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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패키징을 위한 점착라벨 솔루션의 이점

기술지원백서Thought Leadership White Paper

혁신적인 식품 보관 솔루션 
리클로저(Reclose) & 
리씰(Reseal) 출시
소비자들은 인쇄 품질과 색상, 브랜드 강조, 그리고 점착력을 
패키징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련된 외관과 독특한 디자인감, 산뜻한 느낌 
등을 이유로 투명 용기를 선호했습니다. 투명 용기의 개별 
평가 및 선호도 비교 조사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점착라벨과 
랩어라운드라벨의 디자인 및 성능 선호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 두 방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투명 용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참가자의 66%가 
점착라벨이 적용된 용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점착라벨은 투명 및 불투명 용기 모두에서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솔루션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과에서 직접인쇄 기법은 모든 패키징 유형에서 가장 
낮은 소비자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리클로저 점착라벨은 내용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지퍼로 
재봉합하거나 별도 용기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내용물이 
손상되거나 쏟아지는 일이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리클로저 라벨은 이런 상황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봉합 솔루션입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은 낙하 및 기타 
분석 등의 테스트를 통해 용기를 떨어뜨렸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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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시장조사 업체인 Firefly Millward Brown은 2013년 6월, 12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점착라벨, 
랩어라운드라벨, 직접인쇄 등 세 종류의 주방세제 패키징을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점착라벨이 적용된 주방세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조사: 점착라벨을 적용한 주방세제의 우수한 매대 진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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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매대 진열성, 
사용 경험 및 가격 수용도 

제품 연관성을 기준으로 한 주방세제 평가 중, 불투명 
용기를 평가한 참가자들은 점착라벨이 브랜딩, 매대 
진열성, 사용 경험 및 가격 수용도 측면에서 보다 우수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쉽게 잡을 수 있다”, “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항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용기 유형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점착라벨 제품의 
가격이 7%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인지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소매업체가 점착라벨을 적용한 주방세제를 기타 
다른 제품보다 고가에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점착라벨 적용으로 
매대 진열성 향상 
연구진들은 소비자들이 “산뜻함”이나 “깨끗한 세정력” 
같은 제품 특성, 패키징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서 
전해지는 직관적인 느낌 등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주방세제 
선호도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의 용기 선호도에서 점착라벨을 가장 선호하는 
솔루션으로 꼽은 요인은 “설명이 가장 선명하고 읽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점은 특히 불투명 용기의 
조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불투명 용기에 적용된 점착라벨이 정보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점착라벨 적용 
제품의 성능이 더 뛰어나고, 가격도 더 높을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착라벨의 적용은 매대 
진열성 및 제품 선호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패키징
구매 결정의 약 76%가 매장 진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패키징과 라벨 솔루션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점착라벨을 불투명 용기에 적용할 경우 보다 
쉽고 보기 좋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반향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방세제를 판매하는 브랜드 매니저들은 점착라벨 적용을 
통해 이와 같은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점착라벨은 기타 다른 제품에 
비해 프리미엄 룩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판매 시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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