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친환경 패키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화장품 포장재에 대
한 규제를 강화했다.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출시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속 가능 패키지의 디자인 개발
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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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
서 친환경 패키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패키지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지만, 한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각 5가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패키지 기준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는 국외와 비교하여 지속 가능 패키지의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 주도의 친환경 캠페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삼아 앞으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화장품 패키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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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ases study of sustainable eco-friendly cosmetics packages.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packages has been increasing as environmental issues have recently emerged around the 
world. Domestic cosmetics industry are releasing sustainable package designs with these changes, but 
they are limited. In this study, sustainable package criteria were divided and analyzed based on each 
of the five prior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re is no diversity 
in the materials and designs of sustainable packages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lso, it 
could be seen that there was the lack of consumer-led eco-friendly campaigns. Starting point of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help continue to study better sustainable cosmetics 
packag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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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 분석하여 혼란스러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지속 
가능 패키지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환경 보호가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필 환경 시대가 다

가왔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환경을 우선 고려
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1].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9년 11월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
화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포장재별로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1~3등급이었던 기존의 개정안
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바뀐 규정이 따라 `어려움`으로 분류된 제품은 
환경부담금 최대 30%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이 필수이다. 재활
용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기준 등급과는 달리, 포장재 규
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평가와 등급에 따른 조치가 의무
화된 것이다[2].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0년 4월 정확한 가이드 라인
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분담금 차등화 등
을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종류 및 구조 개선을 
모색하며, 포장재 겉면에 재질, 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
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
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3].

KITA 해외시장연구보고서(2019)에 따르면, 최근 환
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패키징
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과 후손을 생각한 책임감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의 증가는 곧 친환경 패키징의 수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
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화장품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산출물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화장품 업계의 친환경 행
보이기보다 많은 브랜드로 확장될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 패키지 시장에 
대한 요구와 최근 국내 화장품 포장재 규제에 대응하고
자, 최근 국내외 지속 가능 패키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속 가능 디자인의 정의 

지속 가능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에코디
자인’ 또는 ‘그린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환경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 
디자인은 친환경 디자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 
Sheriwin(2006)은 친환경 디자인은 환경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의 역할이며, 해결해야 하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이고, 지속 가능 디자인은 혁
신적이고 급진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고 정의한다[4].

김보영, 김선아(2010)는 지속 가능 디자인이란 친환경 
제품에 사회성을 부여한 것이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
제적 가치창조, 환경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이 고려한 
디자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는 생산비용의 절감, 마케팅 이익, 제품 차별화 획득 등의 
생산이나 소비 판매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 획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4].

이사랑(2020)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양상의 연속 가운데 경제적 이윤 
창출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포함하며, 현재 살아가는 
현대와 먼 미래의 세대까지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
는 개념의 디자인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지속 가능하며, 전 사회적 책임의식과 생태계 
환경을 고려한 확장된 의미에서 지속 가능 디자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5].

2.2 지속 가능 패키지의 정의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이란 제품을 안전하

게 보호하며, 시각적인 디자인과 문안을 활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내용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디자인의 분야이다. 하지만 산업화, 정
보화 시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대량생산, 브랜드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과대 포장과 일회성 포장이 증가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속 가능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6]. 

이러한 지속 가능한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 미국 지속
가능 패키지 협회(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는 지속 가능 패키지에 대해 규범적이기보다는 지향적인 
목표 8가지를 다음과 같이 개발 및 정의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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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Sustainable package
1) Is beneficial, safe & healthy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out its life cycle
2) Meets market criteria for both performance and cost
3) Is sourced, manufactured, transported, and recycled using 

renewable energy
4) Optimizes the use of renewable or recycled source materials
5) Is manufactured using clean production technologies and best 

practices
6) Is made from materials healthy in all probable end of life 

scenarios
7) Is physically designed to optimize materials and energy
8) Is effectively recovered and utilized in biological and/ or 

industrial closed loop cycles

Table 1. Definition of Sustainalble package

2.3 지속 가능 패키지 디자인의 접근방법
이현숙, 김영윤(2016)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접근 방

법을 재사용(Reuse), 감량(Reduce), 재활용(Recycle), 
생분해(Biodegrade)에 대한 주요 키워드 4가지를 행동 
주체에 따른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였다[8].

Approach 
method Definition Main agent of 

Action
Reuse the way users redesign and reuse 

packages as they are
designer, 
consumer

Reduce
the way to reduce over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by saving 

materials or energy during 
package development

designer,
factory,

enterprise

Recyle
the way to melt, decompose, 

regenerate, and use a package as 
a new product

designer,
factory,

enterprise
Bio-

degrade
the way to make compost by 

melting or decom-posing 
package materials

factory,
enterprise

Table 2. Eco-Friendly design approach method and 
definition of the precedent study

이사랑(2020)은 지속 가능 접근 방법을 고려한 패키
지 디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크게 소비 행동 주체자와 
생산 행동 주체자로 분류하였으며, 그 속에 포함되는 하
위분류로 소비 행동 주체자는 소비자 참여가 이행되는 
재충전(Refill)과 재사용(Reuse)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생산 행동 주체자 분류는 생산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패키지 개발을 위해 제품 또는 상품 개발 전 과정에서 동
참할 수 있는 재활용(Recycle)과 생분해(Biodegrade) 
등으로 분류하였다[5].

