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스민 차는 꽃차의 일반화 제품이고, 산지가 광활하
고 생산량이 높으며 품종이 다양하다. 중국 한나라 시
대부터 기원한 재스민 차는 청나라 시대에는 진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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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 판매되고 있는 재스민 차의 10대 브랜드 "장이위엔"(张一元), "우위타이"(吴裕泰), "이
푸탕"(艺福堂), "수밍룬"(蜀茗润), "티엔푸밍 차"(天福茗茶), "춘룬"(春伦), "징화"(京华), "비탄피야 오쉐"(碧潭飘
雪), "샤오관차"(小罐茶), "중차"(中茶)를 중심으로 패키지 디자인의 4가지 요소(로고, 칼라, 레이아웃, 형태)를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로고는 "샤오관차"이고, 총 6가지 칼라에서 가장 소비자의 인기
를 얻은 칼라는 회색 계열이다. 재스민 차 패키지의 레이아웃 디자인의 8가지 레이아웃에서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레이아웃은 유형2(세로 포장, 2통)이고 가장 큰 인기를 얻은 패키지 형태는 형태2(장방형)이다. 
끝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 요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 중심어 :∣패키지디자인∣소비자선호도∣재스민 차∣
Abstract

Centered on top ten brands of jasmine tea in China “Zhang Yiyuan(张一元), Wu Yutai(吴裕泰), EFUTON
(艺福堂), Shumingrun(蜀茗润), Chunlun(春伦),Jinghua(京华),Bitan Piaoxue(碧潭飘雪), Tenfuku meicha(天福茗
茶), Xiao Guan Tea(小罐茶),China Tea(中茶)”, this paper has summarized four elements of packaging 
design (logo, color, layout, shape), developed a questionnaire of consumer preference degree on this 
basis, and conducted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most 
popular logo is the “Xiao Guan Tea”, and the most popular color among all six colors is the gray group. 
Among the eight lay outs of the jasmine tea package, the most popular lay out is the type 2 and the 
most popular package shape is shape 2 (rectangle).In conclusion, this paper has analyzed consumer 
preferences for packaging design of jasmine tea gift box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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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1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
다. 신 중국이 성립된 후 푸저우의 재스민 차는 줄곧 국
가 외교 관련의 선물용 차로 사용되었다. 중국 차 마케
팅 협회의 “2018년 중국 재스민 차의 판매 형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재스민 차는 문
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공정과 폭 넓은 소비수요
에 따라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
러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현재 50, 60세의 노인 소비자 
집단의 소비 능력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25～40세
의 젊은 소비자 집단이 점점 재스민 차의 소비 행렬에 
가입하고 있고,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스민 
차의 소비행태 및 요구특성은 신·구세대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요의 중점이 구세대 소비자집단
은 가격, 식감, 품질 등에 있다면, 신세대 소비자집단은 
소비체험, 제품디자인, 개성화, 구매편의성 등에 중점을 
둔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재스민 차 시장의 대표
브랜드 10개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패키지 디자
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중국의 주요 구매사이트에

서 진행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재스민 차의 대표 브랜
드 10개를 선정하였다. 패키지 디자인의 특징을 로고, 
칼라, 레이아웃 및 형태 등 4개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이들 요소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데이터를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향후 재스민 차의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이해 
패키지 디자인이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

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디자인을 말한다[2].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있어 소비자의 폭넓은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가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
경제 세계화가 된 오늘날 패키지와 상품은 이미 하나

로 통합되었다. 상품의 가치와 사용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패키지는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기업과 디자인계에
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 패키지 디자인의 구성요수

표 1. 선행 연구 및  패키지 디자인구성요소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논문 8편을 연구한 후 패키지 
디자인 요소에서 4가지 요소(로고, 칼라, 레이아웃, 형
태)를 선정하여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로고
로고는 각 제품이 지니고 있는 주제의 의미를 합리

적,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제
품의 개성과 특성을 대변해주는 형에 의한 이미지 표현
이다[4].

-칼라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제
품을 돋보이게 하여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구매욕
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동시에 색채는 시각적 구성 
요소 중의 자극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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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보기 좋게 배치하

는 것을 말하며 제한된 공간안에서 소비자의 시선을 효
과적으로 유도하는 힘을 지니고 조화와 통일성이 요구
된다[6].

-형태
형태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완전히 통일 통합되어 있
는 전체 혹은 체제이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구입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궁극적
으로 구매행동에 이르게 한다[7]. 

