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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물건을 보호하며 이를 어떤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등， 넓은 의미의 포징은 인류 

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지혜이며 인간생활 향상을 

위한하나의 행위이다.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호k상으로 포장은 제품 

의 보호 및 운반의 원래의 기능과 함께 종류별로 다양 

한 형태와 색과 재료의 발전:로 근대 경제에 있어서 

“상품=제품+포장”이란 등식이 의미하듯 포장의 역할은 

판매 촉진 및 기업번영의 요소로서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포장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및 잠재 고객의 

/암F규매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F가 브랜드의 이 

미지를 호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엽의 발달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서 치열한 상품 경쟁 시대를 맞는 기 

엽들은 그에 적합한 마케팅전략과 포장디자인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성숙된 소비자 사회에서의 포장 

디자인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디자인은 기엽 

의 마케팅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 

가될수있는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제적 개방화와 더불어 사회적 

:로나 문화적으로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세계속의 한국으후 탈바꿈하는 소위 글로별 P~케팅 시 

대에서 우리나라의 패키지 디자인의 실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 포장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된 역사는 매우 

짧고 비교적 공산품및 타업종에서는 꾸준한 연구와 팔 

목할만한 성장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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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포장의 중요성이 높은농산물，수산물 분야는 미개 

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계속 지속되어온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농산물.수산물은 과거 o. E. M 방식을 채 

택하여 생산해내던 식품들을 이제는 품종개발， 재배방 

법， 양식기술， 장비 현대화등 꾸준한 연구로 직접 생 

산자들의 산업 구조의 변혁을 가져 왔으며 , 또한 산엽 

발전에 따라 대량 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시대가 

열리고， 그 질이나 종류도 고급화 또는 다양화 되어 

브랜드 이미지 경쟁ξ로 이르고 있다. 이에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소득의 꾸준한 호냉으로 각 지역 천연식 

품 및 우리 농산물의 애용 운동의 효과와 상품의 질적 

개선과 아울러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 

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서해남부 지역 

천연식품및 농산물 포장디자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 개발과 동시에 우리고장의 천연식품과 

농산물인 만큼 한국적 전통이미지를 부각시켜 더하고 

현 지역식품 포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 함으 

로써 소비자가 지역특성을 자랑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에게 애호t심을 고취 

시킴과 동시에 /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포장 디자인의 사회적 의의 및 역할을 바 

탕으후 포장 디자인의 기본 개념정리와 그러한 포장 

디자인이 현대 사회적 현상과 반응에 대하여 분석함으 

로서 오늘날 포장 디자인의 위치를 정의해보고 공산품 

포장디자인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산물.수산물 포장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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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현황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우리 한국천연식 

품의 이미지를 고취 시킬수 있고동시에 생산지역 주민 

의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함과 더불어 상품의 부가가치 

를 높일 수 있는데 큰 의의를 갖고 한국전통문%t을 접 

목한 시각적 조형성을 중점으로 서해남부지역의 농산 

물.수산물 포장디자인을 연구대상으로 개발 진행하여 

포장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형성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하였다 

ll. 농산물 .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분석 

1. 포장디자인의 개념 및 현황과 방향 

포장이라 함은 물품의 수송및 보관에 있어 그 

물품등의 가치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함한 재료 또는(용기)등으로 시장(市場)하는 

방법을 말한다. 포괄적으로 포장을 정의해 본다면 ‘포 

장이란 건전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최저의 가격으 

로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품의 예술이며 ， 과학이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포장은 제품의 물리적 존재에 대해서는 보호 보 

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기능(사용， 용이성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시하고， 포장디자인 자체로 

도 한층 사용하기 쉽게 가능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내용물의 이미지도 표 

현 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소 

비자의 기억에 축적 시킬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기타 매장에 있어 

서 상품의 개방진열과 대량진열의 경향이 커짐에 따라 

농산물.수산물 지역 천연식품의 포장디자인은 전원의 

명 

힘을 빌려지 않드라도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팔리게끔 

힘을 강게된다 곧 경쟁상품을 누루고 구매의욕을 불 

러 일으키기 위하여 그 디자인은 상품의 매력을 증가 

시키는 신기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포장의 그래픽， 

색채， 레터링등 시각적인 아츰다움을 강조할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살리고 형태적으로나 구조 

