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 -

논문 수일 : 2013.12.19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국내 우유 패키지의 색채 이미지 연구

 -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를 심으로 -

Study on Color Images of Korean Milk Package

- Focusing Standard and Organic Milks -

주 자 : 한정민

단국 학교 인터하이 리드디자인 공 박사과정

Han, Jung Min 

Dept. Inter-hybrid Design, Dankook University

교신 자 : 강혜승

단국 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 교수

Kang, Hae Seung

Dept. Fashion Industrial Design, Dankook University



- 102 -

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1.2. 연구의 방법  범

2. 이론  고찰

2.1. 국내 우유 시장 황

2.2. 패키지 디자인과 색채

3. 국내 우유 패키지 색채분석

3.1. 일반우유

3.2. 유기농우유

4. 종합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유업체의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의 색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유기농우유 성

장세에 따른 일반우유와의 차별화 략을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국내 유업체  일반우유와 유기

농우유를 함께 출시하고 있는 7개 유업체(건국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매일유업, 삼양식품, 연세

유업, 스퇴르)로 선정하 다. 분석결과는 첫째, 일반

우유 패키지는 B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채도가 

높은 톤으로 선명한 색상을 나타냈다. 반면, 유기농우

유 패키지는 YG색상과 O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일반우유에 비해 채도가 낮은 톤의 색상으로 자연

이고 편안함을 나타냈다. 둘째, IRI 이미지스 일에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가 Y축으로는 공통된 치에 

있었지만, X축으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통해 체 으로 국내 유업체의 일반우유

와 유기농우유는 패키지 색채 특성이 확연하게 구분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유업체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존하는 패키지 색채의 감성 략을 분

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우유, 색채, 패키지 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on the 

growth trend of organic milks against standard milks by 

analyzing differences of color characteristics of standard 

and organic milks of Korean dairy companies. Seven 

dairy companies (Kokkuk Dairy, Namyang Dairy, 

Dongwon Dairy Food, Maeil Dairy, Samyang Foods, 

Yonsei University Milk, Pasteur) selling both standard and 

organic milks are selected for this study's subject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first, the frequency of B color 

is the highest and definitive colors in high chroma tones 

are appeared on standard milk packages. In the 

meanwhile, on organic milk packages, YG and O colors 

show higher frequency while natural and comfort feelings 

are expressed with colors in low chroma tones. Second, 

in IRI image scale, standard and organic milks are 

positioned at the common point on the Y axis, but show 

opposing result on the X axis. This result shows that 

color characteristics of packages for Korean dairy 

company's standard and organic milks are clearly 

separated. This study will become an useful material to 

analyze the emotional strategy on existing package colors 

for Korean dairy companies before introducing new 

product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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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목

환경과 건강을 요시하는 웰빙의 열풍에 따라 식

품업계는 친환경과 유기농을 추구하는 그린(Green)소

비가 각 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우유시장

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기농우유와 같은 리미

엄 우유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가공식품 세

분시장 황에 따르면, 국내 유기농우유는 2008년 약 

50억 규모에서 2012년에는 약 3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백색시유의 가격 인상

으로 우유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재 상황에서 리

미엄 우유는 가격의 논란 없이 꾸 히 성장세에 있다

(헤럴드경제,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유기농우유 시장이 

꾸 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각 유업체들은 시장우

를 하기 해 다양한 랜드 략을 수립하고 있

다. 특히, 소비자의 감성  욕구 충족을 해 자사만

의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에 큰 향을 미친다

(Frontiers, 1996; Wang & Chou, 2009). 한, 패키지 

디자인은 매 진의 역할과 함께 랜드 퍼스 리티

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최동신 외, 2006). 패

키지 디자인의 구성요소  컬러는 기업의 이미지를 

달하는 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랜드 아

이덴티티와 기업 인지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Chang & Lin, 2010; 김민기, 김유선, 2012). 한, 

컬러는 소비자에 한 랜드 기 와 소비자 태도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Cyr et al., 2009), 기업

은 패키지 디자인의 컬러에 주목한 랜드 략에 힘

써야 한다. 