3. 재스민 차 패키지에 대한 이해
중국은 차의 고향이고 중국인은 차를 마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차 문화가 전해져 각 
민족마다 차로 예의를 갖추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차 문화는 차를 제작하고 마시는 문화이다. 
고대의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모두 보편적인 일이
었다. 중국의 차 문화는 구미 또는 일본의 차 문화와 매
우 다르다. 중국의 차 문화는 물질 문화적 측면을 포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깊은 정신문명의 측면도 
포함된다. 

꽃차는 식물의 꽃 또는 잎, 과일 등을 우려내어 만든 
차이고 중국 특유의 가공된 꽃차는 주로 녹차, 홍차 또
는 우룽차를 다배(茶柸)로 사용하고 향을 내뿜을 수 있
는 신선한 꽃을 원료로 하며 음제공정(窨制工艺)으로 
제작된 찻잎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재스민 차가 가장 
생산량이 많은 종이다.

송나라 시기(AD960~AD1279) 중국에서는 차에 향
을 입히는 것이 유행하였고 시대의 변화을 겪으면서 여
러 가지 종류의 꽃을 도태시켰고 결국 5, 6가지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 재스민이 약 9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발전하기 시작한 재스민 차의 상품화는 
명나라 말기에 시작되었고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찻잎은 청나라 시기 수출 
상품이 된 후부터 근대 중국 역사의 발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소비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역시 중요하였으며 차 수출을 둘
러싼 문화·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 내부는 물론 해

외에서의 검증 또한 필요하였다. 찻잎 수출은 청나라 
말기 중영 무역에서 절대적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아편 
전쟁 이후 47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하여 찻잎 무역은 
점점 몰락하였다. 국내외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띄게 되
면서 1956년부터 중국은 소패키지 차를 생산하여 국내
의 고가 소비와 대외 홍보용 선물차를 공급하기 시작하
였으나 그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수출의 0.06%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에 이르러 해당 비율
은 36.3%까지 상승되었고 이러한 수출량으로 인해 70
년대는 소패키지 차가 발전하는 고속 발전 시기이다. 
각 찻잎상들도 점점 패키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패
키지의 양식들도 점점 다양해졌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에 이르러 찻잎 패키지는 지나
치게 화려한 패키지로 제품의 순이익을 증가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였는데, 국내의 차 패키지는 저속한 심미와 
지나친 패키지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색깔이 대부분 
빨간색, 황금색, 노란색으로 설계되었고 시각적 디자인
이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은 2012년 국가에서 엄격
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여 공금으로 담배, 주류, 차 등 선
물 구매를 금지하고 반부패 청렴 작업이 추진되어서야 
고가 차 시장이 점점 안정을 되찾고 찻잎 패키지 양식
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최근 일본, 유럽과 타이완 등 지역의 영향을 받고 친
환경 디자인 등 디자인 이념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과
거에 유행했던 칼라(빨강, 노랑)와 용봉 길상(용과 봉황
이 나는 모습) 도안의 인기가 줄어들고 패키지가 단아
하고 소박하게 변하였으며 흰색, 회색, 검정색 등 칼라
들이 점점 다양해졌다[11].

Ⅲ. 중국 시장에서 재스민 차의 패키지에 대
한 연구 조사

1. 중국 재스민 차 시장의 현황에 대한 조사(10개
의 재스민 차 브랜드)

2018년 10월 달의 월 매출 기준 중국내 10대 재스민 
차 브랜드를 선정 소비자의 선호도 설문대상으로 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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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브랜드는 각각 "장이위엔", "우위타이", "이푸탕
", "수밍룬",  "티엔푸밍차", "춘룬", "징화", "비탄피야오
쉐", "샤오관차", "중차" 이다. 

그 중에서 "장이위엔", "우위타이" 그리고 "중차"는 
중국 찻잎의 전통 브랜드로서 모두 수십년 심지어, 수
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샤오관차", "이푸탕" 등 브랜
드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타난 브랜드이고 주로 창의
성과 브랜드 체험을 강조한다.

10개의 브랜드에서 각 브랜드마다 제품 3가지를 선
정하여 총 30가지를 추려냈으며, 각 제품들의 로고, 칼
라, 레이아웃, 형태 등 4 가지 요소의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선호도 조사표를 만들었다.