적S로나 특이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포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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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상품과 패키지의 관계 1) 

1) 김응화 역 패키지 소프트 - Df케팅 수단으로서으[ 포장 

윤디자인 연구소 1995 

시장개방이후 밀려들어오는 값싼 수입농산물 수산물 

때문에 국내 판매되는 상품들 조차도 제대로된 브랜드 

네임과 이미지를 강추지 못한 상태여서 우리 농산물 

수산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오히려 반감 

될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해남부 우리 지역 농산 

물.수산물의 천연식품 소비 활성화와 지역농산민의 보 

호， 더 나。}가 수출경쟁력으로 농산물.수산물의 새로 

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포장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이다. 



2 . 농산물 .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시각적 기능 

농산물，수산물 포장 디자인의 이상적 기능은 시각언 

에에 의한 심미성의 표현으로 제품의 이미지 형성 기 

능과 커뮤니케이션 수단드로서의 기능이다. 

새로운 이미지 형성 가능은 포장을 시각화하여 

기억상(Remembered Image)과 정셔적 연상 

CEmotional Assoc iation)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이것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지각CNew Perception)이 

나 새로운 개념 CNew Concepts)을 형성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포장이 포용허는 

아이디어나 내용을 전달히는 조형적인 매체 즉 형태 ， 

색채， 문자， 기호， III ustra tion을 시용하여 소비자에 

게 그 상품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첫째，판별하기가 쉬워야 하며， C상품명의 구별) 

둘째，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세째 ，진열 효과가 있어야 하며， 

네째，사용상 편리해야 하며 , C기능적 구조) 

다섯째，각종 이미지의 표현이 뛰어난 것이어야며， 

여섯째， 2차적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곱째， 제품의 성격을 파악 해 낼 수 있는 타입 

Ctype)이있어야 한다 

즉 포장의 아름디운 색채 및 형태와 제품의 보호 및 

편리성， 진열 효과등으로 상품의 가치를 연출시켜 구 

매를 유도하고 상품의 존재를 빨리 알리며 ， 판매를 촉 

진 시키는 포장의 상품성 CCommercial function)및 

구매자의 심 리성 CPsychological f unction)또한 포 

장기능의 요소이다. 

2 ) 김응화 역 패키지 소프트 마커|팅 수단으로서의 포장 

윤디자인 연구소 1995 

|샘산기술적 요소 | 

| 업렁적 요소 | 

E월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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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리적 보호기능 

(내용물의 손상을 앙지하는 것을 주 

로한강도면) 

보존기능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면질， 멀러l등 

의 침입 앙지) 

l 유롱적성 

(물류，상온， 냉장， 냉동 적성등의 조건 

에 강한소재와형태) 

샘산성과코스트 

(작업성과 기계젓성이 줄고‘ 필요없는 

비용이 들지 않을것) 

안전위생 

(식품 위성업등으로 정해진 재질적 

기준에 적할할것) 

표시성 

(폼멸， 내용랑. 7덕， 원재료， 침]털， 

영앙문 제조프tDH자 제조년월일， 상 

미기간， 모존앙업‘ 조리앙빌등) 

폐키툴환경오염 빙지 

(폐기 공해키 되지 않는 재질) 

자원과에너지가되는것 

(Ã댄의 낭비， 샘산에너지로 낭비가 

되지않는 재질) 

판매 단위구붐 

(A용하71 쉬운 앙， 시용하키 위운 조 

할등) 

점두효과 

(네이밍1 캐치카피， 그래픽 디자인， 구 

조 디자인， 재질등에 의해 점두에서 

눈에 띄키쉬울것) 

생활편리성 

(주로 구조 디자인괴 재질에 의해서 

A댄옹하기 쉬워야 응댄E 것) 

