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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날 유통구조의 변화는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격하게 수요가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역시 내용물을 보호하려는 안 성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수 있는 랜드  디자인이 어느 

때보다 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딸기 과채류는 다른 과채류에 비해 껍질이 얇아서 약한 충격과 

흔들림에도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키지의 지기구조나 소재에 안정성 향을 많이 받는다. 한, 

직거래 유통이 많은 과채류다보니 생산농가의 열약한 환경 때문에 패키지디자인이 다른 상품에 비해 경쟁

력이 떨어지는 것이 실이다. 즉, 딸기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딸기패키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욕구

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다. 딸기 매에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패키지개발의 기 연구가 시 한 실정

이다. 패키지요소(형태, 소재, 디자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패키지의 문제 을 악하고, IPA MAP( 요도, 

만족도)분석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지가 추구하는 개선 을 악하고자 한다.

■ 중심어 :∣지기구조∣트랜드∣중요도∣만족도∣분석∣
Abstract

For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these days, consumer demand is moving rapidly from 

offline to online. The consumers’ mentality to purchase products conveniently is reflected in this 
phenomenon.
Also for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to protect contents, brand and design which can provide 

credibility to consumers are recognized as most important than ever. Especially, strawberry is 
thin-skinned so that the quality of product may deteriorate even with weak impact and shaking, 
so it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packaging or material. Also, strawberry is 

frequently distributed through direct trading, it is the reality that the package design of 
strawberry is less competitive than that of other products due to inadequate environments of 
commercial farms. That is, the demand of strawberry increases everyday but the strawberry 

package cannot fulfill the needs of produc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in strawberry sales, it is urgent to carry out fundamental studi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pack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ement and improve 

issues arising from the usage of current strawberry package. Through the analysis of 
strawberry package elements (shape, material, design) and understand the points of 
improvement sought by producers and consumers through IPA MAP (importance, satisfaction 

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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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논문은 2014년도 청운 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수일자 : 2015년 11월 05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3일

교신 자 : 이승용, E-mail : daho3265@chungwoon.ac.kr



딸기패키지 구성요소(형태, 소재, 디자인) 조사 분석 및 IPA MAP분석을 통한 개선점 연구 43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국내의 농산물 유통시장은 직거래와 온라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거래와 온라인 매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를 유지하는 장 과 생산농가 가격 향상, 

소비자 가격 안정성, 높은 품질 수 으로 생산자와 소

비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이러한 장 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직거래와 온라인 매를 권장하는 추세

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구매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유통업체들이 유통경로에 불공정을 래

하는 부당한 납품 행 로 생산농가들이 농산물 유통단

계 5～6단계를 거치면서 생산자의 유통비용 부담으로 

농산물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1].

여기에 딸기 역시 껍질이 약한 과채류여서 수확, 선

별작업  유통과정에서 물리  손상을 많이 받기 쉬워 

생산 이후 품질 하가 심한 농산물 에 하나이다.

이러한 딸기상품을 보호하기 해서는 유통과정에서 

손을 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능성이 요

구되어지는 견고하고 실용 인 패키지개발이 실하다.

최근에는 가격경쟁에 따른 비용 감할 수 있는 실용

성과 환경을 배려한 친환경 기능까지 요구되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그래서 딸기과채류 부가가치 창출을 한 방안으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딸기 과채류는 소비자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통과정에서 많은 비용

이 소요되는데 비용을 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유통구

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윤을 되돌려  수 있는 

직거래와 온라인 매를 확 해 나가는 방법이다.

둘째, 안 한 딸기 품질을 높이기 해서 딸기패키지

의 기능성  실용 인 패키지의 개발에 심을 가지는 

것이 높은 부가가치를 완성하는 일이다. 한 소비자들

의 욕구에 부합하기 해서는 지역특화 랜드 토착화 

 신뢰도를 높여주는 품격 있는 디자인을 보 화 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딸기과채류의 특성을 고려한 형

태(지기구조)에 기능성과 소재에 안정성  다양한 디

자인에 신뢰성까지 구축된 패키지디자인을 개선[3]함

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에, 최종목 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딸기패키지의 

개선 을 데이터화 하여 성공 인 딸기패키지 연구개

발의 기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 과 IPA MAP분

석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를 악하여 개선

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4].

