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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패키지디자인의시각언어가소비자선호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현시대는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어 정보의 다양

한양과질적가치모두를중시하게되는지식정보의시대로돌

입했다. 의약품패키지디자인은인간의생명에직결되는부분으

로약물의오·남용에대해간과할수없기에일반제품과달리

사용자와 증상에 차등을 두면서도 선택의 기준과 사용방법 등

모든요소들을고려하고살펴봐야하는특성이있는구체적이고

신뢰적인정보가요구되는제품이다. 

의약품패키지디자인이편의점, 드럭스토어등약국이외의장소

에서도판매되는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소비자들은간편하고

빠르게의약품을구매할수있는유통경로가확대되었다. 그러

나기존의사나약사의처방에의존되어약물사용에대한정보

탐색이결여된관계로복용의부작용이나약물오·남용의사례

가발생하고있기에타제품의카테고리보다더욱명확하고효율

적인시각언어를통한시각정보전달의중요성을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감기약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언어 측면을 통한

연구를진행하였다. 감기약패키지디자인의핵심적커뮤니케이

션정보요소가무엇인지파악하고시각언어인텍스트기반표

현및그래픽기반의표현을통한시각정보구성디자인으로소

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감기약 패키지디자인을 제안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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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및범위

본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

과같다. 

첫째, 선행이론의고찰을통해

의약품과 의약품 패키지디자

인, 패키지디자인과 시각언어,

소비자특성및태도에따른소

비자 행동의 관계성과 중요성

의이론적체계를구축한다. 둘

째, 의약품시장과의약품패키

지디자인의 트렌드를 분석한

다. 셋째, 소비자들의 설문을

통해 의약품패키지의 필수 시

각정보를분석한다. 넷째, 소비

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외 감기약 패키지디자인을 통

한시각정보전달현황을분석

한다. 다섯째, 현행 법령과 의

약품구매및사용시소비자들

의필요정보와선호도를고려

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기약 패키지디자인

을제안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의약품과 의약품 패키지

디자인의이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

th Organization, 이 하

WHO)에서는‘의약품은 건

강 보호, 유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없어서

는 안 될 필수적인 수단’

(Melrose, 1982) 1)으로 말

하고 있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

로 하며 건강을 유지함에 없

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

한 것으로 인간의 안전 욕구

를 충족시켜주며 삶을 영위

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중

요한요소중하나이다.

2000년 국내에서는 무분별

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의약 분업이

시행, 현재까지 꾸준히 변화

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안전과 결부된 의약품 정보

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전달 현황은 일부 의약

품정보검색서비스와전문의

(의사 또는 약사)를 통한 복

약 지도에 한해서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없

는 의약품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전면부 주표시면 패키지를

통해시각적으로전달해주고

있는 포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약품 패키지는 일반 패키

지와 다르게 갖추어야할 중

요한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른 의약

품패키지디자인의특성으로

김정순(194)은 순수성, 전

문성2), 황선현(194)은 안전

성, 신뢰성3) 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의약품 패키지디자

인이 갖추어야할 특성을 키

워드로 도출해보면〔그림 1〕

과같다.

의약품패키지디자인에서요

구되어야할디자인 4가지원

칙 에 대 해 Ken Harm

(1982)4), (황선현, 1994)5),

(석정웅, 1998)6), (이경수,

1) Melrose, D, Biter bils, Medicine and the Third World Por, esential drugs for primary health care, Dxfam, 1982.
2) 김정순, 국내어린이의약품포장디자인개선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p.15-17.
3) 황선현, 의약품포장디자인의색채표현효과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p.4.
4) Ken Harm외, “Packaging Pharmaceuticals in Instiution”, chapter 6, N.Y, 1982, p.302.
5) Ibid., p.11.
6) 석정웅, 효율적인 P.O.P 진열을 위한 의약품 포장디자인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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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정혜진, 2011)8),

(윤고은, 2012)9), (박혜수,

2015)10), (장진화, 2017)11)는

첫째, 완전하고정확하게내용

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둘

째, 유독한환경으로부터내용

물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취

급에따라변화하는것을방지

할수있어야한다. 넷째, 안전

하고 편리하게 내용물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등으로 설

명하고있다. 4가지원칙을살

펴보면 패키지디자인의 기능

적인부분에대한내용으로구

성되어있다.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해볼 때 의약품은 생명에 관

련된 상품으로 타 제품에 비

해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

기에 화려하고 주시성이 강

한 것을 택하기보다 제품의

성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

고 소비자에게 약품으로서

호감과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12)

즉, 기본적으로 설명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복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각

정보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

품이 다른 패키지디자인과

차별화를 가지는 특징은 현

행 법령에 따른 규정의 제약

을받는다는점이다.

