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번호 : #111005-014 
수일자 : 2011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22일
교신 자 : 나지 , e-mail : jyra@smu.ac.kr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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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우유 제품을 구매시 Packaging 디자인 요소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기 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유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20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한, 우유패키지 디자인을 
선정하기 해 2010년 한국리서치 소비자 정성 조사 보고서 자료와 비조사를 토 로 출시되고 있는 
체 일반우유 패키지 디자인  가장 선호하는 3가지 제품과 가장 비선호하는 3가지 제품을 선정하 다. 
아울러, 코와 딸기 우유  가장 선호하는 우유 3가지를 선정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비자들의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고, 둘째, 소비자들의 시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가는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요한 사항으로는 색채가 3.81 으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셋째, 각 제품별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우유 제품 패키지 디자인
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체 9개의 제품을 평가한 결과 1번 우유(남양: 맛있는 우유)가 
다른 8개의 우유에 비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보 고, 이는 우유제품의 선택에 있어 색채패키지 디자인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채마  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패키지 디지인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심미  호감, 정보 달, 생태계 보호, 홍보 강화 등의 기능 
역할을 강화, 둘째, 색채가 부여하는 심리  내지 생리  효용, 커뮤니 이션 매체로서 시각 달에 사용하
는 효용 이외에 상품의 이미지를 달할 수 있는 색채마  략을 구축, 셋째, 기업 이미지 통합을 한 
색채마  략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제품 스타일에 합한 색채를 구성해야 하며, 기업색채를 
활용한 디자인마 을 도입해야 한다.

■ 중심어 :∣색채마케팅∣우유 패키지 디자인∣색채마케팅 전략∣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execut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men and women in 20' or more 
who resid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ave experienced purchasing the vehicles in order to 
study how Promotion Mix Activity affects Brand assets, and ultimately what kind of relation 
it has with Purchase intention. In the statistical process of collected data, we analyzed the data 
by using SPSS 12.0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and AMOS 7.0 program. As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when we analyzed the relation of the Promotion Mix Activity and Brand Assets 
of the companies, the more affirmative the assessment on the advertising activities of the 
companies was, the higher the brand popularity, royalty and image increased, And it appeared 
that as the assessment on PR activities of the companies got more affirmative, the brand 
popularity, image and royalty increased. Secon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salespersons' Promotion Activities and Brand assets, it appeared that salespersons' 
social capacity improved Brand awareness and royalty and their strategic capacity improved 
Brand awareness, royalty and image. Third, see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Brand assets and Purchase intention, it was shown that Brand popularity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up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oral) intention, and Brand royalty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up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oral) intention.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Brand image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up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oral) intention, and finally it could be known that Brand assets had a close 
correlation with Purchase intention. Therefore, this research established the color marketing 
strategy as follows. First, we shall build up the functional role such as aesthetic favor, 
information communication, protection of ecosystem, publicity reinforcement etc. so as to 
emphasize the properties of the package design; second, we have to construct the color 
marketing strategy to convey the images of the commodity besides th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utility which colors grants, the utility used in visual conveyance as communication 
media; third, we should build the color marketing strategy for the integration of company image; 
finally we have to compose the colors fitted for the company and product style and introduce 
design marketing using company colors.

■ keyword :∣Color Marketing∣Milk Packaging Design∣Color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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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성공 인 랜드 략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

되는 가장 요한 요소이며, 마  이론을 표하는 분

야로 자리 잡고 있다. 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

인들 에서 색채는 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

한 역할을 한다. 21세기는 디자인의 시 라고 한다. 디자

인에 있어서 가장 요한 핵심 요소는 색채이다. 색은 

제품의 랜드를 규정할 수 있는 결정 인 요소이다. 그

런 면에서 21세기는 색채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마 의 시작은 감성마 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감성마 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

기 해 상품의 색감, 재질감, 형태감 등의 이미지를 부

각시키는 마 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0

년 에 가정에 컬러 TV 보 이 확산되면서 색채정보가 

생활 곳곳에 달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시각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 색의 요성에 한 인식이 속도

로 높아졌다[52]. 이제는 에 보이지 않는 감성이나 취

향을 에 보이는 색체, 형태, 소재를 통해 형상화시켜 

특정한 이미지를 달하는 시 이다. 따라서 상품이 품

질과 기능으로 선택되는 이성 마 보다는 소비자의 

내 가치와 미학  욕구를 충족시키며 고객감동을 지향

하는 감성마 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다.