지 까지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연구  정

병국, 우아미(2008)는 국내·외 백색시유 패키지 디자

인의 황 조사에서 국내 우유 패키지는 국외에 비해 

다양한 컬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 다. 김선주 외

(2008)는 기존 우유 패키지 디자인의 로고타입과 용

기디자인을 새롭게 제시하여 실증 분석하 고, 패키

지 디자인의 요성을 언 하 다. 김경화, 나지

(2012)은 우유 패키지 디자인의 색채 마  략에 

한 실증연구에서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서 색채가 

가장 요한 사항임을 검증하 다. 이외에 바나나 우

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실증연구(김진 , 조희 , 

2012)도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기농우유를 다루기도 했다. 차

일권, 김의석(2010)은 국내·외 유기농우유 패키지 디

자인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국내 유기농우유 패키

지 디자인은 제품 간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

하고 해외 제품과 같은 차별화된 시각 커뮤니 이

션의 필요성을 언 하 다. 김인재(2011)는 유기농우

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소비자의 이성소구와 감성

소구의 향검증을 한 실증연구를 진행하 다. 연

구결과, 이성  소구 향이 높음을 검증하 고, 시각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성  표 유형에도 주력해야

함을 제시하 다.   

이들 연구는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선행연구

로써, 우유 제품에 있어 패키지 디자인의 요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일부 연구에서 유기농우유를 다

루기도 했지만, 이들 연구는 국내 유기농우유 패키지 

디자인 색채에 한 세부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유기농우유 시장이 성하

고 있는 가운데 일반우유와는 어떠한 색채 략의 차

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의 색채

를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유업체의 일반우유와 유기

농우유 패키지 디자인 색채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

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일반우유와 유기농

우유의 색채 특성을 구체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우유 랜드 색채 연구에 있어 폭 넓은 유용성을 제

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재 유기농우유 시장

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방법  범

본 연구는 유제품  생산과 소비가 가장 높은 백

색시유(낙농진흥회, 2013)를 심으로, 낙농진흥회1)에

서 제시한 국내 19개 유업체  일반우유와 유기농우

유를 함께 출시하고 있는 7개 유업체를 상으로 패

키지 색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유업체는 건국유

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매일유업, 삼양식품, 

연세유업, 그리고 스퇴르이며, 분석 패키지는 해당 

유업체의 표우유 1개씩을 상으로 하여 색을 추출

하여 분석한다. 

선행연구와 련 서   기사를 통해 문헌연구를 

하고, 색채 분석은 해당 유업체의 웹사이트에 제시된 

우유 패키지와 실제 패키지를 통해 분석한다. Adobe 

CS6으로 색을 추출하고, KS 색상환  색조를 통해 

색과 톤을 분석한다. 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

1) 낙농진흥회 http://www.dai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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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들을 IRI 이미지스 일에 입한다. 

2. 이론  고찰

2.1. 국내 우유 시장 황

재 우유 시장의 소비트 드는 웰빙 추구의 확산

에 따라 지방/무지방, 유기농, 리미엄 제품군이 

성장세에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낙농

자조 리 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리미엄 

우유는 해마다 20% 이상 성장했으며, 이 에서도 유

기농우유는 매년 60% 이상 성장했다. 2013년 가공

식품 세분시장 황 보고서에 의하면, 20 는 일반우

유를 구입하는 비 이 높았고(65.5%), 유기농우유나 

칼슘 우유와 같은 기능성 우유와 리미엄 우유는 연

령층이 높아질수록 구입하는 비 이 높았다.

국내 유업체들은 새로운 컨셉의 다양한 유기농우

유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유기농우유 시

장에서 우 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우유 출시 1

년 만에 시장 유율 1 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 한, 올해 

체 유기농우유 시장의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디지털타임스, 2013). 건국유업은 국내 

유기농 인증은 물론 국제 유기농 인증(IFOAM)을 획

득한 유기농우유를 출시하 다(푸드투데이, 2012). 

