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오늘날경제성장과함께소득수준과미용에대한관심도가높아

지면서안면미용시술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는추세이다. 글

로벌안면미용시술시장은 2020년까지연평균약12% 성장할

것으로보인다. 성장 요인은신흥국가인구의여성소비증가에

따른수요확대, 시술안전성에대한인식개선, 주기적인반복수

요창출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1) 시장은가파른성장세를

보이고있고인구고령화에따라항노화(Anti-aging)시장의고

성장, 소득수준상승및미용에대한관심증대에따른기능성화

장품 수요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쁘띠 성형’이라고 알려진

안면미용시술에대한수요는외모에대한관심증가및안티에

이징시장성장을기반으로폭발적으로등가하고있다.

시장에출시된상위더말필러제품들간의유의미한효능차이

는크지않고필러업체들의기술력은글로벌상위업체대비동

등한수준이라고판단한다.

본연구를통해패키지디자인의시각적요소를분석하여더말필

러브랜드패키지디자인의흐름을파악하여지양해야할디자인

방향성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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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는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국내더말필러시장점

유율 상위 제품의 패키지디자

인을대상으로한다. 

갈더마 레스틸렌(Galderma

Resty lane), LG생명과학 이

브아르(LGChem Yvoire), 엘

러 간 쥬 비 덤 (Allergan

Juviderm), 휴메딕스 엘라비

에(Humedix Elravie), 메디톡

스 뉴 라 미 스 (Medytox

Neuramis), 휴젤 더채움

(Hugel The chaeum) 등 6개

브랜드를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국내외 선행

논문 및 문헌 자료와 더말 필

러브랜드홈페이지를통해시

각적 요소 선정 및 브랜드 로

고,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레

이아웃의 각 요소를 선정, 비

교분석한다. 

둘째더말필러를시술하는의

사와시술을받는소비자를대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여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적 요

소를통한선호와구매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자한다.

Ⅱ. 더말 필러 브랜드의

이론적고찰

1. 더말필러의개념및특징

((11)) 더더말말 필필러러의의 개개념념

더말 필러는 안전한 히알루

론산 등을 진피층까지 주입

하여 주름을 향상하고 미관

상으로 볼륨을 높여주는 등

피부 조직을 보충해주는 일

회용 주사기 형태의 의료기

기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

완재 개념으로, 더말 필러는

보툴리눔 톡신으로 개선할

수 없는 팔자주름이나 낮은

이마, 낮은 코 등 얼굴의 처

지진 부분을 채워주는 시술

이다.

더말 필러라는 개념은 1981

년 처음 소개되었다. 엘러간

(Allergan) 자이덤은 소 콜

라겐 성분을 이용하여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를취

득하였다. 이후에 다수의 콜

라겐 필러를 출시했지만 상

용화에 성공한 제품은 없었

다. 2003년말스웨덴큐-메

드(Q-med)의 히알루론산

필러 레스틸렌(Restylane)

이 미국 FDA 허가를받아더

말 필러 시술이 본격화된 계

기가되었다.2)

((22)) 더더말말필필러러의의특특징징

히알루론산은 인체조직 내 세

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는 물질)을 구

성하는다당류의일종이다. 더

말필러제품의장점은크게4

가지이다. 첫째피부에존재하

는생체천연물질로체내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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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산업브리프의료기기, IT헬스 VOL.32. 안면성형용필러(Dermal filler). (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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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부작용이 없으며, 둘

째엘라스틴및콜라겐을결합

시켜피부의구조적틀을형성

하며, 셋째 자기 분자량의

300~1,000배에 달하는 수분

과결합을통해피부보습효과

를 높이며, 넷째 시술이 잘못

된 경우 히알루로니다제

(Hyaluronidase)로 쉽게제거

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확실

한안전성및유효성을바탕으

로 더말 필러는 안면 미용 시

술시장에서급성장하고있다.

2. 더말필러의국내시장및

현황

((11)) 더더말말 필필러러의의 국국내내 시시장장

국내 더말 필러 시장은

2009년 189억 원에서

2014년 1,000억 원으로

연평균 약 40% 성장한 것

으로 추정된다. 세계 1, 2위

더말 필러인 쥬비덤은

2002년에 , 레스틸렌은

2004년에 국내 허가를 취

득하였다. 쥬비덤의 경우

엘러간이 국내 판매권을 취

득하기 전에는 유통망이 부

실하여 레스틸렌이 시장을

선점하였다.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2010년 최초의 국내 생산

LG생명과학 이브아르 출시

이후이다.