의약품 패키지디자인은 일반

패키지와 달리 법령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여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약품 표

시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제1

조 목적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

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기

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의

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의약품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한다.

법령 제2조 정의 7항의“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제품명, 의약품 품

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

자의 상호, 중량 또는 용량이

나 개수 등을 기재하여 소비

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통

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

는면으로서13)〔그림 2〕에따

른면을말한다.

2. 패키지디자인과시각언어

시각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파악하

여 핵심적인 것만을 받아들

이고 다시 정보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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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선행연구를통한의약품패키지디자인키워드도출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 차별성 우수성

〔그림2〕외부용기·포장의주표시면및정보표시면구분(제6조의2 관련)

<주표시면> 앞면, 아랫면, 오른쪽면

7) 이경수, 일반의약품오·남용방지를위한패키지디자인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p.8.
8) 정혜진, 유·소아감기약포장디자인에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p.8.
9) 윤고은, 국내의약품의장수브랜드아이덴티티에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p.25.
10) 박혜수,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의해열진통제패키지디자인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p.16.
11) 장진화, 고전적조건화현상에따른패키지디자인의색채인지연구, 국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7, p.11.
12)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소비자구매행동에미치는포장디자인전략연구, 산업자원부, 2000, p.24.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7호) 전문입니다,
http:/www.mfds.go.kr/brd/m_21/view.do?seq=14176,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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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지향적이라고 한다.

인간은 다른 감각기관보다

눈을 통해 인지하며 나아

가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

게 한다.

클라렌스 파로우(Claence

Parow)는“사실과 형태와

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표현이 쓰여야 한다”고 결론

을 내림으로써 시각언어는

인간과 지혜를 통일하는 불

가결한 방법임을 강조하였

다. 시각언어는 언어나 글의

표현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절약하며 쉽게 이해하여 어

느 사용자나 이해 가능한 가

장 쉬운 전달 매체이다. 14) 인

간의 오감(시각·청각·미

각·촉각·후각) 중 시각은

구매 의존도가 가장 높기에

패키지디자인에서의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전략

은 패키지의 시각언어를 통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가

장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다

른 시각언어로 기호(Sign)를

들수있다.

기호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호(문자, 그림 등)를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을 상징(Symbol), 도상

(Icon), 지표(Index)로써 표

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이들 기호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대의 문화,

사상, 정서 등을 반영하여 디

자인되기 때문이다. 문화반

영의 사례로 캐릭터 디자인

에 열광하는 문화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캐릭터와 기업들

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사

례로 라인프렌즈, 카카오프

렌즈 등 웹에서 사용하고 있

는 캐릭터들을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별도의 홍보를 거치지 않고

서도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

승효과와 매출 증대효과를

동시에이루고있다.

3. 소비자의특성및태도고찰

오늘날 대부분 제품이 성숙

기에 도달해 있으며 상표

간의 품질 차이를 발견하기

란 쉽지 않기 때문에 15) 쉴

새 없이 생산, 유통되는 브

랜드와 상품 패키지디자인

의 범람 속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특성 및 태도를 고찰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소비

의 주체인 소비자는 이성적

소비자와 감성적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성적 소비자와 감성적 소

비자의 특성에 분석을 위해

먼저 소비자의 뇌에 관한 과

학적 연구에 접근해 보았다.

로저 스페리(Roger W.

Spery, 1960)는‘뇌 분리

론’을통해인간의좌뇌와우

뇌의 기능을 분리하였다. 인

간의 좌뇌는 언어적·계열

적·시간적·논리적·분석

적·이성적으로서‘디지털

적’기능을 하며, 우뇌는 비

언어적·시/공간적·동시

적·형태적·종합적·직관

적으로서‘아날로그적’기능

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패

키지디자인의 이성적 소비자

는 상품 구매과정이 계획적

이며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

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

는소비자이다.