감성마 이란 말 그 로 소비자의 기분과 감정에 

향을 미치는 감성 인 자극을 통해 랜드와 유

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감성  마 의 

핵심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

는 마 을 개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랜드에 

해 자기만의 가치를 느끼고 ‘ 랜드 로열티(Brand 

Loyalty)’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성마  시 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이유는 

제품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닌 아름다워지고 싶은 꿈, 

경험, 즐거움, 자부심, 인간 인 정 등을 사는 것이다. 소

비자는 오감(五感) 에서 주로 시각으로 인해 구매하고 

있다[48]. 인감의 오감  시각이 가장 발달 되어 있고, 

시각 인 기능이 80%란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색채마 은 어떠한 다른 달 형태보다 

빨리 정보를 달하는 마  략이 된다. 따라서 랜

드 이미지를 정립할 때 색채는 요한 요인이 된다. 

랗고 노란 음료수, 알록달록 디지털 카메라,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코카콜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색채의 힘이 기

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미래는 색채마 에 한 새로운 인식이 기업에 필

요한 시기이고, 이것이 마 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

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유 Packaging 에서 

보여지는 색채를 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유는 

구매층이 폭넓은 제품 의 하나로서  남녀노소 불문하

고 거의 매일 음용하는 필수 식품이다. 이 듯, 부분의 

우유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우유 제품자체를 구매 

결정 요인으로 두지는 않는다. 즉, 우유제품의 Packaging 

 색채 마 에 의한 구매 선호도를 독립 , 객 으

로 분석하고자 함에 있어서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유업에서 실시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제품의 성분과 맛보다는 제품에서 

보여지는 색채와 Packaging의 선택이 구매 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색채는 제품을 차별

화하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유 

Packaging에 어떤 색채가 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색채 

마  략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

용되는 이유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우유 Packaging 디자인의 선호정

도를 악하고, 이를 통해 색채 마  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유 Packaging 색채 마  

략에서 색채의 요성을 검증하고, 마  략에 필

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색채마케팅 전략
색채 마 이란 상품 이미지 정책, 상품 차별화, 상품

의 기호색, 고선 의 효과를 올리기 하여 색의 기능

을 구 하는 것 는 그것을 한 일 된 색채계획을 말

한다. 이는 소비자가 동경하는 이미지를 시각 으로 표

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의식 으로 해당 상품이나 고

에 심이 끌리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기업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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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색채 마 이란 “기업경

에 있어서 마 사실과 기법을 색채와 련시켜 그 

과학  인식을 높이고, 색채가 마 의 주도  역할을 

하도록 경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행

를 결정짓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색채의 

비 이 커지면서 색채를 마 의 심에 두고 이에 따

른 기업의 이윤증 를 목 으로 한다[37].

감성시 에 색채는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  략의 심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한 색채는 상품의 매 진 수단으로서 각

각의 마  요소와 서로 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빠르게 변해 가는 패션성이 강한 주제를 지닌 제품류 

를 들어 의류, 화장품, 가구, 인테리어, 벽지 등에 특히 

요한 매 진요소로 색채가 존재한다. 물론 색채 취

향  경향을 미리 측하면서 기업이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은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깝게 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색채가 마

 략의 심에 들어오면서 색채 마 의 개념이 

새로운 마 의 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색채 마 은 색채와 련시켜 마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래의 제품과정에서 시작하 으며, 기업은 제

품의 매소득과 이윤을 극 화시킴으로 기업을 유지해 

간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계획은 소비자와의 련성이 

요하며 소비자 감각이 성숙해짐에 따라 제품도 성숙

도를 더해가야 한다. 이를 해서는 색채마  략은 

“기획-생산- 매-기획”으로 순환되는 코디네이션 계획

을 수립하며, “사람-마음-색채-상품”을 코디네이션하는 

것으로 소비자 심리를 상품에 반 하여야 한다[45]. 상

품의 이미지를 하는 것이 상품 매의 기본이고 기획

과 매가 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계로, 색

채마  략은 감성시 의 소비자 매 략의 주요한 

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2.2 색채를 이용한 Branding 전략
색채를 마 에 목시킨 략방법은 한국근  디자

인이 시작하는 70여 년 부터 활용되어 왔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는 많은 자극 인 요소들이 많다. 언어

인 표 보다 시각  감성의 깊이는 한층 더 깊은 것으

로 나타난다. R.F. Wilson은 "인간이 획득한 지식의 

84%는 을 매체로 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색

채를 이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제품

에 색채 마  략을 써서 매량을 늘릴 수도 있다. 

