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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차 마케팅 협회의 “2018년 중국 재스민 차의 판

매 형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 60세의 노인 소

비자 집단의 소비 능력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25～

40세의 젊은 소비자 집단이 점점 재스민 차의 소비 행렬

에 가입하고 있고,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이

에 중국 시장의 재스민 차 브랜드 10개의 패키지 디자인

에 대한 조사 연구와 소비자 취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스민 꽃차 패키지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주요 구매사

이트(www.taobao.com)에서 진행한 시장 조사 연구를 

통해 재스민 차 브랜드 10개를 선정하였고 이후 패키지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는 많은 자

료들을 연구한 다음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 등 4가

지 요소를 정리하여 재스민 차 패키지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재스민 

차 패키지의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에 대한 선호도

를 분석하였다. 

Ⅱ. 중국 시장에서 재스민 차의 패키지에 
대한 연구 조사

  2018년 10달의 월 매출 기준 중국내 10대 재스민 차 

브랜드를 선정 소비자의 선호도 설문대상으로 지정하였다.

  10대 브랜드는 각각 “장이위엔”, “우위타이”, “이푸탕”, 

“수밍룬”,  “티엔푸밍차”, “춘룬”, “징화”, “비탄피야오쉐”, 

“샤오관차”, “중차” 이다. 

  10개의 브랜드에서 각 브랜드마다 제품 3가지를 선정

하여 총 30가지를 추려냈으며, 이 제품들의 로고, 색깔,  

레이아웃, 형태 등 네 가지 요소의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

자 선호도 조사표를 만들었다.

Ⅲ.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결과 분석

표 1. 설문 조사 결과

로
고

장이위엔 우위타이 이푸탕 수밍룬 티엔푸밍차
3.41 3.45 3.18 3.05 3.4

춘룬 징화
비탄피야

오쉐
샤오관차 중차

2.85 3.32 3.31 3.53 3.2

칼
라

빨강색계열
노랑색
계열

파랑색 
계열

자주색 
계열

녹색 계열

3.57 3.68 3.33 3.44 3.26

회색 계열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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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내 판매되고 있는 재스민 차의 10대 브랜드 “장이위엔(张一元), 우위타이(吴裕泰), 이푸탕(艺福堂), 수

밍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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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

로 패키지 디자인의 4가지 요소(로고, 칼라, 레이아웃, 형태)를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

성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 요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재

스민 차의 포장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제안과 향후 연구계획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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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로고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로고는 3.53점의 샤오관차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로고는 2.85점의 춘룬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장 낮은 춘룬을 제외 
한나 머지 9개의 로고 득점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장이위엔, 샤오관차, 우위타이과 텐푸밍차는 첫 번
째 그룹이고 이들은 모두 3.4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이푸
탕, 중차, 수밍룬, 비탄피요쉐 그리고 징화 는 두 번째 그
룹이며 이들의 득점은 전부 3.0~3.4점 사이에 있다. 

- 칼라

  총 6가지 칼라에서 가장 소비자 의인기를 얻은 칼라은 
가장 높은 점수인 3.71점을 획득한회색 계열이다. 소비
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칼라은 3.26점 밖에 획득하
지 못한 녹색계열이다. 
  설문지의 득점 상황에 따라 각칼라 계열을 두가지 그
룹으로 나뉠 수 있다. 회색계열, 노란색 계열 그리고 빨
간색 계열이 한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득점이 비교
적 높은 칼라들 이다. 또 파란색계열, 보라색계열과 녹색
계열을 두 번째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칼라 들은 
득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칼라들이다. 

- 레이아웃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스민 차 패키지의 레이아
웃 디자인의 8가지 레이아웃에서 가 장 소비자들의 인기
를 얻은 브랜드는 3.48점을 획득한 레이아웃2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3.13점을 획득한 레이아웃8이다. 
  설문지의 득점 상황에 따라 최고점인 레이아웃2과 최
저점인 레이아웃8을 제외하고, 레이아웃3과 레이아웃1 
그리고 레이아웃7의 점수가 각각 3.36, 3.37, 3.39점을 
획득하여 득점이 비슷하다. 

- 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스민 차 패키지의 형태 디자인
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패키지 형태는 3.54점을 획득
한 형태2이고 그 다음은 3.48점을 획득한 형태1이고 마
지막은 3.43점을 획득한 형태3이다. 이 3가지 형태의 득

점이 비교적 균일하고 최고 득점의 형태2와 최저 득 점
의 형태3의 점수 차이도 0.11점을 넘지 않는다. 아울러 
이 3가지 형태의 득점은 3.4~3.55 점 구간에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재스민 차의 선물 패키지를 연구 주체로 하
였고 각종 문헌을 검색, 참고한 후 재스민 차의 패키지 
디자인의 4가지 요소인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를 
선택하였다. 
  설문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한 브랜드10개에
서 각 브랜드 3가지 선물 제품을 선별하여 총 30개의 선
물 제품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해당 30개 제품의 로고, 
칼라, 레이아웃과 형태 등 4가지 요소들을 분석하였고 이
를 정리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 데이터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SPSS AU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을 진행하였다. 

-로고

  로고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많은 

로고은 3.53점을 획득 한 샤오관차이고, 가장 인기가 없

는 로고은 2.85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춘룬이다. 

- 칼라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칼라 요소에서 
가장인기를 얻은 칼라은 회색계열이다. 

- 레이아웃

  레이아웃 요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8가지 레
이아웃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레이아웃은 레이아웃1이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레이아웃8이다.
 - 형태

  재스민 차 패키지의 형태 요소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
르면, 가장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은 패키지 형태는 3.54
점을 획득한 형태2이고 그 다음은 3.48점인 형태1이고 
마지막은 3.43점을 획득한 형태3이다. 
  재스민 차의 선물 패키지에 대한 연구에는 아직 도 많
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째는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설
문조사에서 시장에서 판매량이 높은 재스민 차 선물 패
키지만 취급하여 브랜드 제한성이 있다. 둘째는 재스민 
차의 패키지 디자인 요소도 4가지 요소 밖에 선택하지 
않아 전면성이 부족하다.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 위에서 언급한 미흡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보완하여 연구 요소와 조사 인원수를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재스민 차 패키지 요소를 분석하고 또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재스민 차 패키지에 참고할 수 있는 패키지 방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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