14) 이주혜, Visual Communication을위한픽토그램,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89, p.7.
15) 송희성, 2003 트렌드 3題 3 - ‘이성소비’vs. ‘감성소비’쓸 때는 쓴다 vs. 불필요한 지출에는 자린고비이다,
https:/hsad.tistory.com/424, HS Adzine, 2010.08.10.
16) 송희성, 2003 트렌드 3題 3 - ‘이성소비’vs. ‘감성소비’쓸 때는 쓴다 vs. 불필요한 지출에는 자린고비이다,
https:/hsad.tistory.com/424, HS Adzine,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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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매 소비자 중 이성

소비자는 비언어적인 그래픽

을 통한 집중보다는 언어적

인 텍스트(타이포그래피) 표

현에 집중하게 된다. 합리적,

계획적 구매과정을 통해 브

랜드 및 제품을 선택에서도

품질, 가격 등 가치가 배가되

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성

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감성

적인 소비자는 충동적, 비계

획적인 구매를 하게 되고 브

랜드 및 제품 선택에서도 물

적 사용가치가 아니라 디자

인·컬러·상징 등과 같은

감각적 가치를 중시하여 구

매하는소비성향을보인다.

패키지디자인에서의 감성적

소비자들은 언어적 표현보다

그래픽(사진, 일러스트, 픽토

그램 등)의 비언어적 시각적

표현에집중된다는것이다.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을 보호

하는 기능과 사용의 편리성

등의 기능과 함께 소비자들

의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들을 제공, 브랜드의 인

지도 확립에 영향을 주는 총

체적인 마케팅 과정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개념 안에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

케이션(Communication)

도구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

이다.

Ⅲ. 사례분석

1. 의약품시장분석

((11)) 의의약약품품시시장장현현황황분분석석

우리나라성인남녀10명중 4

명은 1년에 3번 이상 감기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기 증

상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는응답자(90%) 중 2가지이

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41.9%로 나타났다(2가지 이

상 27.3%, 3가 지 이 상

16.4%).17) 이는 비단 성인에

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절기, 바이러스등을비롯한

환경적요인에의해청소년뿐

만아니라상대적으로면역력

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어린

이, 노약자들도 피해갈 수 없

을 것이다. 위의 조사 결과와

같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약

을 복용하게 되는데, 의약품

패키지 안에 첨부된 약의‘복

약설명서’를 읽는 경우는 많

지 않다. 남녀 1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통제 복용 시 복용설명서

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

반 이상인 52.2%가‘읽지 않

는다’고응답18)하는현실이다.

감기약은처방전없이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

기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

매한감기약의설명서를상세

히읽고복용한다면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겠지만, 감기

약과 함께 다른 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약의오·남용부분은고려하

지않고복용할수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도 당연히 배제되기 마련인

것이다. 

일반적으로어른이먹는약과

아이가 먹는 약의 성분이 크

게 다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나

이에 따라 일부 제한되는 약

도 상당수 있다.19) 또한 약은

나이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

는 것보다 나이에 따라 복용

해야하는것이많다. 약물 복

17) 유자비, 성인 4% “1년에 3번이상감기앓아”…감기약과량복용우려도, https:/news.joins.com/article/1879420, 중
앙일보, 2015.10.05.
18) 조선비즈, “귀찮고 번거롭다?”, 약 먹기 전 복용설명서는‘선택’아닌‘필수’, http:/biz.chosun.com/site/data/h
tml_dir/2015/07/28/2015072802108.html, 조선비즈닷컴, 2015.07.28.
19) 레몬트리, 베테랑 엄마들도 헷갈린다는 아이 약 사용 매뉴얼, htps:/news.joins.com/article/9561703, 중앙일보,
2012.10.1.

감기약패키지디자인의시각언어가소비자선호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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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 어린이도 복용할 수 있

는지, 나이 많은 사람도 복용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20) 노인들은상시복용하

는약도순간적으로잊어버리

면이중으로복용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

약품이라하더라도안전에대

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약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있으므로약에관한

어떠한부분도소홀히여겨질

수 없다. 특히 약의 복용방법

을 정확히 알고 복용해야 하

는 복약지도는 선택일 수 없

고, 의약품복용시반드시수

반되어야하는중요한행동지

침으로, 제품에 따라 약의 복

용용량과 복용방법이 다름으

로인한위험요소를제거하기

위해서는복약에대한정보는

다른정보보다우선적으로제

공되어야한다. 이런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패키지에서

제공되는복약에대한첨부설

명서는 작은 글씨, 어려운 의

학전문용어, 학습되지않은외

국어 사용 등 여러 가지 불편

요소로 인해 쉽게 버려지고

있으며 구매 시점 및 구매 후

재사용시점에서의의약품패

키지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와 기본

적으로제공해야할정보는제

공되고있지않은현실이다.

