와 TV(35.8%)를 통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고 있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조형성(50.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는 ②번

(41.7%)이었으며, ①번(35.4%), ③번(22.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80.6%가 제안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응답자들의 75.7%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로 인해 83.4%가 향후 브랜드 발전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보나 지식의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도 76.4%가 긍정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제안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보성녹차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향후 보성

녹차의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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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차 브랜드 현황, 보성녹차의 디자인 현황,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한 3가지 유형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제안하여, 디자인 관련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검증해 보았다.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외 차 브랜드 현황과 차 관련 디자인 사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의 차 생산지는 순천, 보성, 강진, 제주, 하동, 정읍 등 중부이남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가공업체는 아모레퍼시픽, 녹차원,

㈜티젠, 동원 F&B, 동서식품 등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의 각 3개국 2개 차(茶) 브랜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

지역의 차 브랜드는 녹차를 주요 품목으로 원산지의 이점과 독창적이고 품질

좋은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품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강조하였다. 유럽지역의 차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은 고급스러우며, 역사적 가치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만의 노하우를 살려 품질의 가치를 높였다는 것을 파악했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후 연구자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로는 박물관, 교육기관, 도시

브랜드 등을 살펴보았고, 둘째로는 차에 관련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국내의 오설록 차에 관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제3장, 앞 장에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사례들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보성녹차의 현황과 디자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보성녹차는 전국적으로

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성녹차 디자인 현황은 업체끼리 차별화 되지 않고, 함께 사용

하고 있어, 보성녹차만의 차별화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필요성을 느꼈다.

제4장, 보성녹차의 시장점유율, 광고, 홍보,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여주기

위해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제작하였다. 특히 컨셉에 있어서 첫 번째

시안의 컨셉은 3경(景)3보향(寶鄕)이 어우러진 보성지역의 친환경 공간에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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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찻잎을 상징적으로 함축시켜 기호로 표현하였고, 두 번째 시안은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어린 녹차 잎이 바람을 타고 오는 듯한 모습으로 녹차의 부드러운

맛을 함께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는 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달팽이를

연상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컨셉은 보성녹차 밭의 이랑과 ‘Boseong’의 첫 이니셜

‘B’를 활용하여 모듈화 하였다. 찻잎을 올려 시각적으로 차(茶) 로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컨셉으로 진행하여 3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20～60대의 남녀 200명에게 약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느낌은 고전적이고, 친근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②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촌스럽고

고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차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 또는 ‘로고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고 싶다’ 와 ‘색상과 디자인의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로고 기억이

용이하다’에 대한 응답한 결과 통계 분석은 모두 30%이하였다. 이 중에서 로고

기억의 용이성에 대해서 20～30대는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가 기억이 용이하지

않다’고 50%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④ 대부분 응답자들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사례를 웹사이트와

TV를 통해 경험하였고, 더불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디자인 조형성’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해 시각적 호감 및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느꼈으며, 정보나

지식의 확대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제 6장,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향후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보성녹차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로고 디자인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광주와 전라도 그리고 타지방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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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으며, 이번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해 봄으로써, 보성녹차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따라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통한 보성녹차 디자인 제안은 향후

보성녹차 선호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보성

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보성녹차 인지도와 선호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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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 전효진입니다.
본 설문은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을 위한 
연구자료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귀하의 개인적인 내용과 기업
의 특성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
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지도교수 : 조규춘
연 구 자 : 전효진
연 락 처 : ppokkun@naver.com

【부록】

설 문 지

<보성녹차에 관한 질문>

1. 보성녹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보성녹차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보성녹차에 대해 아시는 분만 답해주십시오) 어떤 경로를 통해 보성녹차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SNS ② 대중매체 ③ 음료수 ④ 지인 ⑤ 기타

4.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느낌은 무엇입니까?(2개 선택)

① 고전적인 ② 친근함 ③ 감성적인 ④ 이성적인 ⑤ 촌스러운

⑥ 세련된 ⑦ 현대적인 ⑧ 심플한 ⑨ 독특한 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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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성녹차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컬러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① 초록 ② 흰색 ③ 파랑 ④ 노랑 ⑤ 갈색

⑥ 금색 ⑦ 빨강 ⑧ 주황색 ⑨ 무채색 ⑩ 기타

아래는 현재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입니다.

국문로고

한문로고

영문로고

6. 위 로고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① 고전적인 ② 친근함 ③ 감성적인 ④ 이성적인 ⑤ 촌스러운

⑥ 세련된 ⑦ 현대적인 ⑧ 심플한 ⑨ 독특한 ⑩ 기타

7. 위 로고는 차(茶)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위 로고가 있는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위 로고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하나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위 로고는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보성녹차의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스토리텔링강화 ② 광고, 홍보 ③ 정체성확립 ④ 로고디자인 변경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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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란?
기존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단일화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에 국한하지 않고, 
상황과 시간에 따라 고정된 아이덴티티를 변화시켜 기업·브랜드의 정체성을 다
양하게 표현하는 가변적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예)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

12.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본 적 있다. ② 본 적 없다.

13.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면 어느 매체에서 보았습니까?

① 웹사이트 ② TV ③ 인쇄물 ④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⑤ 사이니지

14. 귀하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브랜드네임 ② 컬러 ③ 디자인조형성 ④ 기능성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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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브랜드에 적용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
인을 통해 시각적 호감을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디자인을 통
해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입니
까?

① ② ③ ④ ⑤

18.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은 향후 브랜
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No 시안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시안

①

②

③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

15. 다음은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이미지입니다. ➀,➁,➂ 중에서 귀하께서

선호하는 디자인을 선택한 후 선택한 디자인에 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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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속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20.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 ② 남

2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직장인 ④ 자영업 ⑤ 기타

귀하의 성의 있는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전 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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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제안

본 연구는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성녹차 선호도 향상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 목표와 컨셉을 구상하고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3가지

시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디자인 시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보성녹차 브랜드의 연상 느낌은 고전적이고, 친근하다는 것이었으며,

보성녹차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키워드는 촌스럽고 고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이상의 응답자들이 현 브랜드 로고, 색상, 디자인은

기억이 용이하지 않으며 향후 이용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보성녹차

통합브랜드 로고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성녹차 브랜드 선호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로고 디자인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와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보성녹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향후 보성녹차의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성녹차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보성녹차 인지도와 선호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Key Words): 보성녹차(Boseong Greentea),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Flexible Identity), 브랜드 컨셉(brand concept), 브랜드 선호도(brand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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