((22)) 더더말말 필필러러의의 국국내내 현현황황

국내 필러 생산액이 2010

년 15억 원에서 2014년

596억 원 으 로 연 평 균

149.5% 증가하는 성장세

를 보이는 동안, 더말 필러

수입액은 연평균 11.1% 성

장하였다. 2014년 수입액

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수

치를 보였다. LG생명과학,

메디톡스, 휴메딕스, 휴젤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글로

벌업체들과 비교하여 우월

한 가격, 동등한 제품 효능

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국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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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더말필러적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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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국내더말필러시장점유율현황(2014년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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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산업브리프의료기기, IT헬스 VOL.32. 안면성형용필러(Dermal filler). (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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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외 제품의 효능 차이

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점

점 확산되고 있다. 국내산

제품 대비 2배 이상 비싼

레스틸렌과 쥬비덤의 더말

필러 시장점유율은 지속적

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프

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고수

와 높은 관세 등의 요인으

로 외국 업체들이 국산 제

품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

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약 40%를 기록한

국내 더말 필러 시장은 아

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쁘띠 시술의 특성상 주

기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

다. 더말 필러 대비 5~7년

앞선 보툴리눔 톡신 시장

성장률이 아직도 연 1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국내 더말 필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

망이다.4)

Ⅲ. 브랜드패키지디자인

1. 브랜드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는“상

표, 제품 이름, 품질, 품종 그

리고 소유주 등을 표시하는

소인, 각인 등”이다. 미국마케

팅협회 AMA(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는 브

랜드의 정의를‘제품이나 서

비스를경쟁자의그것과구별

하기 위해 붙인 네임(Name),

심 벌 (Symbol), 디 자 인

(Design) 혹은 이들의 조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커

(Aaker)는‘브랜드네임자체

혹은브랜드네임과연관된심

벌이나 슬로건 등과 동일하게

여기는개념’으로브랜드를정

의하고있다. 5)

현재의 소비자들은 수많은 제

품중특정의브랜드를선택한

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상징적인특징등의브

랜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경우

가많다.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

해서는 종합적인 디자인으로

서이미지전략이요구되며, 시

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패키지디자인의 차별화는 전

략적인마케팅요소인것이다. 

브랜드는언어적요소와시각

적요소가결합하여형성된다.

이처럼디자인을통해소비자

에게인지되고소비자의시각,

촉각, 청각 등을 통해 서서히

그들의머릿속에자리잡는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디자인은브랜드이미지

를강화하는결정적인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전략에도매우효과적

이다.6)

2. 패키지디자인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을 보호

및 보존하며, 구조적, 형태적

이고시각적인효과를표현하

여소비자에게효과적으로브

랜드 이미지 전달을 하는 마

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담는 용기, 지기

구조, 패키징의시각적인디자

인을 포함한 주변 분야를 아

우르는 통합적인 전략적이며

경영활동을의미한다.7) 시장

에서 평준화된 기술수준으로

제품의기본적인품질과성능

으로만 경쟁하기에는 경쟁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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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lergan, GBI Research. (2015). NH투자증권리서치센터.
5) 보건산업브리프의료기기품목시장통계 VOL.57. 안면성형용필러(Dermal filler). (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손일권. (2013). 브랜드아이덴티티 100년기업을넘어서는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 경영정신, pp.14-15.
7) 문수민, 박상규. (2015). 좋아보이는것들의비밀패키지디자인. 길벗,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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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차별화를시키기위

해 패키지디자인은 필수불가

결한요소가되었다.

3. 브랜드와패키지디자인

오늘날브랜드는상품뿐만아

니라 패키지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품을제공하였더라도그

브랜드만이가지고있는독창

적인이미지와디자인이첨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브랜드

라고 믿는 소비자는 없을 것

이다.8) 이와같은소비자가브

랜드의 제품에 대해 느끼는

좋거나 나쁜 감정이 제품 구

매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이

므로 소비자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미지와

가치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

다. 그러므로 패키지디자인을

통해소비자가제품을직접보

고최종적인형태와이미지로

브랜드를분명하게전달할수

있다.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

의가장중요요소이다. 즉, 패

키지디자인은 소비자와 처음

으로대면하여브랜드의이미

지를형성하는데중요한요소

이다.