정보성，정서성 

(시회적 화제성과 신규성을 전달하 

고 네이밍， 캐치71:피， 그래픽 디자 

인， 재질 구조디Ã~등에 의등뼈 

그 상풍깊은 01口 l지와 적성올 7띨 것) 

도표 2 제품의 내용물 + 패키지의 역할과 기능 = 상품 2) 

오늘날의 포장디자인은 특히나 상품을 겉으로 미화 

하고 장식한다기 보다는 가장 다이나믹한Cdynam i c) 

한 기능적 원척에 따르고 있음을 중요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산업사회속에서 포장디 

자인은 기능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예술 문화적 측면과 

산업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며 공학적 기 

준에서 얻어지는 외형적 구조와 조작의 편의성 외에도 

인간에게주는 육체적， 정신적， 쾌적성의 정서작용 또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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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성， 민족성， 사회성， 개성등이 복합된 공약수 

적 미의식 위에 생리적 , 심리적 기능도 포함되어야 하 

며 포장의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과 함께 환경적 측 

면 즉 지원 절약및 포장 폐기물 처리의 문제등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것이 오늘날 포 

장의 시각적 기능뿐만아니라 포장의 포괄적인 기능이 

며 의무이다. 

lll. 농산물.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시각적 조형 

1. 칼라CColor) 

포장에 있어서 색채의 적용이 중요한 것은 시각 효 

과라는 점에서 색채가 가장 소구성을 강고 있기때문에 

고객의 주의를 끌고， 장식적 가치를 더해 주며， 내용 

/SL품의 특징을 알려줌과 동시에 구매충동을 일으켜 판 

매를 증진시키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포장의 색채는 가장 우선적A로는 제품의 특성을 상 

징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시각적으로 명시도， 기억도 

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반복 구매나 충동 구 

매를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색채는 

여러가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것이 보는 사람 

개개인의 주관과 그 때의 기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 

으나 대체로 색은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색채연상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식품포장의 색채계획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 

려한 색상관습성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 

들이 제품과 맛을 색채로서 연-"'J-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포장색채의 선택은 그 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고 

유한 색채를 제시히는 것이 유려하다， 

1) 각 색의 이미지 공간 내에서의 위치 (도표3) 

cool 

소비자의 감성적 소구를 자극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역시 포장의 색채감일 것이다. 농산물.수산물 칼라에 

있어서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적， 상품적 

특성에 따론 이미지 차별화를 유도하여 승L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색채를 지향하여아 하며， 수출 경쟁력 

또는 특수 상품을 제외한 경우 -"'J품성을 높이는데 효 

과를 두어야한다. 

셔해남부 농산물.수산물 포장디자인에 적용될 색채 

는 농산물에는 포장의 가독성과 지역특색의 인간적인 

친숙도를 높이 고려하여 상품의 선호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을 기준하였고 수산물 포쟁l는 바다의 시원함으 

로 제품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시원하고 차가운 이미지 

을 더하여 포장색채를 전개하여 진행하였다. 



2) 농산물 색채분석과 계획 (그럼1) 

soft 

’辦;鍵 | 
을~-

‘ H'_ 

worm 

3) 수산물 색채계획과 분석 (그림 2) 

worm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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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고타입 CLogo type) 

포장 디자인에 있어서 브랜드 네임을 문자로 표현 

한 로고타입 Oogo type)은 포장의 표면디자인에서 색 

채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로고타입의 표현은 타제품에서 볼 수 없는 독 

창적인 시각적 특성인 독자성(獨自性) , 일정한 서체에 

따른 문자의 구성적(構행的) , 형태적 C~態的) 요소에 

서 제품이미지를 생각히판 상징성(象徵性) , 쉽게 읽혀 

질 수 있는 가독성， 제품이미지의 통일적 형성과 강조 

를 위한 적응성(適應性) 시대 감각에 대응히는 현대 

성 (現代性)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차 

별화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만 

족될때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쉽게 그러고 강하게 인식 

시킬수있을것이다. 