첫째, 이론  사례분석으로 딸기패키지의 기본 인 

특징과 요소들을 악하고 국에 딸기패키지들을 조

사하여 분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문제  분석으로 딸기패키지 구성요소(형태, 소

재, 디자인)들을 디자인 Map분석 통해 패키지의 문제

들을 악하고자 한다.

셋째, 개선  분석으로 딸기패키지 련된 생산자와 

문가를 상으로 IPA MAP분석1 방법을 통하여 딸

기패키지(형태, 소재, 디자인) 요도와 만족도를 분석

하여 생산자의 Needs 악한다.

넷째, 패키지 문제  분석과 생산자  계자 Needs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 을 도출한다.

그림 1. 연구개발 모델

1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상품에 한 사용  요도

와 사용 후 만족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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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딸기 농산물 패키지 실태조사

1. 딸기패키지 현황
국내 딸기 생산지가 서울권을 제외한 국에 분포되

어 있어서 딸기패키지 제품은 딸기 생산지역 생산량과 

상 계가 있다. 경기도, 충청남북도, 라남북도, 경

상남북도로 4개 구역으로 분포되어져 있다. 그 에서

도 딸기패키지를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경기도

를 제외한 3개(충청남북도, 라남북도, 경상남북도)지

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가지 형태와 구조의 딸기패키

지가 만들어져서 매되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패키지 

수요와 양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딸기패키지 형황 및 분포도

2. 딸기패키지 특징
2.1 전국 딸기패키지 특징
○ 경기도는 생산량이 지극히 미비한 지역으로 체험

형 딸기 농가들이 집해 있다. 시장 출하를 하기에는 

수량이 고 수도권의 체험형 학습장 형태로 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딸기 포장보다는 선물용 패키지 구성으

로 되어 있으며, 장 직거래 매와 병행하고 있다. 

○ 강원도는 딸기 생산이 자연 인 제한으로 인해 여

름딸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시

범 소량 수출한 경험이 있다. 생산량이 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모두 소비되는 형태이며 외부에서 딸기가 유

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생산량이 미비하기에 패키지 개

선의지가 미비하며 직거래 매를 우선 으로 하고 있

는 지역이다.

○ 충청북도 지역은 논산에 비해서는 미비한 생산량

을 가지고 있지만, 딸기 손에 한 패키지 구성을 다

각도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 랩포장 방식과 PET

포장 방식을 비교하면서 수요처의 특징에 맞게 패키지 

구분을 하고 있으며, 택배 매 방식은 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시장 출하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충청남도에서 딸기 주산지인 논산시에서 많은 생

산량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 농산물 통합 랜드인 

스민 랜드를 이용 딸기를 유통하고 있다. 다른 지역

에 비해서 딸기에 한 시에 한 심이 높고 딸기 

련 마 을 일  시작한 지역이다. 

○ 경상북도 지역은 경상남도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수출은 2011년 재 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출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과 마

찬가지로 유통하는 곳에 따라서 패키지의 변화가 존재

하며, 발포스티로폼과 종이 패키지를 동시에 사용 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모

여 있다. 진주를 심으로 농  단 로 수출  국내 유

통을 하고 있다. 수출용 패키지와 내수용 패키지를 이

원화 시켰으며, 포장방식과 디자인에 한 수요가 높은 

지역 에 한 군데이다. 국내 유통과정 에는 난좌 포

장방식을 이용한 수출과 국내 베이커리 유통을 하고 있

는 곳 이다.

○ 라북도 삼례에서 딸기 시설 농가가 집해 있으

며, 다양한 수요처로 재 매가 되고 있다. 선별장을 

통한 매와 직거래 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처가 다양해서 패키지 종류의 세분화가 잘되어 있

는 편이며, 랜드를 알리기 해서 외부 패키지 캡을 

이용한 랜드 인쇄등도 하고 있다.