 

Reduce Minimize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needed to 
produce products.

Reuse
Extend the product's life by redesigning all of the 
product or reusing its form as another purposes. 

There is no expense incurred in processing.

Recyle
To reprocess or reprocess discarded materials into 
raw materials (melting or analyzing materials) and 

reuse them as other products

Re-
generation

Materials that are easy to collect are used to 
Regenerate and reuse the material, reducing 

unnecessary waste of paper, and increasing the use 
of recycled paper. (And a single material must be 

used or removed easily for regenerate)
Bio-

degrade
To compost by melting or dissolving materials using 

packaging materials as a single material

Refill
To extend the life cycle of a product by refilling and 
reusing products without throwing away the new 

packaging materials.

Table 3. Sustainable packaging approach method and 
definition of the precedent study

3. 연구 방법
3.1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화장품 포장재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패키지 접
근방법 가이드 및 분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그
에 따라 국내외 지속 가능한 화장품 패키지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Approach 
method

Reduce, Reuse, Recyle, Regeneration, 
Biodegrade, Refill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 Consumer, 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Consum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Features for each product and brand

Table 4. Approach method of sustainable packaging

4. 사례 연구
4.1 국내 사례 분석

4.1.1 해피바스(Happy bath)
해피바스의 제품군 중 하나인 ‘에센스 바디 워시’는 세

계 환경의 날에 맞추어 재활용성을 높인 용기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색색의 플라스틱 사용 시 재활용의 어
려움으로 소각, 매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식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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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성분의 플라스틱을 26.5% 함유한 무색용기로 제작, 판매
하여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패키지 사례로 볼 수 있다[9].

Happy bath
Approach 
method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Consumer, 
Enterprise

Features Only one 
product-line

Table 5. Analysis of Happy bath

4.1.2 이니스프리(Innisfree)

Innisfree
Approach 
method

Biodegrade, 
Recyle,Reus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Consumer
,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Eco-friendly
campaign

Table 6. Analysis of Innisfree

이니스프리는 제품 상자 모두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었
다. 또한 녹차로 만든 녹차지, 감귤주스를 만들고 버려지
는 감귤의 껍질을 활용한 감귤지를 개발하여 적용했다. 
그 외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병을 활용한 ‘그린사이클(GREEN 
CYCL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다쓴 화장품 
공병을 리사이클링하거나 예술 작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벤트로 이산
화탄소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했다[10].

4.1.3 리더스 코스메틱(Leaders cosmetics)

Leaders cosmetics
Approach 
method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Consumer,
Enterprise

Features limited to
contents

Table 7. Analysis of Leaders cosmetics

리더스 코스메틱은 일회용 마스크팩에 쓰이는 시트를 
목화씨 둘레의 솜털로 만든 자연 소재 섬유 ‘뱀리제’를 사
용한다. 생분해 인증을 받은 뱀리제 시트는 폐기 후에도 
불필요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기업인 만큼 다른 라인인 ‘인솔루션 아쿠아링거 스킨 클
리닉 마스크’ 와 ‘스텝솔루션 샤이닝 이펙트 마스크’ 등에
도 사용 중이다[11]. 하지만 제품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
에 한정되었다는 점, 마스크팩 자체가 일회용품이라는 점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1.4 톤 28(Tone 28)

Tone 28
Approach 
method

Reduce,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y,E
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Apply as 
Brand Identity

Table 8. Analysis of Tone 28

톤 28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해 행
동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분 90%, 용기 10%라
는 원칙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환경
에 무해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패키지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최소한의 친환경 패키지 용기만을 사용하며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실현하고 있다[12].

4.1.5 더샘(The saem)

The saem
Approach 
method Regeneration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Consumer, 
Enterprise

Features High cost

Table 9. Analysis of The saem

더샘의 제품 중 셀리뉴 바이오 에센스는 효율적인 분
리배출을 고려한 셀프 분리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다 쓴 
화장품 용기의 위, 아래를 각각 분리하여 더욱 순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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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재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이는 자원의 회
수와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13]. 하지만 제품의 목형 
개발에 있어서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4.2 해외 사례 분석
4.2.1 러쉬(Lush)

Lush
Approach 
method

Reuse,Recyle,R
educe

Main agent of 
Action

Consumer,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Consumer

Features
No packaging, 
Eco-friendly

campaign

Table 10. Analysis of Lush

러쉬는 블랙팟 용기 5개를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의 플라스틱 
패키징 프리(Plastic Packaging-Free)에 앞서며 샴푸, 
보디 로션,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제품을 포장지 없는 고
체 형태의 ‘네이키드(Naked)’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
[14]. 또한, 2020년 4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일회용 플라
스틱 절감을 위한 ‘고 네이키드 2020’ 캠페인을 진행하며 
환경 보호에 앞서고 있다[15].

