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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우리나라의 輸岀増大와 여러분의 急速한 

企業成長을 돕기 위하여, 輸岀 및 内需用 商品의 高級化를 促成하 

는 國内 唯一한 公益機關입 니 다.

当 센터는 輸岀業体에 대하여 國際規格의 優秀한 輸岀品用 包裝 

資材를 適期 廉価供給할 뿐만 아니 라, 모든 尚品의 디 자인과 包裝部 

門의 改善 向上은 불론, 各種 展示와 出版專業, 國！祭交流 둥 綜合的 

인 振興施策을 活發히 展開함으로써, 國家経済 發展과 業界의 國際 

競争力 強化에 橫極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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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紙対話

투명한 생명의 울림이' 

응결된 가지에

繊弱한 신의 손끝이 닿아 

넓은 光明으로 보내진다. 

움직이는 시시 각각으로 공간이 빛나 

변형되어지는 形과 芸術의 노래가 피어난다. 

아트로 티 테 탄생에서.......

차갑게 빛나는 영원의 결정체들과 같이.

Logotype 金 榮 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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巻頭言

理事長 張盛 煥

冬眠의 어두운 期間이 지 나고 이제 蘇生과 躍動의 새 봄을 맞이 했읍니 

다.

그 동안 梗塞되 었던 모든 産業生産 및 貿易, 経済活動에도 解氷의 蕪風 

이 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 다.

그러나 沈滞状態의 景気가 어느 程度 恢復될 것 이 라는 展望이 期待I되기 

는 하지만 이에 相当한 우리의 努力이 없이는 그 結果란 決코 楽観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総和의 힘으로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므로써 

当面하고 있는 不景気를 打開하고 前進의 態勢를 가다듬어 나가야할 重大 

한 岐路에 서 있다고 하겠읍니다.

여기서 우리 디자인 및 包装界도 새삼 그 使命의 重大함을 느끼게 하며, 

輸出産業界가 渇望하는 優秀디 자인과 包装의 開発活動에 至大한 関心을 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輸出이 持続的으로 拡大됨에 따라서 디자인과 包装은 그 開発의 領域이 

無限한 可能性을 가지고 拡大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輸出商品의 優秀性, 

高級化 趨勢에 따라 보다 훌륭한 디자인에 対한 우리의 熱望 또한 無限한 

바가 있 다 하겠 읍니 다.

디 자인과 包装의 役割이 우리의 生活을 보다 便利하게, 아름답게,、그리 

고 즐겁게 이끌어 준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熱望은 곧 디 자이너 여러분 

의 使命과 役割에 依하여 끊임없이 追求되어야할 切実한 課題라 아니할수 

없기 때 문입 니 다.

디 자인과 包装界가 더 욱 能動的인 姿勢로 経済社会에 参与하여 研究開 

発된 結果가 더 욱 実用化될 수 있는 境地까지 到達하도록 産学間 緊密한 

協同의 基盤이 마련되기 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 다.

우리 디 자인 및 包装界는 이제 오늘의 어 려 움을 하나의 새로운 跳躍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 봄과 더불어 茂盛하게 가지를 뻗어 더욱 더 훌륭한 結 

実을 맺으므로서 우리 社会와 産業発展에 큰 貢献있기를 期待하는 바입 니 다.



特輯 I /不況克服을 위한 디자인開発의 諸問題

不況打開와 輸出増大를

위한 디자인 開発의 課靑4 ■ ■ 
G ■

安 光

大韓貿易振興公社社長

鎬

1. 輸出 마아케팅과 디자인

오늘날 世界經濟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이 

라는 새로운 形態의 不況에 直面하고 있으며 이 

에 對處하여 世界先後進國이 輸出增强에 힘을 쓰 

는 만큼 우리 나라는 이 제 까지 國策으로 삼아온 

輸出第］■主義政策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가야할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그간 우리 나라는 模範的인 輸出伸張國의 評 