○ 라남도 담양의 딸기 클러스터 사업단을 심으

로 딸기 농가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패키지부터 로

까지 사업의 단일화를 이룩하면서 패키지 디자인 향상

과 함께 수출까지 성사 시켰다 국내 패키지는 독립된 

원스베리라는 랜드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반면 수

출 랜드는 경상남도 패키지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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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투명PVC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표 1. 전국 딸기패키지 현황

2.2 전국 딸기패키지 분류
딸기의 국내패키지 소재상 분류로는 골 지패키지, 

스티로폼패키지, PVC패키지 나뉘며 겉패키지는 골

지 소재로, 속패키지는 스티로폼 소재로, 낱패키지는 

PVC 소재로 사용된다. 

규격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소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경상남도 진주는 PVC 투명용기에 0.5kg 는 

0.75kg단  낱패키지 박스를 4개씩 1상자에 넣어 출하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라남도 담양은 골 지상자에 

PVC투명 용기를 담아 생산량의 부분을 마트와 백화

에 출하하며, 수출용패키지 규격은 진주에서 생산되

는 상품과 동일하다. 고령은 생산량의 부분을 스티로

폼에 담아 마트로 출하한다.

지역

골 지 스티로폼 PVC

내포장 외포장 규격
(KG)

규격
(KG)재질 규격(KG) 규격(KG)

경상도 PVC투명
용기

0.5×4
0.75×4

1
2

2
1 2

전라도 PVC투명
용기

0.5×4
0.75×4

1
2

2
1 2

충청도 PVC투명
용기

0.5×4
0.75×2

1
2

2
1 2

표 2. 지역별 딸기패키지 규격

Ⅲ. 딸기패키지 분석

1. 형태 분석
1.1 농산물패키지 지기구조 특성
농수산물 품질 리원에서 농수산물 제품에 해서 

패키지 표  규격을 마련해서 농가들의 패키지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패키지 형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 인 농산물패키지의 형태2에

는 4종(홈 형, 오 형, 손잡이형, 뚜껑형)으로 분류된다.

4종패키지는 홈 형과 뚜껑형 같이 다른 패키지형태

에서 볼 수 있는 4각형구조에 덮개(뚜껑)가 있는 기본

인 유형과 손잡이와 층구조를 고려한 운반과 보

이 용이한 오 형과 손잡이형으로 나 어진다.

종류 구조 기능/내용

홈판형
외장형 골판지 상자를 표하는 형식으로 한 
장의 골판지로 제작, 모든 날개의 길이가 같
고 바깥날개가 서로 맞닿은 상자이며, 경제적
이고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

오픈형
(접는형)

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음새 없이 조
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소포 및 선물
용 상자로 많이 사용

손잡이형 
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밑바닥을 조립한 
후 윗부분은 옆면에 끼어 손잡이로 만들었으
며, 선물용 상자로 사용

뚜껑형
(씌운형)

드레스 상자로 표되는 형식이며 몸통과 뚜
껑, 2조각 이상으로 구성

표 3. 농산물패키지 지기구조 종류

1.2 농산물 딸기전용패키지 지기구조
① 겉 패키지

딸기 겉패키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 형 패

키지는 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음새 없이 간편

하게 조립되어 인건비 감이 용이하며, 상단부분이 오

되어 있어 소비자가 패키지를 오 하지 않아도 내용

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 큰 장 이다.

한 딸기패키지 부분에서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다.

2 한국골 지 동조합, www.kcca.or.kr / 원패키지 자료실, 

www.idwp.co.k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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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개도 입체도

0425

0432

0435 

표 4. 딸기패키지 표준구조(농산물품질관리원기준)

② 속 패키지

속패키지는 원형과 사각 타입 2종류가 존재하며, 포

장의 용이성 때문에 다수의 농가에서 사각형 투명 

PET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각 부분마다 PET용기의 두

께가 다르며 상단 캡 부분이 몸체보다 높다. 과채류 특

성상 호흡을 하기 때문에 패키지 상단과 측면에 구멍 

 여유 공간이 있으며 딸기 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2단팩을 채용한 구조도 있다.(  라남도 사용 

) 용기의 규격은 박스 패키지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

며, 딸기만을 한 용 패키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다른 과채류  과일류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단에서 르는 압력

에 해서는 1차 으로 외부 패키지가 흡수하고 2차

으로 캡 부분에서 압력을 견뎌내는 구조이다. 