현재의약품에첨부되어있는

사용설명서에 관한 소비자들

의민원은끊임없이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2017년 제약사의 의약품 패

키지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강화,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

공,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약품 표시

기재사항의 개선작업에 돌입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최

종적으로의약품정보제공과

오·투약방지를위함이며, 개

정안은소비자들이제품에표

시된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등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올바르게복용할수

있도록지원하기위해마련되

었다.

식약청 홈페이지(www.mfd

s.go.kr)-법령·자료-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서 확인 가능한“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안)의 내용은 소비자들이 의

약품 표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일반의약품의‘주표시

면’과‘정보표시면’으로구분

하여기재하고, 의약품전성분

표시방법신설을주요내용으

로 한다. 또한 2019년 1월부

터 의약품 표시 기재사항이

전면의무화된다. 국내의약품

은국외의약품보다이해하기

어려운의학전문용어의사용

으로 정보 인지에 불편함을

주고있다.

현행 의약품 패키지에는‘복

용설명서’가 첨부되어있지만,

설명서를읽기어려운경우의

사람들과내용을자세히파악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설명서

의 분실로 인해 내용을 알 수

없는경우도발생하기때문에

의약품 정보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

되고 있지만, 그 또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정보는 필

요정보가될수없다. 

의약품패키지의구매는보편

적으로 대면 구매를 통해 이

루어지며판매처약사의구두

설명또는설명만으로부족한

경우 의약품 패키지 표면에

하루‘몇알’의텍스트로복용

20) 최창욱, [약 되는 약 이야기] 약 사용 주의사항 숙지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
ode=20151230036, 부산일보,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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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기재해주는경우가대

부분이다. 패키지안에설명서

가 있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에도가독성이떨어지는글

자로읽을수없는경우, 또는

언어가 달라 읽지 못하는 경

우, 복약설명서의 분실, 학습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

양한 경우의 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기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해약물을복용할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

또한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결과중하나가될것이다.

((22)) 의의약약품품 패패키키지지디디자자인인 트트렌렌

드드분분석석

현재 국내 감기약 수요와 더

불어제약업계는매출액상승

과의약품시장규모의확대로

치열한경쟁이이루어지고있

다. 경쟁 우위에서기위해기

업들은 소비자들의 니즈

(Neds)를 반영하는 마케팅

전략과타깃분석, 패키지디자

인 등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

티티확립에힘을쓰고있다. 

제약업계의 다변화 추세에서

가장큰변화는알약의제형과

패키지디자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감기약의 제형은 알약

(캡슐) 형태가 대부분이었으

나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들의휴대와복용편리성을위

해 파우치형, 스프레이형, 액

상형, 시럽형, 과립형, 스틱형,

분말(차) 형태의신제형감기

약들이속속등장함에따라제

약업계별 경쟁에 따라 마케팅

차별화를추구하고있다.

동아제약‘판피린’은 매년

2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

는 장수 브랜드의 명목을 이

어올수있는부분은“감기조

심하세요”라는 슬로건과 캐

릭터디자인을들수있다. 패

키지에시각적인정보인캐릭

터디자인과슬로건을표현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통한브랜드아이덴

티티를확립한대표적인사례

이다.

JW중외제약은 2018년 5월

기존 패키지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

군별차별화된패키지색상을

적용하였다. 동아제약의 감기

약‘판텍큐’는 패키지디자인

에소비자들이복용해야하는

증상을세분화한정보를유머

러스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들

이 빠른 효과와 안전함을 느

낄수있도록개선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패키지가

변화하는 것은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력

을끼치며병행되어야할마케

팅의일환이다. 새로운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지

시키는 과정보다는 안전한 의

약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연상

되고잠재되어있는브랜드이

미지에 변화를 주는 것이 더

큰효과를불러오기때문이다.