서해남부지역의 농산물.수산물의 로고타입과 브랜드 

네임 개발은 기존의 명조체， 둥근고덕체， 고닥체의 획 

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오픈 스타일， 모던 스타일을 도 

입 지호f하였다， 프리핸드로 개발된 서체를 개발하여 

포장의 소단위부터 대단위에 이르기 까지 손색이 없고 

가독성이 높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 

지와 특색에 맞게 이미지를 개발 진행 하였고 기존의 

네모틀 형태에셔 벗어난 독특하고 변화있는 탈 네모틀 

형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 식품의 상품성의 효과를 놀 

일 수 있도록하였다. 

1) 농산물 로고타입 (그럼 3) 

깅쳤t11~ 

擬觀斷j
4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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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로고타입 (그럼 5) 

옆뚫홈쇼츰 
혔뿔쫓灣픔; 

끓활 
짧4蠻 

짧젊製 

쩔짧 
디|뿌t醫 

r￡· 톨뀔 

뚫환쇼츰 
꿇줬籍 

빼藝짧흙 

鍵웰짧 
J繼醫鍵

효ξ훌홈한← 

찮뿔빼훌휠~+ 

그림 (6 )수산물 로고타입 이미지댐 
(그림4 ) 농산물 로고타입 이미지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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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lustration 

포장 디자인에 있어서 일러스트는 문구의 나열로 표 

현된 것보다 시각적 인지(認知)도 면에서 뛰어나다. 

특허 제품들의 대량 진열시 색채와 적절하게 결협승F게 

되면 눈에 띠어 소비자가 그 상품을 기억하게 함으로 

써 재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한 전달은 일련의 상횡을 

설명히는데 있어서 언어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포장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항상 브랜드와 공 

존함으로써 최대의 전달효과를 가지게 되며 내용물의 

분위기를 형성시켜준다. 즉 문자로는 쉽게 전달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 및 인간의 내재성과 같은 것을 전 

달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조형요소 

로셔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CD. 주의를 상품으로 이끈다. 

@. 상품을미화시킨다 

@. 상품의 내용을 암시한다. 

@). 문안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제품의 사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소비자의 만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식품포장의 일러스트레이션은 크게 사실적인 수법으 

로서 가시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것과 간접적인 수법으 

로서 가시적인 요소， 상징화된 요소인 스타일리스 일 

러스트를 포함하는 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 및 심볼 일 

러스트레이션， 패턴 일러스트레이션을 포뺨}는 추상 

적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일러스트레이션을 지향함으로써 현대성， 독 

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해남부의 농산물 수산물 포장디자인에서는 한국적 

인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전통문양을 테마로전개해 나 

’ 99한국디자인포를 4호 

감으로써 고유 우리지역의 서해남부 천연식품의 이미 

지를 부각시켜 식품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통문양 

을 현대화하여 모티브로 전개하였고 그리고 일러스트 

레이션의 둥근 원형의 도형적 요소를 가미하여 온화한 

우리 고유의 민족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전통문양 

과의 어우러짐속에 소구 대상에게 친근함과 한국적 이 

미지를 섬어주고 더 니ο}가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데 역할을 한다. 또한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를 줌으로 

서 이지역 서해남부의 식품재료의 풍부함과 친금감을 

배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더불어 세계속의 우리것 

을 자랑히는데 손색이 없는 자신감을 줄수있디는데 대 

해 중점을 두고 개발 진행하였다 

1) 적용된 한국전통문양의 실예 (그림 7)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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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러스트레이션의 분류 

@농산물 (그럼 8) 

‘ 소포장 A타입 

‘ 소포장 B타밑 , 전체전개도 

팩훌 

(인쇄를 위한 최종교정안) 

‘ 소포장 C타입 

@수산물 (그럼 9) 

1 혹를틀 

‘ 기본 Basic 



‘ 응용 A타입 
(일반천일염 꽃소금) 

4톨i 

‘ 응용 B타입 
(가정용구운소금 절임용) 