종류 사각형 원형

속패키지

표 5. 딸기패키지 속패키지 형태

2. 소재 분석
1.1 소재 특징
딸기패키지 소재 분류로는 낱패키지, 속패키지, 겉패

키지 세 종류로 나 어져 있다. 

① 겉 패키지 : 제일 큰 사이즈로 많은 양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로 2～5kg까지 있다. 소재는 

물결형 골의 라이 를 합한 특수 구조체로 비교  

가벼운 상품의 포장에 합하여 큰 충격흡수성과 

강한 압축성을 가지고 있어 완충  고정자 역할

을 하여 상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속 패키지 : 낱 패키지보다 많은 양을 담을 수 있

으며 개별패키지로도 매한다. 소재는 발포지, 

스티로폼, 폴리에틸  등과 공기 충진 포장으로 

딸기 손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③ 낱 패키지 : 개별패키지로 매하기도 하며, 종합

패키지에서 가장 안쪽에 묶음 단 로 포장된다. 

소재는 PSP트 이, 폴리 로필 , PE트 이 등으

로 구성된다.

용모델 소재

 
겉패키지 골판지(A,B) 골판지(E,DW)

낱패키지 PSP트레이 폴리프로필렌 PE트레이

속패키지 발포지 공기충진포장 스티로폼 폴리에틸렌

표 6. 딸기패키지 소재분류

1.2 딸기패키지 활용 및 소재 선호유형
골 지 재질보다는 스티로폼 포장 단 를 선호하는 

편이다. 유통 인 측면에서 가격이나 포장시의 이 이 

좋다는 농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수용은 2kg 박스단

 4팩 구성이 많으며 수출용은 2kg 8팩 구성도 에 

뛴다. 일부 리미엄 제품 에는 완충제 에 하나인 

난좌를 이용한 포장 방식도 있으면 수출용  베이커리 

납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티로폼 패키지에 종이 캡

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품 보호 인 측면보다는 농가를 

알리거나 상품을 알리기 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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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분석
1.1 BI 분석
랜드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라도 상품을 알아보고 

기억하게끔 색상과 로고를 다양하게 표 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랜드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하려면 차별화된 의미 있는 디자인개발

이 으로 필요하다.

분석결과, 디자인형식은 고딕체와 상용폰트를 이용

한 로고타입 형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에서 1/3은 캘

리를 이용한 로코타입 형식으로 분포되었다. 한 딸기 

상품을 직 으로 강조하는 제품이미지 부각 형태인 

심볼마크타입 역시 랜드디자인개발 형식에서 두 번

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 3. 딸기브랜드디자인 분석표

1.2 그래픽디자인 분석
분석결과, 체 으로 랜드 비주얼에서  역

할을 하는 로고타입 형식을 패키지 앙에 집 시켜 가

독성을 부각하 다. 그리고 딸기제품에 한 개성 달 

 감성 인 어필을 해 제품이미지를 후, 좌우 사

방에 연속이미지로 구성하 다.

한, 지역별 분석으로, 트 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의 패키지는 경상도의 수출용 딸기패키지를 포함

한 내수용 베이커리패키지이다. 사각형태의 안정된 구

조와 세련된 로고타입을 강조하고, 딸기이미지를 사용

하여 제품을 부각시켰다. 추가 으로 표기사항을 간소

화하여 심 하고 깨끗한 이미지 달  지역통합 랜

드 용하여 과채류식품의 안 성을 극 화 하 다.

그 반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사용되는 딸기패키지

는 수요가 고 체험과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열악하다.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를 

 수 있는 고  상용화 패키지디자인개발이 쉽지 않다.

그림 4. 딸기그래픽디자인 분석표

1.3 컬러 분석(트랜드 이미지 컬러포지션)
분석결과, 패키지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품의 특성과 연상되는 부드럽고 동 인 Red, Yellow 

Color의 조합이 다수이며, 보조컬러로 친환경 인 이

미지의 Green Color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첫째, 고명도와 고채도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극 화

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둘째, 단색과 무채색을 배제하고 유채색과 배색을 사

용함으로써 패키지의 다양함 화려함을 통한 고 화로 

소비자 신뢰를 부각시키려는 략을 사용하 다.

