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포장디자인으로 맛과 멋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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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벚꽃 녹차와 복숭아 우롱차 맛을 출시한 오레오 과자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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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패키징의 코카콜라

중국 내 인기 과자 브랜드 중 하나인 오레오(奥利奥, Oreo)에서는 최근 벚꽃 시즌과 맞물려 벚꽃 녹
차 맛, 복숭아 우롱차 맛의 두 가지 시즌 한정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의 맛은 물론 산뜻한 색상, 포장디
자인으로 젊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중국 소비자들은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을 보고 27초 안에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포장에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경우 제품에 어
떤 효능이 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오늘날 식품업계의 경쟁이 점점 과열되고 있어
어떻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는 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이다.

심플한 컬러의 포장으로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색상은 제품 포장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녹색을 보면 ‘건강’, ‘유기농’,
‘천연제품’, ‘친환경’을 떠올리며 짙은 색깔에서는 ‘고급스러운’, ‘당당한’, ‘품위있는’ 등의 느낌을 받는다
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식품의 포장 색깔을 디자인할 때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배색해야 하며 성분 정
보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켈로그(KELLOGG’s)사(社) 산하의 알엑스바(RxBar)는 미
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하며 제품 포장에는 제품에 관한 영
양 정보만을 표시한다. 제품의 포장을 파스텔 색조와 같은
부드러운 색상으로 함으로써 제품의 정보를 도드라지게 제
작한다.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연 친화적
인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제품이 가진 영양성분과 정보는 효
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출처 :중국 식품상무왕 ➊ http://news.foodmate.net/2020/04/556054.html

친환경, 지속가능한 제품 포장이 대세
요즘 현대인들은 포장 등이 낭비와 오염을 초래하고 지구 온난
화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켜 향후 후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
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의 포장이 재활용 가능한 제
품인지,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인지를 확
인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브랜드들은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포장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상세한 제품 라벨링
물론 포장의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해서 소비자
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
▲ 알엑스바(RxBar)의 심플한 포장디자인

는 것은 아니다. 한 조사
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67%가 포장 라벨에서 해
당 식품이 필요한 영양성분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하

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양성분을 갖춘 제품과 실제
로 구매한 제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라벨을 제작할 때에는 제품의 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출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하며, 맛과 품질이 좋은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Key
Point

오늘날 중국 소비자들은 인공이나 화학성분이 첨
가된 제품보다는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제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포장디자인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구

▲ 소포장하여 판매되는 중국 국민과자 왕왕(旺旺)

현되고 있는지 살피기도 한다. 제품의 ‘비주얼’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
한 첫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며, 포장된 제품 자체의 품질과는 관계없이

미니포장으로 휴대성을 높여라
최근 중국의 소비자들은 열량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상생

저급스러운 포장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준
다. 제품의 포장디자인은 상표 인지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에도 도움

활에서 소량포장의 간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포장

이 된다.

크기의 제품들은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포장 전략을 세
우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의 이미지와 제품을 통해 나타내고

족시키고 있다.

싶은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이제는 제품 포장디자인의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 소비자를 공략해야 할 때다.

출처 :중국 식품상무왕 ➋ https://news.21food.cn/35/2895280.html ➌ https://news.21food.cn/12/2895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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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8%는 상품 라벨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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