價를 받아가면서 領導者 理念을 中心으로 總和를 

이룬 努力下에 만들면 輸出할 수 있는 好況을 누 

려왔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海外 

各國의 節約政策 속에서 各國의 輸出競爭이 熾熱 

한 與件下에서는 海外消費者의 必要와 欲求를 充 

足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潜在需要를 開發 

할 수 있는 보다 積極的이고 効率的인 마아케팅 

活動이 必要할 것이다. 즉, 現在와 같이 Buyers 
Market的인 輸出環境下에서는 市場開拓 및 販 

賣戰略의 主要 테 마가 “Reaction （受勒이 아닌 

Action （能動） "이 어 야 한다는 것 이 다.

輸出 마아케팅을 효과적으로 遂行하기 위한 諸 

要素 가운데 가장 重視되는 것은 商品의 品質과 

價格에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特히 品 

質이라는 範疇에는 적어도 感覺, 嗜好 및 市場 

適應因子로 構成되는 2次的 品質 특히 디자인이 

核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企業理念이 生產者 利益中心 

의 生產者 志向的인 經營으로서가 아니 라 消費 

中心의 消費者 選擇的인 形態로 發展되어 왔듯 

이 마아케팅 方式도 消費者의 立場을 고려 한 消 

費者 選擇型으로 發展되 어 왔기 때 문에 消費者의 

購買力올 刺戟하고 商品의 訴求力을 增大시키는 

디 자인은 가장 効率的인 마아케팅 向上要因으로 

서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디자인은 흔히 無言의 세일즈 

맨이라는 말로 表現되며 실제로 美國에서는 商 

品의 全賣上高中 디자인에 의한 購買決定率이

5



特輯 I /不況打開를 위한 디자인의 諸問題-…...... -.............

60%라는 事實 자체가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即, 市場쉐 어 擴大策은 新製品 또는 嶄新한 디 

자인의 創造競爭에 의해서만 可能하다는 事實은 

그 例를 찾아 보기 가 어 렵 지 않다.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만 獨逸의 自動車 메이 

커 폴크스바겐은 1950年代에 大型車에 싫증을 

느끼고 있던 美國民에게 일명 딱장벌레라 불리 

는 小型 비이틀車를 선 보임으로서 지엠, 포오 

드 둥 大自動車 메이커들이 掌握하고 있던 美國 

市場을 侵透하는데 成功하였으며 지 난 64年頃에 

는 美國 포오드會社에서 野生馬라 불리우는 新型 

무스탕을 開發하여 乘用車 年間 200萬臺 生產이 

라는 新記錄올 樹立함과 동시에 競爭會社인 지 

엠社의 自動車市場췌 어 를 美國全體의 65. 7% 에 

서 52.1 %로 減縮시키는데 成功하였다.

또한 코카콜라 병의 그 特有한 디자인이 기울 

어져 가는 同社의 社運을 轉換시키는데 決定的 

役割을 하였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事實이며 이 

태리나 프랑스가 著名 디자이너의 힘을 입어 纖 

維製品의 디자인올 리드함으로써 世界의 高價品 

市場을 掌握하고 있 는 事實 둥은 마아케팅 에 있 

어서 디자인의 重要性을 立證하는 좋은 例가 되 

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결국 優秀한 디자인은 該商品을 보다 高價로 

많이 팔 수 있게 하는 決定的 要因이 된다고 해 

도 過言이 아니 다.

輸出商品이 海外市場에 대거 進出하기 始作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業界의 關 

心度가 크게 提高되어 이제는 어느 輸出業體를 

막론하고 디자인이 좋아야 잘 팔린다는 認識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一部企業體에서는 自體的으 

로 디자인을 開發하여 市場需要를 開發해 나가 

는 水準에 이르고 있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우리 나라 輸出業體는 

全般的인 디자인 開發活動이 微弱하여 外國 바 

이어의 샘플 注文에만 依存하고 있는 事例가 많 

으며 外國製品의 디자인을 改造活用하거나 순전 

히 自體開發 디자인 製品을 輸出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海外市場에서 購買者의 欲求를 充分히 만 

족시킬 수 있는 水準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實 

情이 다.