색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마 에

서 색채의 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 은 색채로 결정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마 은 이미지에 의해서

도 결정된다. 언제부터인지 소비자는 상품을 사람을 보

는 것과 같이 보게 된 것이다. 만약 로 야구에서 삼

성 라이온즈 선수가 란 헬멧이 아닌 빨간 헬멧을 쓰고 

나온다면 이미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품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

하는 요한 요소로써 랜드 이미지를 시각 으로 상

징화하기 해 특정 색채를 규정하고 계획  략을 이

용해 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는 이처럼 랜드를 나타내

는 색채로써 랜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색채의 이미지와 기능, 경쟁사의 색채를 고려한 후 계획

이고 략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은 색채의 기

능을 살려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제품의 개성을 표 하기 한 색채 사용은 소비자의 

시선을 집 시키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 하는 하나의 시각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각마 이 포장용 닭고기, 4륜 구동 지 , 

청량음료 등의 제품 등에서 이용되면서 색채 Branding 

략이 마 의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

해 그 이름만 들어도 바로 특징 색을 연상시키는 기업들

이 있다. 이들 색들은 특정 색채가 이들 기업과 일치되

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미지 동일화의 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표 인 색채 Branding 성공사례는 먼

 아래의 코카콜라의 색채 Branding 략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빨간색은 사람을 다소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빨간색은 색채의 

특징과 제품의 특징이 잘 부합된 표 인 사례이다. 

그림 1. 코카콜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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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의 강렬함과 코카콜라의 짜릿한 맛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 소비자들은 콜라라고 하면 빨간색을 떠올

린다. 수년간 코카-콜라 로고는 흰 바탕에 빨간 씨 

는 빨간 바탕에 흰 씨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다가, 

1965년 코카콜라의 트 이드 마크와 가장 강력하게 시

각 으로 연상이 되는 것은 빨간 원 임이 알려져 재

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처럼 빨간색하면 떠오르는 코

카콜라에 한 이미지는 코카콜라사가 가지고 있는 가

장 큰 자산이라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3 우유 Packing 색채 마케팅 사례
주부들은 반 으로 우유의 맛이나 성분 등 제품 

련 요인을 진열  포장 디자인, 고나 로모션 등 제

품 외 인 요인보다 더 요시하고 있다. 자녀 우유 선

택시 키/성장 발육  원유의 질, 두뇌에 좋은 DHA 첨

가 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51].

그림 2. 자녀우유 선택시 고려사항[51] 

반면, 온가족 우유 구매시에는 성분보다는 질 좋은 원

유와 함께 진하고 고소한 우유 맛이 더 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유는 상을 구로 하느냐에 따라 마  

략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로 주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  사고와 

감수성을 겨냥한 감성마 이 요한 건이 된다.  

이는 주부가 여성으로써 단순히 인류의 반을 차지

한다는 양 인 구분을 넘어 소비측면에서 여성은 자신

과 련된 주체인 동시에 가정 내에서 남편, 자녀가 소

비할 제품을 신 구매하는 “구매 리자”의 역할을 하

고 있고[36],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마 을 용한 우유 패키지 색채 마

 사례는 주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표 으로 

빙그  ‘바나나 맛 우유’, 스테르유업의 ‘DHA 재우

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인 빙그  바나나 맛 우유는 1974년 출시 

이후 2009년 기  1200억원의 매출로 80%의 시장 유

율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빙그  바

나나 맛 우유만의 품질과 특유의 디자인으로 랜드 

리가 이루어진 결과다. 빙그  바나나 맛 우유의 색채는 

노란색과 록색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노란색은 바나나

의 기존 색으로 우유속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듯 한 착각

을 불러일으키고, “바나나 맛 우유”라는 고로는 록색

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바나나 우유      파스퇴르 제품      앙팡 시리즈

두 번째 사례는 스테르유업의 ‘DHA 재우유’로 기

존 스테르 우유와 연계한 4색(blue, green, red, 

yellow) 칼라와 그래픽 요소를 이용하고, 강한 칼라 

비효과 이미지를 패키지 디자인에 표 했다. 제품용기

는 폴리에틸  용기를 이용하여 편리함과 고 함을 주

기 해 타사와의 용기 차별화를 주었다. 

마지막 사례는 서울우유가 1982년에 어린이 우유로 

포지셔닝된 ‘앙팡시리즈’의 이미지를 이용한 이다. 어

린이용 우유, 그 밖의 유제품에 ‘앙팡’이라는 이름과 캐

릭터와 그에 맞는 다양한 색채를 이용해 소비자의 연령

과 감성소구에 맞춘 략이다. 어린이에 맞춰 기획된 튼

튼하고 앙팡진 캐릭터와 다양한 색채는 랜드 성공에 

기여하 고, 그 후 다시 어린이 문 우유시장을 공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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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캐릭터  포장디자인을 리뉴얼하여 시장에 선보

다[53].