Ⅳ. 더말 필러 브랜드패

키지디자인조사

연구 범위는 NH투자증권에

서 발표한 국내 더말 필러 시

장점유율상위제품의패키지

디자인을대상으로갈더마레

스틸렌, LG생명과학 이브아

르, 엘러간 쥬비덤, 휴메딕스

엘라비에, 메디톡스뉴라미스,

휴젤 더채움총 6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브랜드 로고, 컬

러,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의각요소를선정, 비교 분석

하였다.

1. 갈더마레스틸렌

레스틸렌은 스웨덴 Q-Med

가 1996년 유럽에 출시한 전

세계최초의히알루론산필러

이다. 현재 이제품에대한글

로벌 판권은 Galderma

Pharma가 보유하고 있다.

Galderma는 다국적식품기업

네슬레의 계열사인 Nestle

Skin Health의 100%자회사

이다. 레스틸렌은 1996년 첫

선을보였으며뛰어난효능과

안전성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있는천연히알루론

산필러제품이다.

레스틸렌의로고는펜으로핸

드라이팅한디자인으로자연

스럽고차별화된브랜드로고

로디자인하였다. 레스틸렌로

고를 패키지 전면에 크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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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갈더마레스틸렌패키지디자인

[표1] 갈더마레스틸렌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레스틸렌

컬러

남색, 유채색

계열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갈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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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강조하였으며 레스틸렌의

‘R’을배경그래픽요소로사

용하여로고에대한연속성을

시각화하였다. 더말필러제품

의 시술 위치 및 효과에 따라

컬러별로 구분하여 시각적으

로강조표시하였다. 

2. LG생명과학이브아르, 이

브아르와이솔루션

LG생명과학은2013년3월에

CE인증, 2013년7월에CFDA

허가를 취득하면서 국내 업체

중 가장 먼저 해외 시장에 진

출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 업체에서는 두 번째로

LG생명과학이 2013년 하반

기에 중국 허가를 취득하였고

2014년기준중국시장점유율

15% 수준의점유율을기록하

고있다.

((11)) LLGG생생명명과과학학이이브브아아르르

이브아르는‘여성들에게 아름

다움과 신뢰를 약속한다’라는

의미이고 이브아르의‘O’를

글자에 반지를 형상화하여 디

자인에 삽입하였으며 이브아

르가 약속하는 아름다움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브랜드명인

이브아르보다 제품명을 부각

시키고 제품별 포인트 컬러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패키지의 배경

은 화이트로 통일하였으며 브

랜드로고의의반지형상의일

러스트레이션을 양각 처리하

여입체감있게표현하였다.

((22)) LLGG생생명명과과학학 이이브브아아르르 와와

이이솔솔루루션션

이브아르 와이솔루션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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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LG생명과학이브아르패키지디자인

[표2] LG생명과학이브아르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이브아르

컬러

흰색, 파스텔

계열

일러스트레이션

반지

레이아웃기업

LG생명화학

〔그림6〕LG생명과학이브아르와이솔루션패키지디자인

[표3]  LG생명과학이브아르와이솔루션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컬러

검정색, 흰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LG생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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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엄 필러로 전체적인 컬러를

블랙으로 적용하여 기존 이브

아르 필러와 뚜렷하게 구분되

도록디자인하였다. 숫자제품

명을 사용하여 제품별 구분하

였고 나선형의 그래픽을 포일

스탬핑 가공 처리하여 은은하

게 빛나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되도록디자인하였다.

3. 엘러간쥬비덤

엘러간은1950년설립하여아

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액타비스와의2015년

전략적인수합병절차를마무

리하면서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게되었다. 쥬비덤은35

년이상의역사를가진다국적

기업인 엘러간의 제품이다.

2013년 기준 글로벌 필러 시

장 점유율 38%, 히알루론산

필러로 FDA승인을받은필러

이다. 바이크로스기술을 사용

하여일시적인안면부볼륨회

복이가능하다.