실제로 디자인 開發에 관한 國內 專門機關의 

調査結果를 綜合해 보면 단순히 바이어의 要求 

에 應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0〜60%를 차지 

하고 있으며 自體的으로 디자인을 開發하는 경 

우는 고작 30% 未滿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調査對象業體의 거의 90%는 디자인 改 

善의 必要性올 認識하고 있으며 外國 바이어 가 

디자인 改善올 要求하고 있으나 아이디어나 技 

術開發의 後進性으로 별다른 對策을 講究하지 못 

하고 있는 業體도 거의 40%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上記의 例는 비단 產業디자인의 경우에만 限 

定된 調査內容이므로 여기에 包裝이나 廣告 등 

餘他의 디자인 領域을 모두 포함해 본다면 우리 

業界의 디자인 開發活動은 尙今 滿足스럽지 못 

하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될 것이다.

물론 輸出商品의 디자인 開發이 란 단순히 獨 

創的인 새로운 것만올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輸出 마아케팅올 위한 디자인 開發에 있어 

서는 海外 디자인의 導入活用이 더욱 効率的이 

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分野에 대한 努力도 不 

足하다는 것은 우리의 크나 큰 脆弱點으로 指摘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面에서 디자인 

開發을 위한 諸與件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는 

않으나 DP센터를 비롯한 KIST 其他 各 企業體 

의 開發機能올 本格的으로 活動시키므로서 多角 

的인 努力을 傾注해 나아갈 機運이 成熟되어 가 

고 있다.

2. 디자인 開發方案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昨今의 諸 

狀況을 고려 하여 볼 때 輸出 마아케 팅 戰略의 一 

環으로 推進되어 야할 디자인 開發은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側面을 동시 에 고려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海外消費者의 □味에 맞는 디자인을 광 

범위하게 開發하는 問題이다.

現時點에서 短期的으로 보다 많은 輸出增大効 

果를 얻기 위해서는 海外市場別로 生活慣習, 流 

行性, 嗜好性에 符合되는 디자인을 폭넓게 開發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6



----------------- 脣輯 [ /不況打開를 위 한 디 자인의 諸問題

이를 위해서는 우선 主要海外市場別로 人氣있 

고 需要가 많은 製品의 디자인올 調査硏究하여 

適應토록 해야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各 輸出 

市場別 特性을 고려한 獨特한 디자인 開發活動 

도 併行되어 야 할 것이다.

見本用 外國 디자인의 導入活用問題는 그것이 

外國商品의 단순한 模倣 또는 剽窃에 그칠 危險 

性올 內包하고 있기는 하나 大多數 企業의 디자 

인 開發能力이 不足한 우리의 現實情에서는 外 

國 디자인의 効果的인 導入研究로부터 디자인 改 

善의 出發點을 摸索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 固有의 特性있는 디자인 開發問 

題이 다.

오리지널 開發의 重要性을 여기서 재삼 强調 

할 必要가 없겠으나 특히 새로운 商品의 輸出 마 

아케팅과 關聯하여 특별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소위 中共의 핑 퐁外交 以後 現在 歐美 各國에서 

는 東洋的인 것에 대한 붐이 일고 있는 바 이에 

호응하여 우리의 國籍있는 디자인을 國際化시키 

고, 市場需要를 創造해 나가는 方案도 摸素해야 

할것이다.

또한 資源波動 이후 多數의 資源保有國에서 自 

國產 原資材를 加工輸出하는 傾向이 높아 가고 

있다는 事實을 고려하여 사소한 製品이라도 우 

리 나라에서 生產되는 素材의 活用올 極大化할 

수 있는 디자인 開發에도 力點올두어야 할 것이 

다.

세번째는 戰略的인 方案으로서 보다 實用的이 

고 經濟的인 디자인을 開發하는 問題이다.