2. 재스민 차 패키지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 
2.1 칼라

표 3. 칼라 분석표
항목 이미지

빨강색 계열

노랑색 계열

파랑색 계열

브랜드 상품 역사
월 판매량
(2018.10)
(단위: 개)

1
"장이위엔"

"황금과 같은 품질과 백년의 약
속"을 경영 이념으로 하며 "중국 
찻잎의 1위 브랜드 창조와 국가
의 대표적 음료 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40,291

2

"우위타이"

1887년부터(광서13년)후이저
우 서현의 우시칭이 창립하였고 
지금까지 130여년의 역사를 자
랑한다.

13,414

3

"이푸탕"

 ""이푸탕""은 2008년에 설립
되었고, "백년의 복과 차 예술이 
가득하길"의 뜻을 지니고 있다.

5,782

4

"수밍룬"

청두 칭주 찻잎 유한회사는 여
러 가지 고가 녹차의 생산, 가
공, 판매,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적인 차회사이다.

4,332

5

"티엔푸밍차"

티엔푸씨는 세계의 차왕으로 불
리는 리루이허 선생께서 1993
년 중국 대륙에서 창립한 차 전
문회사이다.

3,795

6

"춘룬"

푸지엔 "춘룬"그룹의 과거 명칭
은 "푸저우 "춘룬" 차업유한회사
"이고 1985년에 설립되었다.

2,428

7
"징화"

베이징 얼상 "징화" 차업유한회
사는 베이징 얼상그룹 산하의 
기업이다.

1,862

8 쓰촨성 아미산 죽엽청 찻잎회사
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 국가 1715

표 2. 10개의 재스민 차 브랜드

"비탄피야오
쉐"

농업 사업화의 핵심 선두 기업
이다.

9

"샤오관차"

"중국의 좋은 차를 만들고 중국
차를 잘 만든다"를 사명으로 표
준과 투명함으로 전통 차 업계
의 정체된 발전 국면을 탈피한
다.

715

10

"중차"

"중차"회사는 1949년에 설립되
었고 세계 500강에 꼽히는 중
량그룹(COFCO)의 멤버 기업
이며, 중국 차 업계에서 중요한 
기업에 속한다.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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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제품 중 제품의 주요 칼라을 기준으로 30개를 
6가지로 나눴다. 빨강 위주의 "빨강색 계열", 금색과 노
란색 위주의 "노란색 계열", 파랑색 위주의 "파랑색 계
열", 보라색 위주의 "자주색 계열", 각종 녹색 위주의 "
녹색 계열", 색 포화도가 낮은 "회색 계열"이다. 재스민 
차 패키지에 들어가는 칼라 요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는 6개 칼라 그룹에 점수를 매겨 수집한다.

2.2 로고

표 4. 로고 분석표

10개의 브랜드에서 "장이위엔"과 "샤오관차"는 문자 
로고에 해당되고  나머지 브랜드 8개는 문자와 이미지
를 결합한 로고에 속한다.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로고
에 매긴 점수를 통해 재스민 차 패키지에서 로고 요소
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할 수 있었다.

2.3 레이아웃

30개 제품에서 8가지 레이아웃을 정리하여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소비자들이 이 8가
지 레이아웃에 매긴 점수를 통해 재스민 차 패키지에서 
레이아웃 요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할 수 
있었다.

10개 브랜드 총 30개 제품에서 레이아웃이 유형1인 
것은 6개의 제품이 있다. 레이아웃이 유형2인 것은 2개
의 제품이 있다, 레이아웃이 유형3인 것은 4개의 제품
이 있다, 레이아웃이 유형5인 것은 9개의 제품이 있다. 
레이아웃이 유형6인 것은 2개의 제품이 있다. 레이아웃
이 유형7인 것은 1개의 제품이 있다. 레이아웃이 유형8
인 것은 1개의 제품이 있다.

2.4 형태

표 6. 형태 분석표

자주색 계열

녹색 계열

회색 계열

순위 로고 순위 로고

1.
장이위

엔

6.
춘룬

2.
우위타

이

7.
징화

3.
이푸탕

8.
비탄피야

오쉐

4.
수밍룬

9.
"샤오관

차

5.
티엔푸
밍차

10.
"중차"

형태
형태1（사각형） 형태2（장방형） 형태3（정방형）

레이아웃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표 5. 레이아웃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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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물용 찻잎 패키지의 외패키지가 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고, 30개 제품에 따라 육면체를 사각
형, 장방형과 정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10개 브랜드 총 30개 제품에서 형태가 형태1（사각
형）인 것은 16개의 제품이 있다. 형태가 형태2（장방
형）인 것은 8개의 제품이 있다. 형태가 형태2（장방
형）3인 것은 6개의 제품이 있다.