한, 삼양식품은 친환경 청정지역 컨셉을 나타낸 유기

농우유를 출시하 고, 무 의 용기재질과 여백을 살

린 패키지 디자인으로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의 컨셉

을 극 화하 다(이데일리뉴스, 2012). 이외에도 남양

유업, 동원데어리푸드, 연세유업, 스퇴르의 유업체

에서 유기농우유를 출시하여 유기농우유 시장을 석권

하고자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농우유 출시와 함께 각 유업체는 원료와 원산

지에 한 체계 인 리에 노력하고 있다. 매일유업

은 고창지역에 유기농우유 문 공장을 설립하고 최

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 다. 한, 매일유업 상하

목장은 매년 문인증기 에서 실시하는 200여가지의 

검사를 통한 생산으로 유기농우유의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포커스신문사, 2012). 매일유업 이외에도 여러 

유업체들이 목 여량을 높이거나 특수사료를 사용

하는 등의 제품의 원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시민일보, 2012). 

이와 같은 유기농우유 시장의 성장세는 웰빙트

드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소득 수  향상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더불어 자연친화 인 요소와 함께 기능

이고 안 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

비추세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알 르기성 비염 등의 각종 질환 때

문에 유기농 제품만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기반에 맞춰 유기농우유는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공기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안

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에 성장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지 까지 국내 유기농우유 시장 황에서 살펴봤듯

이, 유기농우유의 소비가 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유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들의 유기농우유 소비의 증가세

는 환경문제에 한 심도와 함께 꾸 히 지속될 것

으로 망된다.  

2.2. 패키지 디자인과 색채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것 이

상의 의미로써, 제품에 감성을 담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최동신 외, 2006). 소비

자는 제품 구입에 있어 패키지 디자인으로 인해 심리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은 소비

자의 구매와 한 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패키지 디자인은 랜드 차별화와 랜드 이

미지 형성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자

들은 패키지 디자인의 질에 따라 제품의 만족도에 차

이를 나타내며(Topoyan & Bulut, 2008), 랜드 인지

도와 제품의 재구매에도 큰 향을 미친다(Rundh, 

2009). 

패키지 디자인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제품의 이

미지를 형성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으

로 랜드 이미지를 나타낸다(Orth & Malkewitz, 

2006). 패키지 디자인은 로고, 일러스트 이션, 이아

웃, 컬러와 같은 시각  요소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들의 조합으로 패키지를 나타낸다. 제품을 인지

시키는 표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이며, 일러스트

이션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 하여 제품의 물리  

특성을 반 한다(최동신, 2003). 한, 이아웃은 패

키지의 미  표 을 증 시키는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다(최동신, 2003).   

패키지 디자인을 구성하는 시각  요인  컬러는 

인간의 정서에 소구하며(Cheskin, 1976), 시각  자극

과 함께 인간의 심리  반응을 유발하는 요한 요소

이다(Cyr et al., 2009). 한, 각각의 컬러가 지닌 상

징성은 제품의 특성을 효율 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기업 측면에서 컬러는 경쟁사와의 구분되는 아

이덴티티 구축을 한 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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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 제품명

건국유업 건국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동원

데어리푸드
소와나무 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매일유업 매일우유 오리지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삼양식품 령 고원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은 자사 이미지를 해 차별화된 기업의 상징 컬러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 이다(최문희, 2006).  

지 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패키지 디자인과 색

채의 요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해왔다. 엄인 , 김인

화(2011)는 키덜트 완구의 색채사례 연구를 통해 키

덜트 소비자를 한 색채 마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김 석(2012)은 치약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색

채에 해 치약의 구매 선호도를 먼  실증조사한 

후, 선호도 제품 순 의 데이터를 통해 색채가 구매

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이외에도 화장품 패

키지 디자인과 컬러(박 주, 노아름, 2011; 이솔 외, 

2012; 한정민, 강혜승, 2013), 농산물 공동 랜드 패키

지 디자인 색채(박규원, 홍주연, 2007) 등 다양한 제

품군에서 패키지 디자인과 색채에 한 요성을 시

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한 연구  하용

훈 외(2010)는 바디 어 패키지에서 제품 정보 인지

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소는 용기의 형태와 색상이

라는 결과는 보여주었다. 하상오, 송 은(2009)은 유

기농 쿠키 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컬러에 한 연구

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유기농 쿠키 랜드의 

컬러는 곡물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임을 나타냈다. 이

는 친환경 임과 동시에 건강에 좋고 신뢰가 간다는 

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임자은(2012)은 로

하스 패키지의 색채를 다룬 연구에서 로하스를 표

하는 색으로 하나의 색을 고집하기보다 사계 의 색

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하 다. 