쥬비덤은 은색 종이를 사용하

여다른필러와차별화된패키

지디자인의특징을가지고있

으며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하

여 쥬비덤의 아이덴티티를 표

현하였다. 엘러간의기업로고

를 사용하지 않고 쥬비덤이라

는 브랜드 로고를 강조하였으

며 제품별 구분을 제품명으로

만구분되어디자인하였다.

4. 휴메딕스엘라비에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 기반

의일회용의료기기및관절염

치료제품을제조및판매사업

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기업이

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의 높은 품질

을바탕으로국산더말필러들

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증가하

고엘라비에또한주요브랜드

로성장하고있다. 엘라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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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엘러간쥬비덤패키지디자인

[표4] 엘러간쥬비덤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쥬비덤

컬러

보라색, 은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엘러간

〔그림8〕휴메딕스엘라비에패키지디자인

[표5] 휴메딕스엘라비에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엘라비에

컬러

청록색, 분홍

색, 보라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휴메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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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국내산 히알루론산

필러브랜드를출시해시장상

황에따라다양한시술이가능

한 제품들을 출시해왔다. ‘프

리미어 딥라인’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현재‘프리미어 라

이트’, ‘프리미어 울트라볼

륨’, ‘밸런스’까지 총 4가지

제품군을보유하고있다.

엘라비에는 탄력을 뜻하는

‘Elasticity’와 불어로 생기,

활기, 생명력을 뜻하는‘Vie’

라는단어를결합하여엘라비

에 필러를 통해 피부에 생기

와탄력을불어넣는다는의미

이다. 

제품별사용목적에따라패키

지디자인의 메인 컬러로 구분

하여 시각적인 주목성을 강조

하였다. 

‘Premier’와 제품별 로고를

포일스탬핑처리를하여시각

적인 차별성을 부각시켜 디자

인하였다.

5. 메디톡스뉴라미스

메디톡스만의 R&D역량과 마

케팅 노하우로 확보하고 높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브라질, 태국, 일본, 이란등여

러 국가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유지하며 확실한 글로벌 보툴

리눔 톡신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는

FDA(미국)와 EDQM(유럽)

에 등재된 히알루론산을 원료

로 사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필러이다.

뉴라미스는 볼륨 제품은 금색

으로 패키지를 적용하였고 제

품별사용목적에따라무채색

계열의명도단계로구분한점

이디자인특징이다. 브랜드는

‘N’을강조한핸드라이팅로

고 타입이며 브랜드 로고의

‘N’을 패키지 전면에 크게

UV코팅 코팅을 하여 빛에 따

라 반사되어 보이게 디자인하

였다. 

6. 휴젤더채움

휴젤더채움은2014년출시하

여대한민국베스트신상품선

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소비자

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안

면부 일시적 주름개선 효과에

사용되는 더채움은 리도카인

성분이함유되어시술시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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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메디톡스뉴라미스패키지디자인

[표6] 메디톡스뉴라미스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뉴라미스

컬러

무채색계열,

금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메디톡스

〔그림10〕휴젤더채움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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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증을 확실히 감소시켰으

며, 바이헥사(BiHEXA)기술로

더욱단단하고촘촘한겔구조

를완성한필러이다.

순수 국내 기술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브랜드명을

‘Filler=채움제’로 채택했으

며이브랜드로고는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하였다. 고명도의

레드 컬러를 적용하여 시각적

인 주목성을 강조하였으며

‘Premium’글씨를 가장 크게

배치하여 제품의 속성을 부각

시켰다. 패키지 상단의 블랙

부분에 빨간색 점으로 제품별

구분되게디자인하였다.

Ⅴ. 더말 필러 브랜드패

키지디자인분석

1. 조사내용및방법

본 연구에 대한 조사는 2019

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10명의 실험자인 의사와

소비자들에게연구목적을설

명하고 패키지디자인의 시각

적 요소를 통한 선호와 구매

영향에 대해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2. 조사결과분석

질문지를설계하여총10명의

실험자에게 1:1 대면 인터뷰

를실시하였다.

Ⅵ. 결론

국내 더말 필러 시장이 급성

장하면서많은신규제조업체

들이시장에진입하였다. 

국내 필러 제조업체는 2011

년 12개에서 2014년 27개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일회용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체수가빠르게증가하였다.