Ⅲ. 우유 색채 Packaging 선호도 조사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로 유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무작  추출법을 이용하여 연

구 상자를 선정하 다. 설문조사방법은 면담조사로 이

루어졌으며,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자가 장에서 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설

문항목에 해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

다.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0-15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를 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5월 

10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다. 배포

된 150부의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는 135부 고, 불성

실한 15부를 제외한 120부가 유효설문지 다.  

3.2 우유 패키지 디자인 선정절차
본 연구에서 우유 패키지 디자인의 선정은 2010년 한

국리서치 소비자 정성 조사 보고서 자료와 비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우유  Packaging 3가지와 비선호하는 우

유 Packaging 3가지를 선정하 다. 비조사에서 우유 

Packaging 테스트 진행 방법은 제조사와 상 없이 한국

리서치 소비자 정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우유 

Packaging 자극물 12종을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시한 후 

선호와 비선호 Packaging을 각각 3개씩 선정하도록 하

다. 다만, 연구에서 바나나 우유는 빙그  제품이 80%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내 본 연구의 목 과 다르다는 

단 하에 연구에서 제외하 다. 

설문지의 색채는 컴퓨터 로그램인 Adobe Photoshop 

CS3로 표 화 하 고, 린터의 기종에 따라 색채를 다

르게 표 하므로 단일 HP 린터로 출력하여 오차를 최

한 이도록 하 다. 비조사 기간은 2010년 12월 10

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다. 

3.3 측정도구
3.3.1 우유제품 구매시 중요도
소비자가 우유제품을 구매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은 선행연구[3][8][16]를 토 로 설문문항을 구성하 다. 

김미정(2008)은 연구에서 가격, 품질, 건강 등을 식품구

매시 요한 요인이라고 하 고, 김 연(2010)은 랜드, 

가격, 품질, 인지도 등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유제품의 특성에 맞게 ‘가격, 랜드 고, 신제품 

출시, 칼슘, 비타민 등의 기능성 첨가 여부, 품질, 포장디

자인, 상품, 랜드 이미지, 기업의 인지도, 우유제

품의 맛, 우유제품의 제조일자’를 우유제품 구매시 요

도 요인으로 선정하 다. 설문문항은 5  Likert 척도 측

정하 다. 

3.3.2 우유패키지 디자인 평가
패키지 디자인은 색채의 한 배색과 Combination

에 의해서 최 의 효과가 얻어진다. 패키지 디자인의 색

채는 형태와 재질, Coating 처리의 조형  요소로 디자

인을 구성하며, 디자인 평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9][17]를 바탕으로 색

채, 크기, 씨, 그림이미지, 디자인, 상표의 구분, 정보

달 등의 내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 다. 설문문항은 1

은 ‘  그 지 않다’로 5 은 ‘매우 그 다’로 구성된 

5  Likert 척도 측정하 다. 

3.3.3 색채이미지 스케일
색채 이미지 스 일은 색에 한 감각 인 단을 보

다 객 으로 개하기 해 개발된 체계이다. 색채 이

미지는 형용사 의미 분별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기

을 추출하 다.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 이미지 설정하고, 

각각의 색을 고유한 이미지 치에 배치하 다. 세로방

향으로 부드러운(Soft), 딱딱한(Hard), 가로방향으로 동

인(Dynamic), 정 인(Static)의 동일한 기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서 단색, 배색 형용사가 각각 고유의 

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상 인 이미지를 구체 인 

색채로 한 구체 인 색을 추상  이미지로 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단색 이미지 스 일

은 I.R.I연구소의 그래 를 이용하 으며, 배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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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일과 형용사 이미지 스 일은 색채로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객 인 감정을 조사한 후 여행과 어울리는 형

용사 어휘를 추출하여 I.R.I 색채연구소의 형용사 이미

지 좌표에 재 치하 다. 먼  X축에 Dynamic과 Static

으로 나  후 형용사를 추출하 고, 그 다음Y축의 Hard

와 Soft로 나 어 형용사를 배치하 다.

그림 6. I. R. I.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3.4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의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소비자들의 시  우유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가는 어떠한가?