기존 제품의 패키지디자인을

리뉴얼한 효과는 동화제약의

‘판텍큐’제품의 매출 변화에

서도나타난다. 패키지리뉴얼

전인 2016년 10~12월과 비

교하면 2017년 10~12월 판

텍큐 판매량이 4배가량 급증

함을21)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재국내제약사들의감기약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 시장

규모는확장세다. 업계에따르

면일반의약품기준국내감기

약시장은 2013년부터 연간

6.7%씩증가하고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016년 연 매출인 131억 원

을 웃도는 1401억 원에 달했

고 올해는 18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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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호섭, 리뉴얼 의약품 인기 쑥-알약을 짜먹는 걸로 바꾸고 캡슐사이즈 축소하는 등…소비자편의 높이니 매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2102, 매일경제, 2018.02.18.
22) 손현진, 감기약 시장 파고든 후발주자들…틈새시장으로 매출‘쑥’, http:/www.dailan.co.kr/news/view/
747591/?sc=naver, 데일리안,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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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들어 내수시장 중

심에서해외수출중심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제약기업들

이등장함에따라일반의약품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전망을 보이는 상황에

도래, 위의 사례에서볼수있

듯이 의약품 패키지디자인은

종전 텍스트만으로의 언어적

표현보다는 그래픽을 활용한

비언어적 소구유형으로 소비

자들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디자인으로변화하고있

는추세이다.

국내 시판 중인 건강식품, 의

약품, 식품 패키지와 비교해

보면 건강식품과 식품에서는

별도의 사용방법 첨부 없이

패키지에 직관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제품

속성을인지하도록하는사용

의 불편함을 없앴다. 그러나

의약품패키지는 설명서를 내

부에첨부하는형식으로사용

자들의 불편이 제공되고 있

다. 건강식품, 의약품, 식품패

키지의비교분석은〔표 2〕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기

약패키지디자인을통한커뮤

니케이션은 명확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경우에는정보

습득이 낮기 때문에 알고 싶

어 하는 정보를 패키지를 통

해전달받아야하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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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의약품패키지디자인리뉴얼사례 (연구자정리)

브랜드명

녹십자

‘그린시럽시리즈’

JW중외제약

‘화콜C’

동아제약

‘판텍큐’

동화약품

‘판콜S’

대웅제약

‘씨콜드’

동아제약

‘판피린’

종근당

‘모드콜S’

친근감 형성을 위한 그래

픽구성(일러스트레이션)

증상별 색채를 통한 구분

구성

효능·효과직관적그래픽

구성(일러스트레이션)

효능·효과직관적그래픽

구성(일러스트레이션)

증상별그래픽구성(사진)

친근감 있는 캐릭터 슬로

건 이용 직관적 그래픽 구

성(일러스트레이션)

증상 표현 그래픽 구성(일

러스트레이션)

리뉴얼전 리뉴얼후 리뉴얼내용

[표 2] 건강식품, 의약품, 식품패키지디자인비교분석 (연구자정리)

(설명서● : 유, ○ : 무)

구분

형태

재질

설명서유무

내용

이미지

건강식품

겉포장+속포장

paper

○

‘효능·효과‘, 성

분등을패키지에

연상, 일러스트레

이션전달

의약품

겉포장+속포장

paper

●

설명서첨부, 사용

자에게필수정보

전달

식품

겉포장+속포장

paper

○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품의속성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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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효능, 성분, 효과등요

소는 제공되어 있지만 사용

및 사용 유지 시점에서의 복

용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은

부족하다. 또한 제약회사 및

판매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제공되고있다. 직

관적이고명확하게정보를전

달해줄수있는패키지디자인

의가이드라인이없음이정보

전달의 많은 오류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구매하는 소비

자들에게는언어와문화적차

이로 약의 종류 및 특성과 같

은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

으며부정확한정보를전달하

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23)

2. 감기약패키지디자인분석

의약품은특수성에따라생명

과 연결되는 제품으로 일반

제품패키지와는달리전면부

패키지 디자인에서 전달해야

할정보가정확하게표현해야

함에도불구하고브랜드, 제품

명을 부각한 판매자 관점에

편향되어있고소비자들이필

요로 하는 정보는 부족하게

명시되어있음이소비자조사

를통해분석되었다.

