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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웰빙과 다이어트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설탕과 인공첨가물 등이 들어가지 않은 기

능성 물인 탄산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고 있다. 이에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전

년대비 400억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1200억 원
대의 큰 규모로 예상하기도 한다.[1] 

▶▶ 그림 1.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시장조사기관 

AC닐슨, 2015년)

 

  국내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탄산수 브랜드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

입 탄산수는 기존의 고급화 전략에서 벗어나 가격을 낮

추고 판매처를 확대하여 대중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시

장의 활성화에 브랜드 경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 탄산수의 품질은 인정받았으나 수입 탄산수 패키지

보다 색채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탄산수 패키지의 색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탄산수 패

키지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국내 온라인 시장인 11번가에서 판매량이 많은 국내·

외 탄산수 각각 5개를 선정하여, 패키지의 주조색과 보조
색을 분류하고 이미지맵과 색상맵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표 1. 국내·외 탄산수브랜드

국내 브랜드 / 회사명 수입 브랜드 / 수입국

1 트레비(롯데칠성음료) 1 페리에(프랑스)

2 씨그램(코카콜라) 2 산 펠레그리노(이탈리아)

3 초정탄산수(일화) 3 게롤슈타이너(독일)

4 빅토리아(웅진) 4 폰테알레그라(이탈리아)

5 프라우(남양F&B) 5 페라렐레(이탈리아)

Ⅱ. 국내·외 탄산수 패키지 디자인 색채 비교

1. 패키지 디자인과 색채

  현대의 패키지디자인은 경쟁제품과의 차별성과 디자인 

주목성을 가져야한다.[2]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은 소비자

들의 구매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색채의 

영향력은 80%이상이다. 패키지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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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웰빙과 다이어트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탄산음료보다 설탕과 인공첨가물 등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

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 탄산수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 탄산수 브랜드간의 경쟁이 치열

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패키지 색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탄산수 각각 5개를 지정하여 패키지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분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색계열의 색채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탄산수 패지키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수입 탄산수 패키지

보다 주목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탄산수 패키지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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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중 색채는 패키지의 형태보다 제품의 성격과 이미지

를 쉽게 전달한다. 따라서 패키지에서 색채마케팅은 브

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탄산수 패키지 디자인 색채 분석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탄산수 브랜드 
각각 5개를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색채를 분석해 보았다.

표 2. 탄산수 패키지디자인의 색채분석

  <표 2>의 분석 결과 국내 패키지는 주로 주조색을 자

연, 신선, 청결의 의미를 가진 한색계열로 사용하였고 보

조색은 유사한 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배색하였다. 반면

에 수입 패키지는 주조색을 한색계열과 함께 청결, 맑음

의 의미를 가진 흰색도 사용하였으며 보조색은 유사한 
색과 더불어 대조색인 난색을 사용하였다. 색채 비교분

석 결과 국내 탄산수 패키지보다 다양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 수입 탄산수 패키지의 주목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2. 국내·외 탄산수 이미지맵

  <그림 2>이미지맵 분석 결과 국내 탄산수 패키지 디자

인 은 정적이고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하여 자연을 연상

시키고 청결하고 맑은 느낌을 준다. 반면 수입 탄산수 패

키지 디자인의 색채는 다양하게 여러 영역으로 분포되어 

세련된 느낌과 품위 있는 느낌, 클래식한 느낌 등 패키지

마다 다양한 느낌을 준다. 

▶▶ 그림 3. 국내·외 탄산수 색상맵

  <그림 3>색상맵 분석 결과 국내 탄산수 패키지에 사용

된 색채는 정적이고 딱딱한 색을 사용하여 남성적인 느

낌을 준다. 반면 수입 탄산수 패키지는 다양한 색채를 사

용하여 동적이고 딱딱한, 정적이고 부드러운, 정적이고 
딱딱한 3가지 영역의 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느낌을 준다. 

  두 가지 맵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탄산수 패키지 디

자인 색채는 다양하지 못하고 이미지맵과 색상맵이 일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입 탄산수 패키지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며 포지셔닝이 일치한다. 이를 통

해 수입 탄산수 패키지는 색채마케팅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패키지 각각의 개성을 차별성 있게 제작한 것

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탄산수 패키지의 색채를 비교 

분석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탄산수 패키지는 대부분이 한색계열의 색

채배색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져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수입 탄산수 패키지보다 주목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내 탄산수 패키지는 이미지맵과 색상맵의 포지

셔닝이 일치하지 않아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점차 커지는 국내 탄산수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출에 대비하여, 국내 탄

산수 패키지는 브랜드마다 차별화된 다양한 색채를 사용

하여 브랜드 로얄티를 높여야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지맵과 컬러맵을 일치시켜 포지셔닝에 맞는 색채마

케팅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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