3.5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Ⅳ. 분석결과

4.1 선호도에 따른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120명이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은 여성이 80.8%로 남성의 19.2%

에 비하여 많았다. 연령은 30 가 46.7%, 40 가 30.8% 

등이었다. 기혼자가 84.2% 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80.0% 다. 종교는 기독교가 30.0%, 무교가 38.3%, 불교

가 19.2%, 천주교가 12.5% 다. 학력은 학교 졸업자가 

60.0%, 고등학교 졸업자가 21.7%, 학원 이상이 14.2% 

등이었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39.2%, 회사원이 34.2%, 

자 업이 13.3% 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3 19.2
여성 97 80.8

연령

10대 4 3.3
20대 14 11.7
30대 56 46.7
40대 37 30.8

50대 이상 9 7.5

결혼 여부 기혼 101 84.2
미혼 19 15.8

자녀 여부 자녀가 있다 96 80.0
자녀가 없다 24 20.0

종교

기독교 36 30.0
불교 23 19.2
천주교 15 12.5
없음 46 38.3

학력

중학교 졸업 2 1.7
고등학교 졸업 26 21.7
대학교 재학 3 2.5
대학교 졸업 72 60.0
대학원 이상 17 14.2

직업

회사원 41 34.2
자영업 16 13.3
가정주부 47 39.2
전문직 9 7.5
학생 7 5.8

합계 120 100.0

시 에 매되고 있는 우유제품 구매시 선호하는 유

형으로는 일반 우유가 41.7%로 가장 많았고 고칼슘 등

을 포함한 강화 우유가 29.2%, 상 없는 경우가 15.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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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호하는 우유제품 유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저지방/무지방 유유 9 7.5
고칼슘 등을 포함한 강화 우유 35 29.2

두뇌발달 우유 7 5.8
일반 유유 50 41.7
상관없음 19 15.8
합계 120 100.0

시 에 매되고 있는 우유제품 구매시 선호하는 상

없는 경우가 30.8% 고 매일 유업이 24.2%, 남양유업

이 21.7%, 서울우유가 20.8% 다.

표 3. 선호하는 브랜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일 유업 29 24.2
남양유업 26 21.7
서울유유 25 20.8

파스퇴르 유업 1 .8
해태 유업 1 .8
덴마크 우유 1 .8
상관없음 37 30.8
합계 120 100.0

아래의 [표 4]를 통해 우유제품 구매시 고려사항을 살

펴보면, 가격이 4.96 , 우유 제품의 제조일자가 4.95

으로 높았다. 그리고 우유 제품의 맛이 4.87 , 품질이 

4.81 , 상품이 4.73 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신

제품 출시가 3.93 으로 가장 낮았다.

표 4. 우유제품 구매시 고려 사항

구 분 M (SD)
가격 4.96 (.20)
브랜드 광고 4.13 (.84)
신제품 출시 3.93 (.87)
칼슘, 비타민 등의 기능성 첨가 여부 4.58 (.63)
품질 4.81 (.45)
포장 디자인 4.13 (.74)
판촉상품 4.73 (.53)
브랜드 이미지 4.31 (.74)
기업의 인지도 4.14 (.87)
우유 제품의 맛 4.87 (.37)
우유 제품의 제조일자 4.95 (.22)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요한 사항으로는 색채

가 3.81 으로 가장 높았고 씨가 3.75 , 크기가 3.74

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이미지가 3.72 으로 가장 낮

았다.

표 5.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중요한 사항

구 분 M (SD)

색채 3.81 (.63)
크기 3.74 (.61)
글씨 3.75 (.65)

그림 이미지 3.72 (.62)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가격이 3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칼슘, 비타민 

등의 기능성 첨가 여부가 45.8%, 상품과 제품 품질

이 각 15.0% 다.

표 6.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가격 41 34.2
기업의 인지도 1 .8

맛 9 7.5
신선도(제조일자) 14 11.7

판촉상품 18 15.0
칼슘, 비타민 등의 기능성 첨가 여부 19 15.8

제품 품질 18 15.0
합계 120 100.0

시  매 유유 제품 포장 디자인 평가에 하여 살펴

보면 디자인이 복잡하다는 2.98 으로 낮아 디자인이 복

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정달이 명확하다는 

의견은 3.70 ,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3.62 으로 보

통 수 이었다.

표 7. 시중 판매 유유 제품 포장 디자인 평가

구 분 M (SD)

디자인이 복잡하다 2.98 (.64)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 3.62 (.58)
정보의 전달이 정확하다. 3.70 (.68)

우유제품의 포장디자인에서 가장 요시 생각하는 요

소로는 색채가 39.2%로 가장 많았고 씨가 27.5%. 그

림 이미지가 20.8%, 포장의 크기가 1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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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유제품의 포장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요소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색채 47 39.2
포장의 크기 15 12.5

글씨 33 27.5
그림 이미지 25 20.8

합계 120 100.0

우유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가 결과 모든 우유 

패키지에 하여 ‘포장 디자인이 복잡하다’는 모두 평균 

2 를 보이며 가장 낮은 평가를 하여 우유 제품 패키

지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우유 패키지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인 항목을 보