4 구조 및 형태 

포장은 입체적인 형태인 구조 디자인과 그 구조를 

둘러싼 표면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쟁l 있어서 

구조( Construction)는 내용물을 담는 형태이므로 내 

용물의 수송， 보관， 판매， 시용하는데 적적해야 한다 

포장은 그자체가 상품의 개념으로써 제조되는 제품 

과 한 덩어리로 생각하여 구조디자인을 계획해야 하므 

로 구조는 상품의 몸통 구실을 하게 된다. 또한 구조 

’ 99한국디자인포름 4호 

디자인은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내용물의 성질이나 

품종에 대해 정확히 파익봐고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상 

품 구매력을 높이는데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해남부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은 주부들을 대상으 

로 한국전통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는 

concept으로 제작되어 현대 판로를 형성하여 효율적 

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식품의 이미지를 갖는 온 

화한 색채와 전통적 문oJ'을 접목시킴A로서 그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히는 시점 

에 있어 포장의 기능과 억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자랑해야한다. 

r뚫숲훌룹".;.-

(그림 1 0) 서해남부 지역의 농산물 포장 

천관산이 한눈에 보이는 장흥에는 옛부터 마을을 지 

켜주는 산수가 좋은 고을로 유명하다. 이지역의 대표 

하는 산이름을 벌어 생산해내고 있는 천관킴은 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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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것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브랜드네임을 개발하여 포 

장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천관검은 타제품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바탕을 마른 

모， 삼각형의 모티브로서 독 

창성을 주었고 바다에셔 

직접 생산해내는 제품을 

뜻하기 위해 cool 계열과 

bule 계열의 색을 적용하였 

다. 또한 모든 제품의 특정으로 

캐릭터를 사용하였으며 캐럭터는 누구나가 공감될 수 

있는 바다의 상징인 돌고래와 친구 소녀를 등장하여 

천관돌이의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서 장흥천관깅을 쉽게 

소비자에게 인식할 수 있게 진행 하였다. 

(그럼 11) 서해남부 지역의 수산물 포장 

‘lIlC> 
CII!Þ 

결론 

포장은 생활자체의 문화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간 스 

스로가 필요로 하는 도구의 개념 및 예술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속성이다. 예술은 그것 자체가 목적 

이 될 수 있는것에 반해 포장디자인은 수단이며 지금 

을 반영할 시대성이 필요하고 진정한 의미에셔의 포장 

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적， 미적 욕구의 만족일 것이며 

디자인 최대의 기능 이기도 하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특성표현과 한국의 이 

미지를 고취 시킬 수 있고 농산물 수산물 포장디자인 

의 시각적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측면이 

검토되어야한다. 

디자인 활성화 방안이 각 지자체별로 우후 죽순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지방소재의 디자인 회사의 사정은 다 

르다.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동종 상품과의 차별 

화를 두어 기업의 인지율을 부각시키고 세련되고 깔끔 

한 디자인으로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상품의 질적 

호t상과 구매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 

는 이미지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컬 

러선정과 문oJ-을 현대화 하여 적절히 표현 해야한다. 

전통이라 하면 한국적인 요소로 세계시장에서의 상 

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적드로 개발 상품화 하는것 

이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적 

인 기술과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의 독창적인 전통문화요소의 상품가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대적 표현양식의 디자인 연구와 중 

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미개발 되어온 서해 

남부지역 천연식품 및 농산물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시 



점에 있고 또한 포장은 단순히 팔기위한 전략이 아닌 

인간중심의 인간 생활 저변을 위한 미적인 것에서 기 

능적인 것으로 환경문제에 까지 면밀히 이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남부지역 천연 식품 및 농산물 

수산물 포장디자인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브 

랜드 개발과 동시에 우리고장의 천연식품과 한국적 전 

통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현 지역식품 포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지역 특성을 자링 

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세 

계속의 한국 이미지를 심어가는 포장의 발전기능과 더 

불어 서해남부지역의 식품포정을 개발히는데 큰 의의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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