국내감기약패키지디자인분

석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년 10월 감기약 패키지를 구

매한경험이있는일반인 10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항목의질문내용은〔표3〕

과같다.

첫째, 감기약패키지주표시면

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는무엇인가에대한답변으로

소비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

정보를 용법·용량(복용방

법) 91.4%, 효능·효과 60%,

약의 성분(유효성분) 37.1%,

제품명(상호명) 16.2% 등의

순으로뽑았다.

의약품은 증상의 완화 및 예

방의 구매목적이 뚜렷하기에

소비자들의 원하는 시각정보

요소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국내에서판매되는감기

약패키지디자인의현실은제

품명, 브랜드명에치중된경우

가대부분이지만이를오류라

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기도

하다. 예전부터소비자들에인

식된브랜드의캐릭터나슬로

건, 제품명 등의 요소들은 의

약품으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브랜드로자리매김되어

있다해도무방하기때문이다.

브랜드디자인리뉴얼분석에

서도나타나듯의약품패키지

디자인은제품별리뉴얼이이

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에

게인식된부분의중요요소는

변화를적용하기보다기존요

소를유지하면서다른부분을

리뉴얼하는방식을취하고있

으며, 이는소비자들의긍정적

인 브랜드 이미지 연상에 기

초로활용되고있다.

둘째, 감기약패키지주표시면

에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에

대해서는 용법·용량(복용방

법) 86.7%, 약의성분(유효성

분) 43.8%, 효능·효과

21.9%, 제품명(상호명) 1.4%

등으로나타났으며, 이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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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나리·박규원, 의약품패키지디자인의시각정보효율성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0 No.1, 2012, p.51.

[표 3] 감기약패키지시각정보설문조사질문사항

no. 

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내용

감기약패키지주표시면에서가장필요로하는정보는무엇입니까?

감기약패키지주표시면에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은무엇입니까?

감기약패키지주표시면에서정보를이해하기어려운이유는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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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감기약패키지에중량이

나내용물의개수를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들

이 알고 싶어 하는 복용방법

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아 사

용에 대한 불편함이 높은 것

을알수있다.

셋째, 현재 판매 중인 감기약

패키지주표시면정보를이해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음 94.3%, 필

요로 하는 정보가 부족함

69.5%로 정보의 부재와 부족

원인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작은 크기의 글씨 57.1%와

어려운 용어 4.8%로 낮은 가

독성이정보를이해하기어려

운 요인으로 나타났다. 용

법·용량(복용방법)에 대한

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으며

기재되어 있어도 텍스트로만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 중 언어 제한이 있

는 상황(고령자, 다문화 등)

에서는 알고 싶은 정보를 습

득할 수 없고, 전문의약품의

어려운 용어 표기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

히일어날수있다. 

위의 설문을 통해 살펴본바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의약품정보는용법·용량(복

용방법), 효능·효과, 약의 성

분(유효성분) 등 복용에 직접

적으로영향을가지는정보를

제일중요한요소로뽑았으며,

그 밖의 제품 기술력이나 사

용 또는 취급 주의사항, 저장

방법(보관방법), 중량, 내용물

개수저장방법(보관방법) 복

용의 직접적 요인들보다 비

중이 적은 간접적 요소들은

소비자들의 인지, 연상, 행동

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설명할수있다.

((11)) 국국내내 감감기기약약 패패키키지지 디디자자

인인분분석석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의약품 중 감기약 패키

지의주표시면현황을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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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감기약패키지디자인필요시각정보

감기약 패키지 주표시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응답 105개

브랜드(수입자의 상호명)

제품명(상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복용방법)

약의 성분(유효성분)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사용기한)

부작용

저장방법(보관방법)

중량, 내용물 개수

0          20          40         60          80         100

4(3.8%)

17(16.2%)

63(60%)

96(91.4%)

39(37.1%)

5(4.8%)

1(1%)

7(6.7%)

1(1%)

2(1.9%)

〔그림4〕감기약패키지디자인시각정보이해도

감기약 패키지 주표시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응답 105개

브랜드(수입자의 상호명)

제품명(상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복용방법)

약의 성분(유효성분)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사용기한)

부작용

저장방법(보관방법)

중량, 내용물 개수

0          20          40         60          80         100

2(1.9%)

12(11.4%)

23(21.9%)

91(86.7%)

46(43.8%)

3(2.9%)

4(3.8%)

8(7.6%)

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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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비자들이원하는정보를

효율적으로표현할방법을연

구하고자하였다. 분석을위한

사례 선정은 한국능률협회

2016년 의약품 부분 감기약

브랜드 순위 상위권 제품과

매출 판매량이 높은 제품으

로구성하여분석하였다.