면 1번 우유는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M=4.03)와 ‘포

장 디자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M=4.04)

가 높았다. 2번과 3번 우유는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세

련된 이미지를 표 한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4번 우

유는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M=3.38)는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5번은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와 ‘포장 디자

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가 각 3.33 으

로 높았다. 6, 7, 8, 9번 우유는 모두 ‘정보의 달이 정확

하다’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포장 디자인이 복잡하다’에 하여 7번 우유가 2.07 으

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3번 우유가 2.59 으로 

가장 높았으나 역시 2 로 복잡성은 낮았다.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 ‘포

장 디자인의 색채가 세련된 이미지를 표 한다’,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를 표 한다’ 모

두 1번 유아가 다른 8개의 우유에 비하여 매우 높은 평

가를 보 다. 특히, 정보 달의 명확성과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는 평가는 4 을 넘고 

있어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번 우유는 상

으로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M=4.01)는 평가가 

높았다.

반면 2번 우유는 ‘정보의 달이 정확하다’의 평가에

서 3.33 으로 8개 우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3번 

우유는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에서 3.13 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 다. 

4번 우유는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M=3.03),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세련된 이미

지를 표 한다’(M=2.94),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편안하

고 좋은 이미지를 표 한다’(M=2.94)에서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았으며 평균 2 도 있어 포장 디자인에 평가

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우유 제품 패키지 다자인에 대한 평가

포장
디자인
복잡

상표의 
구분
명확

정보
달
정확

포장
디자인 
색채
신선한 
이미지

포장
디자인 
색채
세련된
이미지

포장
디자인 
색채
편한
/좋은
이미지

1
M 2.28 3.79 4.03 4.04 3.84 3.86

SD (.69) (.78) (.68) (.67) (.65) (.69)

2
M 2.57 3.20 3.33 3.41 3.16 3.13

SD (.51) (.46) (.57) (.64) (.59) (.72)

3
M 2.59 3.13 3.39 3.53 3.08 3.11

SD (.68) (.53) (.63) (.70) (.59) (.81)

4
M 2.09 3.21 3.38 3.03 2.94 2.94

SD (.58) (.62) (.62) (.67) (.76) (.76)

5
M 2.48 3.13 3.33 3.33 3.08 3.07

SD (.85) (.62) (.71) (.78) (.73) (.80)

6
M 2.45 3.13 3.51 3.43 3.18 3.04

SD (.65) (.57) (.65) (.71) (.73) (.83)

7
M 2.07 3.43 3.72 3.49 3.14 3.17

SD (.58) (.60) (.57) (.73) (.69) (.77)

8
M 2.28 3.48 3.83 3.62 3.49 3.52

SD (.66) (.70) (.61) (.79) (.70) (.74)

9
M 2.26 3.59 4.01 3.98 3.64 3.65

SD (.59) (.70) (.51) (.68) (.68) (.83)

다음 [그림 6]은 우유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한 소비

자들의 평가를 도표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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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유 제품 패키지 다자인에 대한 평가

4.2 선호도에 따른 색채 패키지 디자인 분석
본 논문에서 우유 랜드 제품  색채 패키지 디자인

의 선호도에 따라 상  3개 제품만을 선정한 결과, ‘맛있

는 우유’, ‘우유속의 코코아’, 그리고 ‘가나’의 제품 순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랜드 선호도에 따

른 색채 패키지 디자인을 분석하기 해 색채, 디자인, 

랜드 네이  등을 심으로 분석하 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맛있는 우유’  ‘우유속의 코코아’      ‘가나’

먼 , 우유 패키지 제품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그림 

8]의 ‘맛있는 우유’는 아래의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맛있는 우유’는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란색

과 하얀색의 단색을 주로 사용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우

유라는 이미지를 강조하 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맛

있는 우유’가 지니는 랜드 네이 과 색채이미지의 조

화를 꾀하고 있다. 두 번째 제품인 ‘우유속의 코코아’의 

색채는 자연을 담고 있는 코코아 우유라는 것을 강조하

기 해 내추럴한 색상인 갈색 계열의 코코아 색으로 네

이 인 ‘우유 속의 코코아’를 표 하 다. 세 번째, 푸르

의 ‘가나 코우유’의 경우 색채의 사용에 있어 신선하

고 생명력 있는 우유를 의미하는 흰색 바탕에 진한 갈색

의 코렛을 우유속에 첨가하여 진한 맛의 코렛 우유

라는 느낌을 강조하 다.