셋째, 비가 강하고 제품과 유사한 색을 사용함으로

써 제품에 이미지를 부각하고 친환경 인 이미지를 살

려서 소비자의 안 성을 꾀하려 했다. 

그림 5. 딸기패키지 컬러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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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 분석

1. 분석방법 및 지표산출
1.1 분석방법
사용자 요도와 만족도 측정하여 개선여부를 악

하는 IPA(Importance Performance)분석 측정으로, 효

율 인 마 을 활용하기 한 분석방법이다.

딸기패키지를 형태, 소재, 디자인 3가지 상품 구성요

소인 표 인 제품을 선정하여 딸기기   생산자에

게 제품을 보여주고 설문을 통하여 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표산출 데이터추출은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 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을때는 개선필요

• 요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을때는 개선노력지속

• 요도가 낮고, 만족도가 높을때는 개선노력 환

• 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을때는 개선불필요

요도가 높은 상품인데 만족도가 낮은 상품은 개선

이 필요하지만, 반면 요도가 낮은 상품인데 만족도가 

높은 상품은 개선으로 환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수정이 략 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림 6. IPA분석 측정표

1.2 지표산출
지표값은 우리나라 최  딸기 생산지인 충남 논산지

역과 북 완주군 삼례지역에 있는 지자체, 기 , 생산

농가(지역 동조합  주식회사, 개인회사)20여기 에 

200여명의 딸기 계자에게 형태(5가지 모델), 소재(3가

지 모델), 디자인(10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복수선택이 가능한 설문을 통해 요도와 만

족도에 한 지표값을 산출하 다.

그림 7. 지표산출 설문조사

2. 형태 분석
재, 딸기패키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유형은 

조사 분석 결과 1조각으로 조립이 간편한 편리성과 상

품을 직 보고 살 수 있는 신뢰성  여러 겹(층)으로 

쌓아도 잘 견디는 견고성이 우수한 오 형이다.

IPA분석결과(유형과 요도와 만족도 격차순)는

① 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은 개선불필요 패키지

는 P3(손잡이형)로 나타났다. ② 요도가 낮고, 만족도

가 높은 개선노력 환 패키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요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개선노력지속 패키지

는 P1(홈 형), P4(뚜껑형), P2(오 형) 3종으로 나타났

다. ④ 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개선필요 패키지

는 P5(응용형)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손잡이형 패키지는 다른 다양한 지기구조

로 개발할 수 있지만, , 패키지지기구조는 사용상의 

불편함과 개발의 시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다. 반면, 응용형 패키지는 요도와 만족도 편차값 

2.08으로 가장 높아 많은 소비자들이 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 제품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는 다른 형태 보다 상품 보호에 있어 안 성이 뛰어나

지만, , 제품의 지속 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

이다.

그림 8. IPA 형태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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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투명PVC
요도 만족도

편차
선택 평균 선택 평균

P1
홈
판
형

116 2.32 108 2.16 0.16

P2
오
픈
형

164 3.28 156 3.12 0.16

P3
손
잡
이
형

88 1.76 68 1.36 0.4

P4
뚜
껑
형

142 2.84 128 2.56 0.28

P5 
응
용
형

188 3.76 84 1.68 2.08

표 7. 형태 만족도분석 / 선택수50(4이하 평균%)

2. 소재 분석
재, 딸기패키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유형은 

조사 분석 결과 소량 매에서는 PVC와 스티로폼 소재 

이고, 다량 매는 골 지 소재의 종이패키지이다. 