近間의 資源 및 石油波動 [이후 全世界的으로 

儉素, 節約의 消費風潮가 擴大되어 감에 따라 

디자인 分野도 일대 變革期를 맞이하게 되 었는 바 

앞으로 商品의 디자인은 資源多消費的 非經濟性 

을 止揚하고 보다 資源節約的이고 實用的이며 生 

產原價節約型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海外市場 뿐만 아니라 國內의 마아케팅 

活動으로서도 重視되어 야 할 問題라 여 겨진다.

디 자인 開發을 위 한 以上과 같은 세 가지 基本指 

針을 効果的으로 遂行해 나가기 위하여 政府와 

關係機關 그리고 業界는 綜合的인 共同努力을 

傾注해 나가야 할 것인바 디자인 開發을 위한 與 

件造成내지는그振興策으로서 생각되는점을 열 

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開發올 위한 業界의 活動이 보다 

組織化 되어 야 한다.

디자인 開發은 결국 業界의 利益과 直結되는 問 

題인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業界가 主體가 되어 

推進되어 야함은 贅言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우선 디자인 開發의 與件造成올위해서는 최소 

한 디자인 專擔部署를 設置하거나 專門機關올 活 

用해야하며 마아케팅戰略 樹立에 직접 連結할 

수 있는 水準에서 運營되어 야 한다.

外國의 경우 大部分의 會社에서는 디자인 顧問 

制를 採擇하고 橫的協調組織이 造成되 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디자이너가 生產 및 마아케팅 

機能과 遊離되어 있는 例가 많으므로 所期의 成 

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有能한 디자이너가 不足하다는데 그 原 

因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經營 

層의 디자인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데서 綠由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조속히 組織化해야 

할것이다.

또한 디자이너라하면 一般的으로 모든 商品을 

한꺼번에 取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가 많으나 現代는 商品의 多樣化와 더불어 디자 

인의 專門化가 要請되느니만큼 工業디자인 商業 

디자인 美術디자인 包裝 또는 資料 디자인 둥 

이른바 디자이너의 專門化가 必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內 디자이너를 海外에 派遣, 

硏修토록하여 그들의 技術水準을 向上시킴과 동 

시 에 外國 디 자이 너를 長期間 招聘하여 諮問을 구 

하거나 外國 디자이너와의 長期用役 契約을 締結 

하여 專門分野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 開發供給 

받는 方案도 진지 하게 檢討되 어 야 할 것이다.

台灣과 홍콩의 경우 外國의 著名 디자이너들을 

통상 2年間 契約으로 長期雇傭하는 例가 많으나 

國內에서는 現代自動車에서 이태리의 디자이너 

에게 依賴한 新型 Pony-Coupe디자인이 토리노 

國際自動車 展示會에서 人氣를 모았던 事實 둥 

올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디자인 開發活動을 强化하기 위해 

서는 外國有名業體와의 技術提携, 海外 디자인 

專門機關과의 情報交換活動 및 輸出市場에 대한 

7



特輯 I /不況打開를 위한 디자인의 諸問題-----------

市場調査活動도 더욱 强化해야 할 것이다.

같은 原料技術 또는 素材라 할지라도 삐에르 

가르뎅, 그리스찬 디올의 사인이 있는 디자인이 

면 類似한 다른 製品보다 30〜50% 以上 高價임 에 

도 不拘하고 어느 市場 어느 購買者에게도 어필 

하여 높은 賣上高를 記錄하고 있다는 事實이 좋 

은 例이듯 로얄티支給 또는 契約上 다소 어려운 

점이있다 할지라도 外國의 有名디자인과의 提携 

를 통한 市場擴大 및 附加價値 提高에 보다큰 關 

心을 기 울여 야 할 것 이 다.

둘째, 國內의 디자인 專門機關을 더욱 育成發 

展시켜 나가야 한다.