제품의 효능 차이는 비슷할

수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구조적측면에서현저히

떨어지기때문에피부과, 성형

외과의사나소비자의선택을

받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특히필러일회용의료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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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더마필러브랜드패키지시각적요소종합비교

컬러

남색, 유채색

계열

흰색, 파스텔

계열

검정색, 흰색

보라색, 은색

청록색, 분홍

색, 보라색

무채색계열,

금색

빨간색,

검정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반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레이아웃

[표 7] 휴젤더채움패키지시각적요소

브랜드로고

더채움

컬러

빨간색, 

검정색

일러스트레이션

없음

레이아웃기업

휴젤

기업

갈더마

LG생명화학

LG생명화학

엘러간

휴메딕스

메디톡스

휴젤

브랜드로고

레스틸렌

이브아르

이브아르와이솔루션

쥬비덤

엘라비에

뉴라미스

더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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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안티에이징 안

면 시술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브랜드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적인 요

소는심미적인기능뿐만아니

라소비자로입장에서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를향상시키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더말 필러 시장점유율 상위

제품의 패키지디자인을 시각

적 요소로 분석하여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흐름을 파악하

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

각적 요소를 통한 선호와 구

매 영향에 어떻게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갈더마 레스틸렌, LG생명과

학 이브아르, 엘러간 쥬비덤,

휴메딕스 엘라비에, 메디톡스

뉴라미스, 휴젤더채움총6개

브랜드의 패키지디자인을 분

석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각 기업들의 패키지디자인에

서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픽디자인보다는

제품의 브랜드 로고 중심의

레이아웃을선호하는것을알

수 있었다. 브랜드 로고에 있

어서뉴라미스를제외한해외

수입제품에서는핸드라이팅

계열의서체로표현하였고, 국

내 제품에서는라이트한고딕

계열서체의로고타입으로표

현한특징이있었다.

필러는 입자 크기와 탄성에

따라 시술 부위가 틀려진다.

이러한 특징을 패키지디자

인의 컬러로 명료하게 구분

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컬러를통한제품의차이점을

사용자에게 직관적 제공함으

로써 제품 인지에 있어 중요

한요소임을알수있다. 

하지만휴젤더채움은제품별

구분을작은점으로표현되어

직관적인제품구분이어려워

보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은 거

의 없었으며 브랜드 로고를

활용하여배경그래픽으로활

용되어 사용하는 것이 일부

있었다. 

레이아웃은브랜드로고와제

품명을강조하고시술시통증

을 완화하는 리도카인

(Lidocaine) 성분의 함유,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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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실험자정보

성별

여

남

여

여

남

여

여

여

여

여

직업

회사원

피부과의사

회사원

성형외과의사

피부과의사

주부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나이

43

53

39

48

44

50

42

36

51

47

[표 9]  질문지내용

질문지내용

선호하는더말필러브랜드는무엇인가

더말필러패키지디자인시각적요소들이얼마나

중요한가

효과가우수할것같다

안전한제품으로인지된다

특별한가치가있어보인다

전문성있고우수해보인다

고급스러운제품으로연상된다

구분

브랜드

시각적요소

인지,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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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론산 교차결합(Cross-

linking)의 기술에 대한 설명

만표기하여사용자가한눈에

알아보기좋게표현하였다.

의사와소비자심층인터뷰에

서는 브랜드 인지도 높은 갈

더마레스틸렌과엘러간쥬비

덤을선호하였으며특히, 의료

기기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직접레스틸렌제품으로시술

하려는니즈가높다고언급하

였다. 

시각적 요소에서는 패키지의

컬러요소가가장중요하다고

하였다.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안면

미용이라는 제품이라는 특성

으로 이 제품만의 특별한 가

치가 패키지디자인으로 연상

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포털검색으로더

말 필러 브랜드 및 제품의 정

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선택에의해시술하

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여

다른의료기기제품과특이한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더말필러패키지

디자인은브랜드이미지와부

합되고, 안전하고특별한가치

를 전달하는 패키지디자인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고유한

브랜드 컬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여 강력

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

이다. 

이처럼 브랜드 가치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

으로예상된다. 

브랜드에 대한 더말 필러 구

매를유도하고효과적인브랜

드패키지디자인이미지를구

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야할것이다.

※본원고는 (사)한국상품문화

디자인학회 논문집 56호에 게

재된 내용으로, 학회와 저자의

동의하에게재함을밝힙니다. 

86 포장계·2020. 10

Special Report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

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

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상세하게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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