4.2.2 키엘(Kiehl’s)

Kiehl’s
Approach 
method

Reduce, 
Biodegrade,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
y,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Reduce
printed ink

Table 11. Analysis of Kiehl’s

키엘도 일부 제품 용기에 지속 가능 패키지가 적용되
었다. 최근 출시한 알로에 젤리 클렌저 용기는 100% 재
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99.4%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
으로 만들어졌다[11]. 또한, 몇몇 패키지에서는 2도 이하
의 인쇄를 통해 자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4.2.3 아베다(Aveda)

Aveda
Approach 
method

Reduce,Recyle
Regeneration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Part of new 

material 
development

Table 12. Analysis of Aveda

아베다는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Award)와 환경 단체에서 수상할 만큼 참신한 친
환경 패키지를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베다 제품 패
키지는 소비 후 재활용된 물질인 PCR(Post-Consumer 
Recycled)을 원료로 만들어지며, PCR 함량을 100%로 
높이는 방법으로 재활용된 원료를 새로운 패키지로 부활
시키기 위해 전문팀을 꾸려 연구한다. 또한 화장품 설명
서를 없애, 종이 대신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된 스티커를 
사용한다[16].

4.2.4 닥터브로너스(Dr. bronner’s)

Dr. bronner’s
Approach 
method

Reduce,RecyleReg
eneration,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Factory,E
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ble 13. Analysis of Dr.bronner’s

닥터 브로너스는 100% PCR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닥터 브로너스의 인기 제품 '퓨어 캐스틸 바솝'또한 
100% 재활용된 종이와 수용성 잉크를 사용하여 원료에
서 패키지까지 환경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중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로 
쓰레기 프로젝트(Zero Waste Project)'를 전담 부서 '그
린 팀(Green Team)'을 만들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에는 판매량 증가했음에도 
전체 쓰레기의 11% 정도만을 매립지 보내는 데 성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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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그리고 모든 제품은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의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전하며, 미생물에 생
분해되어 친환경적이다. 특히 수익의 33%는 사회공헌활
동과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
한 가치 실현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17].

4.2.5 이솝(Asoap)

Aesop
Approach 
method

Reduce, Recyle, 
Regeneration 
Biodegrade,

Main agent of 
Action

Designer,Con-
sumer,Factory,

Enterprise
Main agent of 

payer
Factory,

Enterprise
Features Consumer-led

Recyling package

Table 14. Analysis of Aesop

이솝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
드 중 하나이다. 이솝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무광택
의 거친 종이 박스와 갈색 유리병은 재활용된 원료 만들
었다. 특히 갈색 유리병은 50% 재활용된 원료로 제작되
었고, 제품 운송용 박스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든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은 최소화하고 전 제품의 인
쇄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더불어 증정품인 
헝겊 파우치는 고객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덧붙
여서, 제품 설명서 없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라벨에 담아 
불필요한 종이를 줄여가고 있다[17].

4. 사례 연구 결과
4.1 국내 사례

국내 사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니스프리의 경우에는, 패키지에서 시작하
여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
만 해피바쓰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100% 친환경 소재 패키지가 아니라는 것이 특징
이었다. 더샘은 재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일회용 시트를 생
분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톤 28은 최소한의 패
키지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고 이것을 브랜드 아이덴

티티로 연결하였다.

4.2 국외 사례
국외 사례에서는 아베다, 닥터 브로너스, 러쉬, 이솝 

모두 친환경을 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전담팀을 꾸려 이것에 관한 연구를 끊
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국외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친환경 캠페인을 바탕으로 고객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었으며, 무엇보다 
소재의 다양성이 큰 특징이었다. 국외 화장품 기업은 대
부분 환경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5. 결론
패키지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알리고 구매 

욕구를 증진 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각 디
자인의 기술적인 활동이며[18],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자
와 기업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최후의 매개체로 제품 
보호, 수송 역할과 함께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기업 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19]. 하지만, ‘지
속 가능한 뷰티’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불필요한 포장
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움직임
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쟁하던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패키징'이 새
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지향
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소재를 접목한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다. 신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패키지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국외의 사례
와 비교했을 때 일부 제품군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소재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브랜드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활
동과 연계하여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친환경 캠페인과 친환경 활동을 통하여 고객
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친환경 전담팀을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친환경 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국외 
업체와 협업하여 버려지는 것이 없는 화장품 제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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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고객
으로 하여금 긍정적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키지’라는 목표를 가진 가시적인 산출물을 내놓고 있
다. 이는 곧 화장품 업계의 친환경적 행보가 많은 브랜드
로 확장될 것을 시사한다[1].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국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화장품 패키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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