日本의 JIDPO, 英國의 COID의 경우와 같이 

世界 디자인界를 先導하고 있는 先進諸國에서도 

디 자인 振興策의 一環으로 디 자인 硏究機關을 적 

극 育成하여 많은 効果를 얻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거니와 우리 나라도 현재 디자인 開發活 

動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韓國디자인 

包裝센터 나 보다 擴大해 서 는 KIST 둥을 더 욱 發 

展시켜 外國디 자인의 動向把握, 샘플蒐集, 優秀 

試製品의 對業界供與 및 디 자이 너育成, 디 자인 

硏究, 外國機關과의 協助體制 確立 및 業界에 대 

한 諮問活動을 보다 광범위하게 推進할 수 있도 

록 現體制만이 라도 擴大强化할 餘地가 많은 것 이 

다.

세째, 디자인 開發活動올 促進시키기 위한 새 

로운 支援措置가 所望스럽다.

우선 디자인 開發能力이 不足한 中小企業의 支 

援方案으로서 新商品을 위한 디자인 開發基金을 

마련하고 디 자인 技術向上을 위 한 有能한 디 자이 

너의 利益을 保護할 수 있는 디자인 保護法의 

制定, 굿 디자인의 指定 및 현재 이태리에서 實 

施하여 큰 成果를 거 두고 있는 Compasso Doro와 

같은 褒賞制의 實施 둥을 통한 開發意慾의 振作 

鼓吹가 期待된다.

今年度 우리 나라는 60億弗의 輸出目 標를 策 

定하고 이 의 達成을 위해 모든 努力올 傾注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昨今의 經濟難局打 

開를 위 한 關建은 곧 輸出增大와 直結되 며 輸出 

增大를 위 한 마아케 팅 活動에 서 차지 하는 디 자인 

問題의 重要性을 생 각할 때 政府와 關係機關은 

물론 主導的인 役割올 해야할 業界의 적극적 인 

디 자인 開發活動 展開가 과거 그 어 느 때 보다 더 

욱 切實히 要望되고 있다는 것을 强調하고 싶다.

輸出增大를 위 한 마아켓 팅活動의 前線올 擔當 

하는 KOTRA역 시 海外의 새 로운 디 자인과 各種 

카타로그 및 開發有望商品을 蒐集, 展示, 弘報 

함으로서 디자인 開發活動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 

는 바 今年에 도 主要業界는 勿論 地方群少企業과 

有機的인 協助體制를 갖추어 더욱 効果的이고 

廣範圍한 開發活動을 展開해 나갈 것을 다짐하 

는 바이다.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은 수출증대의 원동력

——풍요한 70년대 수출늘려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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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工 / 不況克服을 위한 디자인開発의 諸問題

電子製品 디자인의 諸問題

李 春 和

韓國精密機器센터 理事長

1 .序 言

지 난 4半世紀 동안 지 속되 어 온 史上最大의 景 

氣 붐은 1948年 以後 年平均 5 % 의 成長速度를 보 

여온 世界的인 好況이 73年으로 그 막올 내렸다 

고 英國「이 코노미 스트」誌는 宣言하고 現在의 不 

況이 今年中에 더욱 深化, 오는 77年까지 繼續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또한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는 國內 인플레를 

最少限으로 抑制하고 貿易 依存度가 낮은 동시 에 

輸入올 充分히 縮少할 수 있는 國家들이 앞으로 

의 不況올 가장 잘 극복 하리라 내다 보았다.

이러한 世界的인 經濟 속에 國際收支逆調 幅 

이 큰 우리 나라는 特히 國內 不況의 深化를 막 

기 위하여 輸出市場의 確保와 새로운 開拓이 不 

況打開의 관건으로 보고 우리 나라 全體輸出의 

約 12%를 占有하고 있는 電子工業에 있어서의 

不況올 이기는 슬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點 

올 지금까지 電子工業이 發展되어 온 背景과 現 

況을 살펴 보면서 그 打開策올 생 각해 보기 로 한 

다.

2 . 電子工業의 發達 過程

우리 나라 電子工業은 그 歷史가 매우 日淺하 

며 하나의 產業으로 認定 받기 始作한 것도 퍽 

最近의 일이라 하겠다.

