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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욕실 시장에서는 매년 많은 신제품, 개량품이

발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시장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유행 변화의 스피드 업

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의 크기는 약 1,630억엔이다. 또한 시장

에는 각 메이커로부터 100개 브랜드를 넘는 제

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

오(주)에서는 2003년 가을 아지엔스를 신개발

했다〔사진 1〕.

본 장에서는 아지엔스 브랜드 컨셉의 구현화

된 특징이 있는 용기포장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 포인트에 하여 서술한다.

1. 브랜드설계와컨셉구현화

카오(주)가 지금까지 얻어온 지견(知見)을 기

초로 브랜드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① 여성상으로서[아지안 뷰티]를 새로운 미의

기초로 하 다. ② 지금까지 연구하여 온 헤어

케어 기초연구와 기술개발력을 베이스로 [일본

인의 머리], [동양인 본래의 소재의 아름다움]

을 실감시켰으며 ③ 더욱이 믿을 수 있는 효과

에의 기 에 응하기 위하여 [동양미용 엣센

스]를 배합했다.

컨셉의 구현화로서 상품명의 아지엔스는 아

시아(Asia)+Essence(에센스)/Asia(아시

아)+Science(사이언스)의 조어(造語)로 아시

아의 전통적 지혜+현 과학의 융합을 의미한

효과가 높은 브랜드를 목적으로 하 다. 

중앙의 모치후는 아시안 뷰티의 내면은 강한

힘, 세로로 쓴 문 로고는 동양의 멋+현 감

을 융합한 아시안 뷰티를 멋으로 한 모습을 의

미하고 있다. 또한 색은 동양의 전통적인 색으

로 내면에서의 빛을 표명한 골드를 채용했다. 

향기는 미를 예감 시키는 화과실(花果實)의

향으로 적용했다. 

용기에 있어서도 동양(同樣)의 컨셉으로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여 위방향으로

퍼지는 이미지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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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컨셉에서 용기 디자인을 모델화 하면 상

당히 특징있는 용기가 되었다〔그림 1〕. 포인트

는 스크리즈 용기이면서 스마트한 사각주(四角

柱)가 되어 캡은 위방향으로 할 정도로 퍼지는

형태이며, 더욱이 좌우비 칭의 형상으로 하

다. 용기 전체의 이미지 컬러는 아시안 뷰티의

내면의 화려함을 의미한 골드, 로고에는 빨강을

사용했다. 

2. 컨셉을구현화하는용기설계

포장용기설계로서는 디자인을 구현화하는 것

과 동시에 사용하는 측, 유통적정 등도 만족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의 디자인을 기초로 포장설계에서 고려해

야할 점을 정리하면 ① 성형적성, ② 각종물성

③ 사용 측 ④ 물류적정 등이다. 아지엔스는 샴

푸/컨디션 펌프 용기와 레귤러 용기, 트리트먼

트는 튜브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아

지엔스의 컨셉을 가장 좋게 표현하고 있는 레귤

러 용기(스퀴즈 용기)의 컵셉 구현화을 위한 용

기설계 포인트를 소개한다. 

3. 용기설계포인트

3-1. 캡 외관 실현

캡은 위 방향으로 갈 정도로 넓은 형상을 하

고 있다. 캡은 인젝션 성형으로 제조하 다. 수

지(樹脂)를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부 코어

를 빼는 관계상 코어에는 빼는 테파〔그림 2〕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필연적인 캡 상부는 두껍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 나쁘게 되어 외관

적인 기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캡의

최 두께를 약 4㎜ 이내로 설정했다. 한편 초기

디자인에서는 위가 넓어지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하 다. 이것을 실현하

기 위하여 캡 부분을 2개로 분할하여(캡의 돌리

[사진1〕2003년9월개발당시디자인

[그림1〕아지엔스초기이미지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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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을 캡 상부 전체로 하여 2두로 하 다

〔그림 3〕. 내부 두께 부분을 2개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초기 디자인과 비슷한 노력을 하 다. 

또한 사용하는 측을 고려하여 캡 형상으로서

이하의 2가지 고안을 진행하고 있다. 

컨셉 구현화을 위하여 캡 뚜껑 부분의 개폐

는 보틀 정면에 하여 전후가 아닌 45�의 각

도로 하 다. 

알기 쉬운 점과 열기 쉬게 하기 위하여 손가

락으로 돌리는 부분을 크게 하여 알기 쉬게 설

계를 하 다. 내용액은 점도가 높기 때문에 소

비자가 용기를 뉘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캡 디자인을 컨셉 구현화에 향이 없는 범위로

수정했다. 

〔그림 4〕에 초기 디자인과 수정 후의 최종 디

자인의 형상을 비교했다. 형상은 안정된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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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색, 로고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컨셉을 구현

화할 수 있었다. 

3-2. 보틀 외관의 실현

보틀 단면형상은 사각 형상이기 때문에 스크

이즈에는 변형하기 어렵다. 스크이즈성을 고려

한 보틀 정면, 측면 단면 R 형상을 작게하면 둥

그런 형상과 가깝기 때문에 디자인 구현화가 어

렵다. 

단면 형상을 바꾸지 않고 스크이즈를 하기 쉬

운 것과 스크이즈할 시의 보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보틀재질(HDPE==>MDPE)

의 최적화와 수지(樹脂)량의 최적화의 양방법으

로 응했다. 

Ⅱ. 결론

아지엔스는 컨셉, 처방, 용기(색/형상)는 소

비자에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포장용기에 있어서도 상품 컨셉과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점 등을 잘 표현하여 구현화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아지엔스는 발표 2년을 경

과한 2005년 9월에 개량을 진행하 다. 

처방을 더욱 개량하고 머리를 씻으면서 머리

카락 침투 기술로 머리카락 내부까지 움직이는

효과를 향상시켰다. 

이것에 더해 용기 형상도 보다 깊은 컨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형상/장식을 바꿨다. 

장식에 있어서도 생명력을 특징으로 보틀 정

면 하부에 직접 인쇄로 표현했다. 또한 이번에

서술한 레귤러 캡 형상은 지금까지 보다 위로

넓어지는 것이 적어졌고 천정면은 꽃잎의 이미

지가 되었다. 

이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캡은 1파트로

응 가능하게 되었다〔사진 2〕.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보다 사용자가 좋은 용

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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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초기디자인과최종디자인

세울 수 있는 형상

초기 디자인 수정 디자인

[사진2〕2005년9월개량당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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