온라인소비자설문에서나온

소비자들이필요로하는시각

언어가패키지에얼마만큼적

용되어있는지알아보기위하

여설문에서나온필요정보순

위에 각각 다른 기호를 적용

하였고국내감기약패키지디

자인레이아웃에기호를대입

하여분석하였다. 소비자설문

의의약품패키지디자인의필

요정보순위는〔표4〕같다.

국내감기약패키지에서는제

품의특성을나타내는효능·

효과 부분은 제품 모두에 기

재되어있으나소비자들이알

고 싶어 하는 복용방법에 대

해 기재가 된 제품은 한 제품

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제

품명(상호명), 브랜드(수입자

의 상호명)는 모두 기재하였

다. 이는 브랜드즉기업측면

관점의디자인적용으로소비

자의정보제공보다는마케팅

측면을강하게어필하고있다.

법적규제사항, 의약품패키지

의 특성, 기존 브랜드가 연상

되는브랜드의제품명을강조

하여 제품에 대한 인식이 되

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필요정보

를직관적으로제공한다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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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감기약패키지디자인시각정보이해불편요인

감기약 패키지 주표시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05개

불밀요한 정보가 있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부족함

글씨 크기가 작음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없음

이미지 크기가 작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음

설명서에 너무 작은 글씨가

안보여요. 글씨 크게 써주고

그림도 있으면 좋겠...

0          20          40         60          80         100

2(1.9%)

47(44.8%)

73(69.5%)

60(57.1%)

30(28.6%)

35(33.3%)

3(2.9%)

15(14.3%)

99(94.3%)

1(1%)

1(1%)

[표 4] 소비자설문조사감기약패키지필요정보순위

1 

2

3

4

5

6

7

8

9

10

용법·용량

(복용방법)

효능·

효과

약의성분

(유효성분)

제품명

(상품명)

부작용

사용또는취급시

주의사항

브랜드

(수입자의상호명)

중량, 

내용물개수

유효기한

(사용기한)

저장방법

(보관방법)

소비자설문필요정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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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다.

국외감기약패키지디자인은

국내에비해다양한시각정보

를제공해주고있음을분석할

수 있다. 효능·효과, 제품명

(상호명), 브랜드(수입자의

상호명)가 기재되어 있고, 특

히 주목할 부분은 모든 패키

지에서 용법·용량(복용방

법)을명시해주고있다. 비슷

한형태와재질임에도국내에

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인‘용법·용량’(복용방법)

의 시각정보를제공해주고있

으며텍스트와그래픽혼합형

구성으로브랜드의정보제공

과 동시에 의약품에 관한 다

양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일본은의약분업의조기시행

으로일반의약품의판매및유

통이다른국가에비해발달하

였으며, 의약품에 관한 정보

전달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

션, 픽토그램, 다이어그램,

P.O.P 포토그래픽 등을 적용

하고 있다. 24) 이를 사례로 국

내에서도 다양한 소비자를 배

려한 텍스트 및 그래픽 혼합

표현의 효율적인 감기약 패키

지디자인구성이필요하다.

3. 사례종합분석

국내 감기약 패키지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반영하기

위한디자인을접목하여호응

을 얻고 있지만 국외 감기약

패키지디자인과 비교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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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감기약패키지디자인을통한시각정보전달현황

판매패키지 의약품표시정보 소비자필요정보순위

디자인 레이아웃 레이아웃
브랜드명

화이투벤

판피린

하벤

화콜

하디콜

[표 6] 국외감기약패키지디자인을통한시각정보전달현황

판매패키지 의약품표시정보 소비자필요정보순위

디자인 레이아웃 레이아웃
브랜드명

루루어택

에스타크

이브

콘택600

파브론

무히

24) Ibid,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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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에서필요로하는정보의

제공보다는 심미성에 치중한

디자인이 많다. 즉, 소비자들

이 알고 싶어 하는 시각정보

전달에는취약함을보인다.