本格的인 製造業으로 登場한 것은 1958年 日 

本과 技術提携로 眞空管 라디 오 受信機의 國內組 

立이 이룩되면서부터 였다. 당시 所要部品은 대 

부분 外國에서 導入 使用하였으나 곧 이어 라디 

오 生產業體에서 同 主要部分品의 生產이 開始 

되 었고 그 企業이 量產體制에 突入하면서부터 開 

發된 部品은 系列化 또는 下請의 形態로 電子部 

品 專門業體를 誕生케 하였다.

TV受像機에 있어서는 1956年에 처음 試驗電 

波를 發射하였으나, 受像機의 國產普及은 없었 

으며 그 후 10年이 經過한 1966年 最初로 우리 나 

라에 國產 텔레 비전 수상기 가 普及되 기 始作하였 

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電子工業 部門의 發展이 

늦어 진 커 다란 原因의 하나로는 2次大戰 以後 不 

過 5年 뒤 인 1950年에 6. 25 動亂이 일어 나 3年 

間의 戰亂을 치루어야 했고, 정전 후에도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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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經濟的 安定을 갖기 까지는 많은 期間이 要했 

던 것이기 때문이라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서 電子工業이 實際的으로 出發올 보게된 것은 60 
年代 後半에 들어서부터라 말할 수 있으며 이제 

불과 10歲의 成長期에 들어선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는 敎育받은 良質의 豊富한 勞動力 

과 低廉한 賃金水準, 氣候, 風土, 地理的인 位 

置 둥 諸般 여건이 比較的 勞動集約的인 電子工 

業 發展 條件에 매우 適合함이 認定되어 1969年 

부터 政府에서는 電子工業振興法을 :制定公布하 

였으며 同法施行令에 依據 振興機關을 指定 本格 

的인 電子工業 育成에 政府의 支援이 始作되었 

던 것이다.

政府로부터 振興任務를 附與받은 韓國精密機 

器센터는 電子業體의 登錄業務를 비롯하여 電子 

工業體에 從事하는 技術者 및 技術工의 養成支 

授과 技術情報 및 技術導入案內, 技術 및 品質 

管理指導, 海外市場調査 및 輸出振興, 企業造成 

및 投資誘致 業務를 包含한 全般的인 振興活動 

을 展開해 왔다.

이러한 政府施策은 電子工業올 머지 않아 우 

리 나라 主軸工業으로 育成시킬 수 있는 活路를 

提起하였으며 또한 積極的인 施策의 推進은 우 

리 나라 電子工業에 勇氣와 希望올 갖게 하였다•

振興法이 公布되었던 1969年 當時 우리 나라 

電子工業 規模는 生產이 불과 8千萬弗이 었던 것 

이 5年이 經過한 74年에 는 무려 7億2千萬弗로 約 

9倍의 伸張率을 나타 내었으며 輸出에 있어서도 

當時 4,200萬弗에 不過하였으나 74年度에 는 무 

려 5億5千萬弗로서 12倍의 높은 成長올 가져왔 

다.

한 편 企業規模에 있어서도 當時電子企業體數 

는 145個社로 業體當 平均資本金은 20萬弗 規模 

이 었으나 74年度에는 企業數 425個社로 增加되 

었고, 企業當 平均資本金 規模에 있어서도 約 40 
萬弗로 1969年度에 比해 2倍로 規模擴大를 보이 

고 있다

3 . 電子工業의 現況

1974年은 에너지 波動에 따른 經濟秩序의 混: 

亂을 가져 왔고 特히 이에 따른 世界的인 景氣 

後退로 말미 암아 先進國에 있어서도 經濟成長은 

크게 둔화 내지는 減退한 바 있었으나 우리 나라 

는 다행히 이러한 世界的인 逆境속에서도 努力 

과 忍耐를 다하여 G. N.P 8.2% 라는 놀라운 成 

長을 이룩하였고 特히 輸出에 있어서는 73年度 

總輸出 3, 212百萬弗에서 74年度 輸出實績 4, 712- 
百萬弗로 46%의 伸張率을 나타 내었다.