그림 11. 단색이미지 분포

그림 12. 색채 이미지 포지셔닝

둘째, 제품의 디자인을 분석하 는데, 디자인은 각기

의 제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 로 반 했다.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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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투명한 우유 컵 속에 찰랑이듯 움직이는 우유의 

생동감은 ‘맛있는 우유’가 신선하고 100% 생우유라는 

을 강조하는 색채 패키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제

품 고려사항에서 요하게 신선한 품질은 제품 선택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유속의 코코아’는  체

인 디자인을 우유와 코코아의 만남이라는 컨셉 아래 신

선한 우유 속에 코코아를 목하여 우유 속에 코코아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표 하 다. ‘가나 코우유’

는 카카오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코우유라는 특징

을 살리기 해 우유 패키지의 체 인 이미지를 카카

오로 설정하 다. 

셋째, 랜드 네이 을 분석하 는데, ‘맛있는 우유’는 

랜드 네이  역시 신선함과 고품질을 유지한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는데, 네이 처럼 ‘맛있는 우유’ 속에 특

별한 맛이 첨가된 듯 한 느낌과 우유를 정말 맛있게 음

미할 수 있다는 느낌을 살렸다. 네이 의 씨체는 흰색 

우유 속에 란색의 깔끔한 씨체로 우유의 신선함과 

정갈함을 표 하 다. 두 번째 ‘우유 속에 코코아’는 코

코아 우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해 네이 과 랜드 이

미지를 일치하 는데, 랜드 네이 의 씨체 역시 흰

색 바탕에 코렛 색채로 씨를 표 하여 네이 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가나 코우유’의 네이

은 롯데의 가나 코렛을 연상하듯 ‘가나 코우유’로 표

하여 자회사의 코렛 제품의 이미지를 우유에 목

하 다. 네이 의 씨체도 진한 코렛색 바탕에 흰색

으로 씨를 디자인하여 신선한 우유와 코코아의 만남

이라는 컨셉을 표 하 다.   

이를 종합하면, 우유제품 마다 각각의 랜드 특성을 

살리는 색채 마  략으로 우유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시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렛 

우유의 경우 카카오와 코렛이라는 색채를 목하여 

우유속에 풍부한 카카오와 코렛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이외에도 유제품의 색채 마  략

의 표 인 성공 로 ‘바나나 우유’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바나나의 ‘노랗다’라는 색채를 우유에 목하여 ‘바나

나 우유’라는 독특한 제품 특성을 살린 경우이다. 이처럼 

우유는 ‘하얗다’라는 인식을 버리고 제품마다의 특색에 

맞는 색채로 마  략을 구사함에 따라 유제품 시장

의 유율과 제품 성공여부가 좌우되고 있다. 

Ⅴ. 논의

본 논문에서는 우유 Packaging 색채마  략을 

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

다. 소비자들의 우유 Packaging 디자인 선택의 의미와 

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유 Packaging 색

채마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를 해 유제

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20명을 최종 연구에 

사용하 고, 통계처리 방법은 빈도분석과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문

제를 설정하 고,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의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가격이 4.96 , 우유 제품의 제조일자가 4.95 , 포장

디자인은 4.13 으로 구매시 고려사항에서 가격, 제조일

자와 더불어 디자인 역시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는 가격이 34.2%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유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특성

에만 을 두기보다는 랜드명이나 가격, 매처 등

을 기 으로 주 으로 품질을 평가하여 제품을 선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 Bearden and 

Shimp(1982)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이 제품품질을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품평가에 한 기

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가격, 제품의 품질보증이나 정

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의 명성 등과 같은 외재  단서

에 의 존함으로써 제품성능에 한 확신을 강화시킴으

로써 지각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마  략을 구축할 때 소비자들의 기호와 

유제품 선택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가격 략을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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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마  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문제 2. 소비자들의 시  우유패키지 디자

인에 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요한 사항으로는 색채

가 3.81 으로 가장 높았고 씨가 3.75 , 크기가 3.74

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이미지가 3.72 으로 가장 낮았

다. 시  매 유유 제품 포장 디자인 평가에 하여 살

펴보면 디자인이 복잡하다는 2.98 으로 낮아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달이 명확하다

는 의견은 3.70 ,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3.62 으로 

보통 수 이었다. 그리고 우유제품의 포장디자인에서 

가장 요시 생각하는 요소로는 색채가 3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11][35]와 일치하는데, 

색채는 매출을 증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감정  반응을 좌우하므로 체계 인 색채 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 한, 유제품에 필

요한 색채의 수집과 재 유행하는 색채 경향과 앞으로 

유행되어질 색채 등 반 인 흐름의 요성이 부가되

어지는 색채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제품별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우유 패키지에 하여 ‘포장 디자인이 