IPA분석결과(유형과 요도와 만족도 격차순)는

① 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은 개선불필요 소재와, 

요도가 낮고, 만족도가 높은 개선노력 환 소재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요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개선노력지속 소재는 P2(PVC), P3(스티로폼) 2종으로 

나타났다. ③ 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개선필요 

소재는 P1(골 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PVC, 스티로폼 소재는 요도와 만족도 

편차값 0.52, 0.96으로, 소비자가 소량으로 구매하면서 

소재에 의해 발생하는 상품 손 보다는 겉패키지(종이

소재) 편차값 2.02으로 다량으로 구매 시 손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림 9. IPA 소재측정 결과

지역 투명PVC
요도 만족도

편차
선택 평균 선택 평균

P1
골
판
지

175 3.5 74 1.48 2.02

P2
P
V
C

148 2.96 122 2.44 0.52

P3
스
티
로
폼

162 3.24 114 2.28 0.96

표 8. 소재 만족도분석 / 선택수50(4이하 평균%)

3. 디자인 분석
재, 딸기패키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디자

인 유형은 지역별로 수요가 가장 많은 충청도, 라도 

패키지이며, 수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상도 패키지

는 국외 소비자 Needs까지 고려한 디자인이여서 디자

인요소를 갖춘 경쟁력 있는 패키지로 인지하고 있다.

IPA분석결과(유형과 요도와 만족도 격차순)는

① 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은 개선불필요 패키지

는 P2(강원도 2유형)로 나타났다. ② 요도가 낮고, 만

족도가 높은 개선노력 환 패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③ 요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개선노력지속 패

키지는 P7(강원도 1유형), P5(충청도 1유형), P8(경상도 

2유형), P9( 라도 1유형), P1(강원도 1유형)으로 5종으

로 나타났다. ④ 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개선필

요 패키지는 P3(경기도 1유형), P6(충청도 2유형), P4

(경기도 2유형), P10( 라도 2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디자인요소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보면, 

• 랜드디자인결과 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P7, 

P5, P8, P9, P1(5종) 패키지들은 상용고딕체 로고타입 

형식 용하고 있으며, 직선 이고 제된 타입으로 신

선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어 소비자에 한 식품의 안

성을 높이려고 하 고, 로고타입의 균일한 조화성은 소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었다. 한 리 형식의 로고타입은 체패키지디자

인에 30%정도가 용되어 친환경  자연에 이미지를 

연상시켜주는 효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래픽디자인결과 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차 

값이 평균 0.2를 넘지 않는 심도가 높은 구도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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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그래픽효과를 앙과 우측에 배치하여 가독

성을 높이며, 안정감도 주었다. 한 제품이미지를 직

으로 사용하여 상품이미지를 극 화하 다.

• 컬러사용 결과 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컬러는 

다수가 제품이미지와 식품의 신선함을 고려한 Red, 

Green계열에 컬러를 많이 사용하 고, 딸기상품 이미

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용하 다.

그림 10. IPA 형태측정 결과 

지역 투명PVC
요도 만족도

편차
선택 평균 선택 평균

P1
강
원
도

178 3.56 182 3.64 -0.08

P2 84 1.68 55 1.1 0.58

P3
경
기
도

136 2.72 94 1.88 0.84

P4 112 2.24 68 1.36 0.88

P5 충
청
도

182 3.64 168 3.36 0.28

P6 164 3.28 86 1.72 1.56

P7 경
상
도

134 2.68 119 2.38 0.3

P8 164 3.28 156 3.12 0.16

P9 전
라
도

189 3.78 174 3.48 0.3

P10 178 3.56 102 2.04 1.52

표 9. 디자인 만족도분석 / 선택수50(4이하 평균%)

Ⅴ. 결론

딸기패키지는 제품을 보호하는 농산물패키지의 기본

요소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수 있는 디자인은 조사 

분석(Map IPA)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첫째, 형태(지기구조)에 한 개선 은

조사 분석결과 패키지 지기구조가 상품의 안 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딸기 유통과정에

서 신선도 유지와 충격에 의한 손문제가 생산자, 소

비자 모두에 요한 심사다.