한 편 電子工業의 74年度 實績을 分析해 보면 

73年度 生產 462百萬弗에서 74年度 728百萬弗로一 

49%의 成長率을 보였고 輸出에 있어서도 73年 

度 成長에 比하여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73年度 

369百萬弗에 비하여 74年度는 552百萬弗로서 91. 
%의 큰 成長을 이룩하였다.

여기서 電子工業의 過去 需給實績 推移를 살 

펴보면〈표 1＞과 같다.

또한 電子工業製品을 分類하여 家庭用 電子製 

品, 產業用 電子製品, 電子部品으로 區分하여 分 

析해 보면 全體 電子製品 生產중 各 分野別로 차 

지 하는 占有率은 家庭用機器 31%, 產業用機器・ 

9%, 電子部品 60%로 構成되어 있으며 輸出에 

있어서도 74年度 實績올 分析해 보면〈표2〉와 같 

單位：千$

（표一1） 電子製品 需給實績 推移

年 度 另IJ 67 68 69 70 71 72 73 74

需 要 188, 600 261, 900 384, 500 748 000 1, 225, 000

內 內 需 123, 700 173, 300 242, 500 379, 000 703, 000

譯 輸 出 6, 844 19, 437 41, 911 54, 900 88, 600 142, 000 369,000 522, 000

供 糸合
I

188, 600 261, 900 384, 500 748, 000； 1, 225, 000

內 生 產 36, 833 68, 029 79, 890 106,100 138,100 207, 500 462, 000 728, 000

譯 1輸 入 82, 500 123, 800 177, 000 286, 000 49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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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 65%를 電子部品이 차지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표一2） *4年度 分野別 生產 赣出實績

單位：千$

分野別
生 產 輸 出

金 額 구성 비 율 金 額 구성 비 율

家庭用機器 228, 751 31% 163, 474 29%

產業用機器 63, 003 9% 28, 256 6%

電子部品 436, 560 60% 360, 079 65%

計 728, 315 100% 551, 809 100%

우리 나라 電子工業은 1966年부터 外國人 資本 

投資가 始作되면서 지금까지 政府 또는 振興機 

關의 積極的인 外國人 投資誘致 施策의 結果로 他 

產業 分野에 比하여 많은 外國人 投資企業이 國內 

에 서 操業하고 있으며 그 現況을 살펴 보면〈표3> 
과 같다. 즉, 1974年 末까지 電子分野에 投資한 

外國企業은 合作投資가 149個 業體 直接投資 業 

體가 44業體로 總 193個 中小企業이 投資되 어 있 

고 이 들 業體가 投資한 資本額은 U2百萬 $ 에 達 

하고 있다.

（표 3） 外國人 投資企業 現況

業 體 數 投資額 
（百萬$）

雇傭 
（千名）

合作 單獨 計

73年末
機器 25 9 34 24.7 12.5

部品 82 34 116 79.4 29.2

小 計 107 43 150 104.1 41.7

74年中
機器 8 — 8 3 ?

部品 34 1 35 5 ?

小 計 42 1 43 8

合 計 149 44 193 112.1 41.3

여 기 서 外國人 業體가 電子工業에 차지 하는 比 

重을-分析해-보면」974年度에—電壬製品—^生産 

728百萬중 外國人 單獨投資가 40%, 合作業體가 

19%, 純內國人 投資企業만으로는 外國人投資企 

業과 같은 41%를 占有하였다. 또한 輸出實績에 

있어서도 總輸出 552百萬$중 外國人投資 53%, 

合作投資 21% 로서 74% 가 外國人投資 企業의 輸 

出이 었으며 , 나머 지 26%가 純內國人 投資企業 

에서 輸出한 것으로〈표4>와 같다.

