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jet 제공 사항

포장의 진화
인쇄의 혁신
$3500억 이상 규모의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현재 6 가지의 주요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수, 모발 관리 용품, 메이크업, 구강 관리 용품, 피부 관리 및
위생 관리 용품 이 분야는 새로운 혁신, 소비자 선호도 변화 및 규정 당국으로 인해
빈번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작...

60년대

$4
억

1957년 무렵, 미국인들은 미용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4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화장품과 개인 용품은 금속과 유리
용기 또는 단지에 포장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여성
노동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화장품
판매량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더욱 다양한 경쟁
구도의 매장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 의복과 패션: American Fashion from Head to Toe(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미국의 패션) 저자: José Blanco F,
Patricia Kay Hunt-Hurst, Heather Vaughan Lee,
Mary Doering

70년대

1970년대

70년대에는 밝은 색상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화장품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고 제품 혁신이
활발해지면서 포장은 플라스틱과 카드보드
소재로 변경되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화장품 성분 표시 문제가
대두되었고 1977년에 이르러 더욱
상세한 성분표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1980년대

1980년대에는 특히 헤어스타일 부문에서
대담한 스타일이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모발 관리 용품이 붐을 이루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문가용 제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포장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90년대

1990년대에는 화장품과 개인 용품 부문에
진정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슈퍼마켓과
잡화 매장의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제품과 포장 부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2000년대
기술과 기구는 사람들이 화장품과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장소와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프로모션용 QR 코드, 게임 및 경품 코드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도록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 강력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과 업계의 성분표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빼면
다른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

구매
2000년대 소비자의

47%

가
쇼핑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Deloie, Navigating the New Digital Divide(새로운 디지털 격차 탐색)

기술을 좋아하는 밀레니엄 세대에는 스마트 포장의 글
로벌 시장 규모가 연간 8%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

$270억

*

이르면 예상 가치가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 달할

출처: Grand View Research

다양한 가계 소득
전 세계의 중산층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습관, 취향, 요구 사항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욕구를 충족하는 구매를 원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

설문조사에 참여한

*

는 회사
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코드
품질을 가장 중요한 인쇄
장비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비 증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품질
에 중점을 두는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제품, 포장 및 브
랜드의 품질을 비롯해 추적성을 위해 적용된 코드의
품질.
출처: Techvalidate 설문조사
* https://www.techvalidate.com/product-research/videojet/facts/8B4-C26-439

남성 건강 관리 및 미용용품
남성 미용용품 업계는 굉장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포장의 판도를 바꾼 새로운 제품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600
억

남성 미용용품 시장은 연간 5.2%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면 $600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Beauty and Personal Care Industry
Forecast(미용 및 개인 용품 산업 전망)

89%

*

설문조사에 참여한 화장품 업체 중 89%는 제품 또는 인쇄 공간의 크기가 정
보를 인쇄하는 방법과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한된 인쇄
공간과 다양한 포장재는 인쇄 및 마킹 공급업체에 상황에 완벽하게 적합한 해
결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Techvalidate 설문조사
*https://www.techvalidate.com/product-research/videojet/facts/D14-838-E1B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포장
밀레니엄 세대가 기업 경영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늘어날 것이므로 미용 산업의 생산업체들이
환경적 포장과 관행을 개발하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의 최상위
5가지의 트렌드

1

2

구매 후 자재를 재활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포장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4

지속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리필형과 재사용이
가능한 팩의 도입이
늘어났습니다.

유통기한 만료일 이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5
생산 공정도 탄소 배출량 감
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유기농과 천연 제품의 인기가 늘어난 것 역시 보다 양심적인
밀레니엄 세대 소비의 또 다른 징후입니다.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의 개인 용품 시장 예측에 따르면, 유기농
분야가 약 $160억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0 년까지

$16
억

간편한 구매와
보편화된 여행
전 세계의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해외 여행이 더욱 늘어나 더욱 동적인 삶의
방식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크기가 작은 여행용 제품의
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좋은 것은 작은 포장에 담겨서 올까요

• 유통기한 만료 전에 제품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새
제품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항공 수화물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 생산업체에 유연한 파우치 등의 경제적인
포장으로 리필 제품을 생산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경제적 추진요인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업체는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조업중단과 폐기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63%
Videoject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화장품, 개인 및 가정용품
생산업체의 63%는 폐기물 및 조업중단 시간 감소화 효율성
증대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꼽았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인쇄 오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프린터 상호
작용을 단순화하는 것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 유형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및 가정용품은 사실상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포장재, 색상 및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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