브랜드의 범람으로 각자의 브

랜드 알리기 차별화로 패키지

‘주표시면’의디자인표현방법

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게브랜드를인식시킬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도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약품의 효

능과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 편리함을 통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브랜드 선호도와 만

족도부분일것이다. 이에소비

자와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이우선시되어야한다.

4. 디자인제안

현행 법령의 적용, 소비자 설

문조사를통해나타난의약품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언어를

현시장에서출시되어판매되

고 있는 제품들의 특성과 브

랜드네이밍특징을기준으로

쉽게 발음할 수 있고 연상이

가능한 4음절의 바이콜드

(Bye+Cold)로 네이밍을 정

하였으며〔그림6〕과같다.

브랜드와 필수 표기사항을

제외하고 정보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셀링포인트

‘와‘효능·효과’, ‘용법·용

량(복용방법)’, 및‘주의사

항’과‘특이사항’등의 특장

점을 각 요소별로 텍스트와

그래픽 중심으로 비교 분석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레이아

웃으로제시하였다. 최종적으

로 텍스트 기반 및 그래픽 기

반 표현으로 정리하였으며

〔표 7〕과같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요소들은

각각텍스트정보중심의패키

지디자인과 그래픽 정보 중심

의 패키지디자인 변화로 분류

하여 각 요소들만을 변화시켜

정리하였으며〔표8〕과같다.

주의사항의 경우 동일한 레이

아웃이기 때문에 세트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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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감기약패키지디자인제안적용범위

[표7] 특장점별각요소텍스트기반그래픽기반레이아웃정리

텍스트기반 그래픽기반항목

셀링포인트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방법)

주의사항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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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제약, 브랜드 디자

인, 패키지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이

를통해텍스트기반정보표현

과 그래픽 기반 정보표현으로

〔표9〕와같이도출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앞서 설정한

디자인의 사전조사를 진행하

였고사전조사를통해각요소

별로 높게 책정된 표현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혼합형 정보

표현방식의 감기약 패키지디

자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림7〕과같다.

감기약 패키지를 구입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효

능·효과’는 직관적으로 정보

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래픽

기반정보로표현하였다. 소비

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보

인‘용법·용량’의 복용방법

에대한정보는그래픽으로표

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용의

이해를 직관적이고 용이하도

록 표현하였고, 그 외 셀링포

인트, 주의사항, 특이사항 등

은텍스트의혼합형태로최종

디자인을도출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생명에 가장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감기

약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언어

를파악하여소비자선호도에

미치는영향과의관계성을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효과적인감기약패키지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진행하

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

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접근성이용이해진감기

약의 선택과 구매에 있어 소

비자혹은복용자들은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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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요소별기존텍스트그래픽변화디자인정리

기존텍스트 그래픽변화항목

셀링포인트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방법)

주의사항

특이사항

[표 9] 텍스트기반정보표현및그래픽기반정보표현정리

텍스트기반

정보표현정리

그래픽기반

정보표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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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많은

의지를보이고있으며, 감기약

패키지정보를통해선호도와

의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소비자들이 감기

약패키지디자인에서가장필

요로 하는 정보로‘용법·용

량’, ‘효능·효과’, ‘약의 성

분’등안전성과같이복용등

에 직접적 영향을 가지는 정

보에대하여정보의우선순위

를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소비자 조사를 통해 나타난

소비자들의인지와연상에따

른 선택과 구매 등 행동적 요

소로써 직결될 수 있는 감기

약패키지디자인제안은다음

과같이정리할수있다. 감기

약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언어

전달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효능·효과’, ‘용

법·용량’등에 대한 요소들

에 대해서는 더 명료하고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정보중심의표현과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않는‘셀링

포인트’, ‘주의사항’, ‘특이

사항’등의 요소들은 텍스트

정보중심으로표현됨이소비

자들의 사용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감기약 패키지디

자인의시각언어는그래픽정

보 중심 표현과 텍스트 정보

중심 표현의 혼합 구성을 통

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

보를제공하여야한다.

의약품 패키지디자인은 생명

과 직결된 만큼 특정인, 특정

상황, 특정 요소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

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각언어 디자인 구성이 필

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

은 브랜드 선호도 상승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본 원고는 (사)한국브랜드

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제50

호에 게재된 내용으로 학회와

저자의 동의 하에 게재함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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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최종혼합형정보표현방식감기약패키지디자인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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