Ⅳ.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표 7.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무작위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인터넷)에서 설문지를 배분, 총 139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효 설문지는 19부이고 유효 
설문지는 120부였다. 설문대상은 남자 42명(35%), 여
자 78명(65%)이 포함된다. 그 중 20대가 57명(47.5%), 
30대가 45명 (37.5%), 40대가 14명(11.67%), 50대 이
상이 4명(3.33%)이다.

소비자의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 3개를 제외한 나머
지 질문 27개는 모두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즉 
응답자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평균
값을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판단하
였다.

표 8. 설문 조사 내용

위의 도표는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나 문장이 너무 길어 각 요소마다 문제 
하나씩 선택하였다.

응답자들은 원쥬엔싱(问卷星) 사이트에서 배포한 "재
스민 차 패키지 선호도에 대한 조사"설문지를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재스민 차 패키
지의 실물 사진과 30개의 재스민 차 패키지를 통해 정
리해낸 로고, 칼라, 레이아웃, 형태의 정리도표를 통해 
재스민 차 패키지의 4가지 요소에 관한 총 2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하였다.

2. SPSS AU 분석
2.1 신뢰도 분석

구분 내용

조사 목적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스민 차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 시간 2018.11.27~2018.12.03
조사 장소 인터넷

설문지 구성
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스민 차 패키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로고， 칼라, 레이아웃,  그리고 형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지를 총 30개의 지문을 구성하였다.

통계 분석 총 회수한 139부의 설문지에서 무효 설문지 19부와 유효 설문지 
120부가 포함된다.

요소 설문 조사 내용 항목 
수

로고 다음은 로그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며, 다음 로그에 대한 귀하의 10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를 선택하십시오.

○매우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
○보통○만족○매우 만족

칼라

다음은 칼라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며, 다음 칼라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를 선택하십시오.

6

○매우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
○보통○만족○매우 만족

레이
아웃

다음은 레이아웃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며, 다음 레이아웃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를 선택하십시오.

8

○매우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
○보통○만족○매우 만족

형태

다음은 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며, 다음 형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를 선택하십시오.

3

○매우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
○보통○만족○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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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0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Crobach's α           항목을

0.74 30

Crobach's α계수가 0.8보다 클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Crobach's α 계수가 0.7~0.8사이에 
있을 경우 신뢰도가 비교적 좋다는 것을 의미하면, 
Crobach's α 계수가 0.6~0.7사이에 있을 경우 신뢰도
가 수용 범위에 있고, Crobach's α계수가 0.6보다 작
을 경우 신뢰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
의 Crobach's α 계수는 0.7보다 큰 0.74이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2.2 타당도 분석

표 10.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값이 0.8보다 클 경우 타당도가 높고, KMO값
이 0.7~0.8사이에 있을 경우 타당도가 훌륭하며, KMO
값이 0.6~0.7사이에 있을 경우 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KMO값이 0.6보다 작을 경우 타당도
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의 
KMO값은 0.6보다 큰 0.710이므로 데이터가 타당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3.1 로고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1. 로고에 대한 조사 결과

재스민 차 패키지의 로고 디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다음 로고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하시오" 
문제에서 5점 만점의 설문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
다.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로고는 3.53점의 "샤
오관차"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로고는 2.85점의 "춘룬
"이다. "춘룬"은 점수가 가장 높은 "샤오관 차"와 0.68
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자체 점수도 3점 미만이다. 

3.2 칼라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2. 칼라에 대한 조사 결과

총 6가지 칼라에서 가장 소비자 의 인기를 얻은 칼라
는 가장 높은 점수인 3.71점을 획득한 회색 계열이다. 
회색계열의 칼라는 포화도가 비교적 낮고 밝기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칼라는 
3.26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녹색계열이다. 이계열의 칼
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회색 계열과 0.45점의 
차이가 난다. 점수 3.5점 이상을 획득한 칼라는 또 
3.68점을 얻은 노란색 계열과 3.57점인 빨간색 계열이
다. 

3.3 레이아웃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3. 레이아웃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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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차 패키지의 레이아웃 디자인의 8가지 레이아
웃에서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브랜드는 3.48점
을 획득한 유형2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3.13점을 
획득한 유형8이다. 그러나 유형8과 유형1의 점수 차지
가 0.35점 밖에 되지 않는다. 