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패키지 디자인

의 요소  색채의 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증명되었

다. 본 연구와 련하여, 일부 연구(차일권, 김의석, 

2010; 김인재, 2011)에서는 유기농우유 패키지와 색채

를 다루었지만, 이들 연구는 세부 인 색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를 비교한 색채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 우유 패키지 색채분석

3.1, 일반우유

국내 19개 유업체는 부분 일반 백색시유를 생산

하고 있고, 그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를 함께 출

시하고 있는 유업체는 7개이다. 해당 유업체는 건국

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매일유업, 삼양식품, 

연세유업, 그리고 스퇴르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당 7개 업체의 표우유를 심으로 일반우유 패키

지 색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국내 7개 

유업체의 일반우유 패키지 색채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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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 제품명

건국유업 강원 청정목장 유기농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남양유업 남양 맛있는우유GT 유기농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동원

데어리푸드
덴마크 유기농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매일유업 매일 상하목장 유기농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삼양식품 EcoGreen Campus 령 유기농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연세유업 연세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스퇴르 후 쉬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표 1] 일반우유 패키지 색채분석

국내 7개 유업체의 일반우유 패키지를 분석한 결

과, 일반우유는 우유를 나타내는 색인 Wh를 주조색

으로 용한 경우가 부분이었고, 체 으로 고채

도로 선명한 느낌을 나타냈다. 

유업체별 색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건국유업

은 주조색을 고채도의 G색상을 용하여 자사의 이

미지를 표하고 있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그리고 

연세유업은 Wh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우유의 깨끗

함을 나타냈고, 고채도의 B색상을 보조색을 용함으

로써 우유의 시원함을 표 하고 있었다. 동원데어리

푸드는 Wh색상을 주조색으로, Bk색상과 YG색상을 

보조색으로 용하 다. YG색상의 사용은 신선한 우

유의 느낌을 표 하 고, Bk색상의 용은 랜드 아

이덴티티를 나타내기 한 색채 략이라 할 수 있

다. 삼양식품은 Wh색상과 B색상의 면 비를 유사하

게 용하여 가벼운 느낌보다는 선명함을 강조하여 

활기찬 느낌을 나타냈다. 스퇴르는 Wh색상을 주조

색으로, B색상과 Y색상을 보조색으로 사용하 고, 주

조색 면 을 넓게 하여 백색 시유임을 패키지에서 강

조하고 있었다. 한, 우유의 뚜껑을 Y색상으로 강조

하 고, 이는 차별화된 자사만의 고유한 패키지 디자

인 계획으로 단된다. 

3.2. 유기농우유

앞의 일반우유 패키지 색채 분석과 마찬가지로 7

개 유업체의 유기농 표우유 색채를 분석하고자 한

다. 다음 [표 2]는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채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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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체 제품명

연세유업 연세 유기농 목장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유업체 제품명

스퇴르 내 곁에 목장 유기농우유

패키지 KS색상환 KS색조

Color Chips Coloration

일

반

우

유

유

기

농

우

유

일반우유

[표 2]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채분석

국내 7개 유업체의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채를 분

석한 결과, 유기농우유의 모든 패키지는 Wh색상을 

주조색으로 용하 고, 보조색으로 G색상, O색상, 

그리고 B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주

조색으로 Wh를 용함으로써 우유의 깨끗함을 나타

냈고, 유기농우유의 특성을 살리기 해 자연의 색상

인 YG색상과 O색상을 사용하 다. 이는 자연 인 신

선함과 함께 친환경 이미지를 주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한, 유기농우유 패키지의 톤은 체 으로 

일반우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4. 종합분석

본 연구의 분석 상은 국내 유업체  일반우유

와 유기농우유를 함께 출시하고 있는 7개 유업체의 

패키지 다. 해당 유업체의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의 색채 분포를 비교하면 [표3]과 같다. 