IPA분석결과 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가 낮은 속 

패키지의 시 한 개선사항으로 유통과정에서 충격과 

흔들림으로 인해 딸기제품끼리 부딪 서 상품가치의 

품질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해 과학 이고 진보 인 

지기구조 해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개선 은 딸기제품 신선도 유지에 따른 산소호흡과 

공기통풍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 기존 제

품들과 같이 패키지 상단 면에 만들게 되면 여러 제품

을 층 하 을 때 공기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패키

지 면에 용하는 지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한, 량의 겉 패키지를 층 하 을 때 압력을 견

딜 수 있게 이 구조로 사용하는 방법과 상단에 양쪽 

날개와 같이 면을 추가하여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지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구조의 변화

에 따른 흔들림으로 딸기제품에 손을 계란  는 

난좌구조와 같은 낱개 포장 형태로 흔들림과 충격을 최

소화하는 지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소재에 한 개선 은

조사 분석결과 패키지 소재 역시 상품의 안 성에 많

은 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딸기가 직 으로 

이 이루어지는 속 패키지 부분으로 재 사용되는 

PVC와 스티로폼 소재가 제품보호를 해 얼마나 용이

한 소재이며, 더 효과 인 소재가 있는지 계속 으로 

연구해야 하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IPA분석결과 많은 생산자들이 량 유통과정에서 딸

기패키지를 층하 을 때 압력으로부터 손되지 않

고 견딜 수 있는 겉 패키지 소재에 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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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은 재 사용되어지는 많은 소재가 존재한다. 

하지만 딸기같이 표피가 얇은 과채류는 조그마한 충격

에도 쉽게 무르기 때문에 직  닿는 부분에 소재가 충

격흡수에 용이한 스티로폼, 폴리에틸 , 발포지 등과 같

은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한, 충격흡수 뿐만 아니라 식품이므로 딸기가 소재

에 닿았을 때 유해 성분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

는 것도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필수 선택이어야 한

다.

겉 패키지의 층에 따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소재 

역시 요한데 가볍고 단단한 골 지 종이소재나 친환

경PVC소재  폐 탄소소재 같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

여 재의 손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디자인에 한 개선 은

Map분석과 IPA분석은 동일한 유사 결과로, 랜드, 

그래픽디자인, 컬러에 이르는 소비자가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가독성과 식품이라는 특성에 맞게 신선함과 안

성을 고려와 깨끗한 이미지까지 시각  효과를 극 화

하는 문제해결을 요시하 다.

이러한 제품에 컬러사용의 요한 요소 에 하나는 

소비자층이 주부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Yellow계열과 식감을 자극하는 Orange계열

과 제품이미지의 Red계열  식품의 신선도를 표하

는 Green계열에 깨끗한 이미지 컬러 계열을 사용함으

로서 과채류 식품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인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품 수요가 고, 직거래 매를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패키지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상

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래서 패키지개선에 과학 이고 정량화된 문제

해결을 제시하지는 못하 지만 생산자, 소비자가 차 후,

딸기패키지제작에 있어서 요시 되는 부분과 개선해

야 할 부분을 악했다는 에서 향후, 딸기패키지개발

에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천순, 수출용 여름딸기의 신선도 연장을 한 

기능성 내포장재  포장기술 개발, 농 진흥청, 

2007.

[2] 박은숙, 지역공동 랜드 상품포장의 지기구조 개

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 학교 산업 학원, 2012.

[3] 김 아, 트 드 변화에 따른 패키지디자인 개선에  

한 연구, 서울과학기술 학교 산업 학원, 2012.

[4] 김하늘, IPA를 활용한 CrossFIT 참여자의 Gym

선택속성에 한 연구, 국민 학교 일반 학원, 

2015.

[5] 한국표 회, www.ksa.or.kr, 2015.

[6] 한국골 지포장공업 동조합, www.kcca.or.kr, 2015.

[7]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www.naqs.go.kr, 2015.

 자 소 개

이 승 용(Seung-Yong Lee)                  정회원
▪1993년 8월 : 북 학교 산업디

자인(미술학사)

▪1999년 2월 : 홍익 학교 산업

학원 가구,제품디자인(미술학석

사)

▪2008년 8월 : 홍익 학교 일반

학원 산업디자인(미술학박사)

▪1993년 12월 ～ 1999년 6월 : 신흥기술연구소(연구원)

▪2002년 9월 ～ 2005년 2월 : 신성 학교( 임교수)

▪2009년 9월 ～ 2012년3월 : (재) 북생물산업진흥원

디자인마 센터(센터장)

▪2014년 3월 ～ 재 : 청운 학교 공연 상디자인

학공간디자인과( 임교수)

 < 심분야> : 인간공학, 인터페이스공학, CAD, 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