3.4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4.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재스민 차 패키지의 형태 디자인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패키지 형태는 3.54점을 획득한 형태2(장방형)이
고 그 다음은 3.48점을 획득한 형태1(사각형)이고 마지
막은 3.43점을 획득한 형태3(정방형)이다. 이 3가지 형
태의 득점이 비교적 균일하고 최고 득점의 형태2(장방
형)와 최저 득 점의 형태3(정방형)의 점수 차이도 0.11
점을 넘지 않는다. 아울러 이 3가지 형태의 득점은 
3.4~3.55 점 구간에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재스민 차의 선물 패키지를 연구 주체로 
하였고 다양한 선행연구 후 재스민 차의 패키지 디자인
의 4가지 요소인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를 선택하
였다. 

설문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한 브랜드10개
에서 각 브랜드별 3가지 선물 제품을 선정하여 총 30개
의 선물 제품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30개 제품의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 등 4가지 요소들을 분석하
였고, 이를 정리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 후 데이터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SPSS AU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Crobach's α값이 0.772으로 
0.7보다 크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신뢰도가 양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MO수치는 0.7보다 큰 0.707
이며 데이터의 타당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고
로고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많

은 로고는 3.53점을 획득 한 "샤오관차"이고, 가장 인
기가 없는 로고는 2.85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춘룬"이
다. 샤오관 차는 오로지 문자로만 되어 있는 로고인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로고
를 가장 선호한다. 또 칼라 요소에 비해 로고 요소의 전
체 득점이 비교적 낮아 소비자가 로고 요소에 대한 선
호도가 칼라 요소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에서 문자형 로고를 많이 활용하고자 한다. 

-칼라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칼라 요소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칼라는 회색계열이다. 다음은 칼라 
요소 첫 번째 그룹의 노란색계열과 빨간색계열이며 이 
3계열의 득점은 모두 3.5점 이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인 파란색계열과 보라색계열, 녹색계열의 득점이 
모두 비교적 낮다. 때문에 향후 디자인에서 첫 번째 그
룹의 회색계열, 빨강색 계열과 노란색계열의 칼라를 사
용하고 두 번째 그룹인 파란색계열, 보라색계열, 녹색계
열의 칼라를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레이아웃
레이아웃 요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8가지 레

이아웃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레이아웃은 유형2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유형8이다. 그 중에서 유형2은 
두개의 단독 패키지이고 유형8은 소매 패키지이다. 향
후 디자인에서 두개의 단독 패키지 위주 의 유형2를 적
극 활용하고자 한다. 

-형태
재스민 차 패키지의 형태 요소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

르면,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패키지 형태는 
3.54점을 획득한 형태2(장방형)이고 그 다음은 3.48점
인 형태1(사각형)이고 마지막은 3.43점을 획득한 형태
3(정방형)이다. 하지만 이 3가지 형태의 득점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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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여 최고점인 2번 형태와 최저점인 3번 형태의 
점수 차이가 0.11점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태 요
소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재스민 차 패키지의 로고 디자인에서 소비자들
의 환영을 받는 문자형 로고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칼라의 측면에서는 회색 계열의 칼라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빨강색 계열과 노랑색 계열의 칼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랑색 계열, 자주색 계열 및 녹색 계열의 색상
을 사용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 레이아웃 디자인에서는 
두개의 단독 패키지 위주의 유형2를 적극적으로 이용
해야 하고, 소매 패키지(유형8)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태 디자인에서는 형태 2(장방형) 의 디자
인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재스민 차의 선물 패키지에 대한 연구에는 아직도 많
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
문 조사에서 시장에서 판매량이 높은 재스민 차 선물 
패키지만 취급하여 브랜드의 제한성이 있다. 때문에 향
후의 패키지 디자인 연구에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원인 
요소를 추가하여 단지 판매량에만 국한하지 않으려 한
다. 둘째 소비자 선호도에 관한 설문지의 한계이다. 설
문 조사 과정에서 설문지 응답에 참여한 소비자가 20
대 중심이고 기타 연령대 가 비교적 적어 샘플의 수량
이 비교적 적었다. 재스민 차의 패키지 디자인 요소도 
4가지 요소 밖에 선택하지 않아 전면성이 부족하다. 이
에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 선호도 원인에 대한 연구를 
추가예정이다. 

끝으로 재스민 차 패키지에 대한 연구에서 패키지 조
형과 관련된 연구만을 진행하였고 패키지 구조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미흡한 부분
을 선택적으로 보완하여 연구 요소와 조사 인원수를 증
가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재스민 차 패키지 요소를 분석하고, 또 소비
자 선호도에 따라 재스민 차 패키지에 참고할 수 있는 
패키지 제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행 가능성을 검증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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