복잡하다’는 모두 평균 2 를 보이며 가장 낮은 평가

를 하여 우유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체 9개의 제품을 평가한 결과 1번 우유(남양: 맛있

는 우유)가 ‘상표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보의 달이 정

확하다’,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

다’,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세련된 이미지를 표 한다’, 

‘포장 디자인의 색채가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를 표 한

다’ 등의 질의에서 다른 8개의 우유에 비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보 다. 특히, 정보 달의 명확성과 포장 디자인

의 색채가 신선한 이미지를 표 한다는 평가는 4 을 

넘고 있어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잠재 인 수요와 지속 인 소비층을 구축

하기 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패키지 디자인 략

이 먼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검증하 다. 따라서 기업

은 지속 인 소비층 구축을 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패

키지 디자인 개발과 색채 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에 따른 우유제품의 색채 패키지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랜드 특성을 살리는 색

채 마  략으로 우유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시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맛있는 우유’는 신선

함을 강조하기 한 색채 략으로 란색을 패키지 디

자인에 목하 는데, 이는 웰빙시 에 따른 제품의 신

선함과 생명력을 강조하기 한 략으로 풀이된다. ‘우

유 속에 코코아’는 체 인 디자인을 우유와 코코아의 

만남이라는 컨셉 아래 색채는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우

유를 의미하는 흰색 바탕에 진한 갈색의 코렛을 우유

속에 첨가하여 진한 맛의 코렛 우유라는 느낌을 강조

하 다. 그리고 ‘가나 코우유’는 카카오폴리페놀이 함

유되어 있는 코우유라는 특징을 살리기 해 우유 패

키지의 체 인 이미지를 카카오로 설정하 다. 

Ⅵ. 결론 

6.1 결론 및 요약
소비자의 지각은 물리 , 주  요소에 의해 향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나 상황 등

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단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결과를 도출한

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자체를 있는 그 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자신에게 맞춰서 이해하게 때문

에 색채를 통한 소비자의 지각은 제품, 시장정보, 구매패

턴과 같은 것 보다 더욱 요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소비자들이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

항은 가격, 제조일자와 더불어 디자인 역시 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한,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요하게 고

려하는 사항으로도 가격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시  우유패키지 디자인에 한 평

가는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요한 사항으로는 

크기가 가장 높았고,  씨, 색채의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그림 이미지가 가장 낮았다. 시  매 유유 제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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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디자인 평가는 체 으로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셋째, 우유제품의 포장디자인에서 가장 요시 생각

하는 요소로는 색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랜드 특성을 살리는 색채 마  략으로 우

유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시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 경 을 한 단계 업그 이드 하여 효과

를 극 화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으

로 색채마  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패키기 

디지인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심미  호감, 정보

달, 생태계 보호, 홍보 강화 등의 기능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색채가 부여하는 심리  내지 생리  효용, 커뮤

니 이션 매체로서 시각 달에 사용하는 효용 이외에 

상품의 이미지를 달할 수 있는 색채마  략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 하는 사항은 랜드 이

미지 확립, 상품특징 표출, 다양화, 오감과의 연계성 활

용, 색체 코디네이션 등을 활용하여 색채마  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 이미지 통합을 한 색채마  략을 구

축해야 한다. 이는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상품이나 고, 

로고에 일 되게 표 하여야만 소비자로 하여  혼돈을 

이고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

업 색채로서 기업 특정의 색채를 선택하고 이상 인 이

미지를 형성시키기 해서는 기업 아이덴티티와 상품이

미지와 색채 감정반응의 기호 이미지가 하나로 통합된 

이미지로서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과 제품 스타일에 합한 색채를 구성해야 

하며, 기업색채를 활용한 디자인마 을 도입해야 한

다. 표 시장이 결정되면, 표 시장의 소비자 특성을 감

안한 색채디자인 마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요성에 한 인식을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디자인의 본질에 한 인식이나 략  활용은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2006년 헬싱키 학의 발표에 따르면 한

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 로, G7 진입을 앞에 

둔 R&D 경쟁력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발 시키기 해서는 색채 디자인과 련한 연구가 지

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 , 

공간  한계 과 연구진행에서 오는 한계 을 내포하고 

있는 계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유제

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만을 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계로 우리나라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자료의 보

편성, 일반성을 확보하기 해 국 소비자들의 인식뿐

만 아니라 계층별 인식조사로 연구범 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우유제품 구매시 요도, 패키지 디자인의 선호

도, 패키지 디자인의 이미지 등과 련한 변인 등만을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계로 변인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변인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과 개인  특성 등을 고려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량만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향후에

는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양 연구

와 인터뷰를 통한 심층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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