7개 유업체의 일반우유는 B색상과 G색상을 다수 

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B색상 패키지가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농우유의 경우, 

YG색상과 O색상을 다수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의 톤을 비교해보면, 일반

우유는 체 으로 채도가 높은 선명한 배색을 용

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농우유는 일반우유보다 

채도의 차분한 톤을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유기농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용된 

색상의 수가 었으며, 최소한의 색상 용으로 유기

농우유의 특성인 웰빙의 느낌을 살린 가벼운 느낌을 

주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표 3]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상 빈도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의 감성 략을 살

펴보기 해 색채 분포를 IRI 이미지스 일에 입해  

보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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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우유

[표 4] IRI 이미지스 일의 색채분포(일반/유기농)

일반우유는 체 으로 ‘부드러운’ 감성과 ‘동 인’ 

감성에 가깝게 치하는 반면, 유기농우유는 부분 

‘부드러운’과 ‘정 인’ 감성에 가깝게 치하고 있었

다. 즉,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모두 Y축 감성은 공

통 을 나타냈지만, X축 감성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우유 패키지는 ‘새로운, 자유로운, 율동 인’ 

감성에 치하고 있었다. 유기농우유 패키지는 ‘자연

인, 원 인, 편안한’ 감성과 ‘쾌활한’ 감성에 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를 함께 출시하

고 있는 국내 유업체의 패키지 색채를 분석하고, 일

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 색채 특성이 어떠한 차

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의 주요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업체의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

지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일반우유 패키지는 B색상

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유기농우유는 YG색상과 O색

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우유와 유기농우

유의 색채 패턴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의 톤의 차이

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우유는 채도가 높은 선명

한 색상을 용하여 시원함과 신선함을 강조하 다. 

반면, 유기농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채도가 낮은 색

상을 용하여 자연 이고 편안한 색상을 용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해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자

연의 느낌을 살리기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 패키지를 IRI 이미지

스 일에 입한 결과, 일반우유는 부드럽고 동 인 

감성에 치하 고, 유기농우유는 부드럽고 정 인 

감성에 더 많이 치하 다. 이 결과에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가 Y축으로는 부드러운 감성의 공통 을 

나타냈지만, X축으로는 다소 상반된 결과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한, 일반우유의 색채 감성은‘새로운, 

자유로운, 율동 인’에 치하 고, 유기농우유의 색

채 감성은 ‘자연 인, 원 인, 편안한’과 ‘쾌활한’에 

치하 다. 이는 제품의 특성과 색채 감성을 한 

에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남긴다. 첫

째,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의 색상과 톤의 차이가 뚜

렷이 나타난 결과는 국내 유업체들이 웰빙에 심이 

많은  소비트 드를 요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즉,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의 색상과 톤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환경과 건강에 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한 의도라 할 

수 있겠다. 재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고 있는 우

유 시장 황에서 제품군의 구분을 넘어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에 한 노력은 필수 이다. 

따라서 각각의 유업체는 같은 제품군 안에서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하여 자사 랜드 우 를 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에 한 색채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우유는 ‘동 인’ 감성에 치했지만, 유

기농우유는 부분 ‘정 인’ 감성에 치한 결과는 기

업이 신제품 출시에 앞서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의 

감성 략을 고려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인 상황에서 각각의 유업체는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된 감성 략을 수립해야 하며, 

자사 랜드 컨셉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랜드 

고유성을 유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키지 디자인의 색채 계획이 장기 인 랜

드 략으로 이어진다면, 랜드 인지도  신뢰도를 

높여 장수 랜드 탄생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첫째, 국

내 유업체의 모든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를 포 하지 

못하 고, 둘째, 패키지 디자인의 시각  요인  색

채를 심으로 분석했다는 데 제한 이 있다. 본 연

구의 분석 결과에서 색채의 차이 이외에 용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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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의 차이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후행 

연구에서는 색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근이 

필요하며, 소비자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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