（표 4） 1974年度 實績

生 產 輸 出
輸出 
企業數；金額 

（百萬$） 구성 비
金額 

（百萬$） 구성 비

內國人 301, 381 41% 144.2 26% 103

合 作 137, 971 19% 114.2 21% 61

外國人 288, 963 40% 296.4 53% 38

計 728, 315 100% 551.8 100% 202

4 .當面課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電子工 

業은 近年 눈부신 成長을 이 룩, 國家經濟 發展에 

크게 기 여하였음은 물론 電子工業 自體의 發展 

基盤을 形成하였음을 認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世界的인 經濟停滯期에 들어 선 時點 

에서 唯獨 우리 나라 電子工業만이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며 지 난해만 하더라도 操業短縮, 減員, 

來到信用狀의 激減둥을 대부분業體에 서 감수해 

야 하였으며 아무도 景氣 回復의 正確한 時期를 

豫測할 수 없는 狀況 속에 놓여 있지 만 하나 하나 

問題點을 헤쳐 가므로서 이 經濟難局올 突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電子工業의 特殊性과 現在까지의 發展 背景에 

서 解決해 나아가야할 諸問題點을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海外市場의 多邊化를 期한 市場開拓에 

힘써 야 하겠다.

우리 나라 電子製品 全體 輸出중 約 70% 以上 

이 美 - 日地域에 輸出이 局限되고 있으며 其他 

홍콩, 西獨, 캐나다 地域에 進出하고 있을 뿐이 

다. 이는 不況期에 特히 局限된 市場에서의 活 

路開拓이 問題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對策으로 

서 韓國精密機器센터에서는 지금까지 電子振興 

事業의 一環으로 運營하여 오던 東京과 뉴욕 事 

務所 外에 南美地域 및 캐나다 등의 市場 開拓 

올 위한 샌프란시스코 事務所와 西歐市場 開拓을 

위한 유럽事務所를 增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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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電子製品은 各 地域마다 그 나라의 文化 

水準과 民族性, 民度 둥에 따라 좋아 하는 모델 

이 各各 다르며 새로운 모델에 매력을 느끼기 때 

문에 항시 그 地域 市場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가 

硏究하고 適合한 모델을 開發하여 새로운 市場 

開拓에 힘써 야할 것이다.

前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電子製 

品 全體輸出에 家庭用 電子機器는 29% 에 불과 

하며, 日本의 경우는 家庭用電子 機器 輸出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輸出되고 있는 대 

부분의 機器는 外國의 바이어에 의한 모델이며 

自體開發에 의 한 것은 全體輸出 모델 數에 約 10 
%에 지 나지 않다. 따라서 外國 바이 어 가 製品을 

購入코자 來訪하였을 때 販賣할 수 있는 準備된 

모델이 貧弱하며 獨自的인 市場開拓이 容易하지 

않다는데 問題點이 있다.

이러한 問題點이 쉽게 解決되지 않는 理由는 

새 로운 모델 開發에 所要되 는 開發費가 많으며 뒤 

따라야할 技術이 不足한 點 둥이다. 開發費는 

小型 라디 오 受信機를 基準하여 3百萬원 以上 所 

要되며 디자인 開發技術, 金型製作技術 둥 問題 

點이 있으나 韓國디자인포장센터에 確保되어 있 

는 뉴 디자인 開發技術의 活用策 등을 模索할 수 

도 있올 것이다.

세째, 部品의 國產化를 기하여 輸出用 原資材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야 한다.

74年度 電子機器 輸出額은 191百萬$이 다. 이 

중 輸出用 電子機器에 所要한 材料費를 80%로 適 

用하였을 때 總材料費는 153百萬$ 이며 輸出用電 

子機器에 國內供給된 部品（間接輸出分）은 불과 

27百萬$ 로 輸出用 電子機器의 國產化는 平均 18 
%의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電 

子製品의 生產, 輸出은 合作投資分을 外國人지 

분 50%로 보았을 때 74年度 生產實績의 60%가 

外國投資 企業體에 依해 차지되고 있으며 輸出에 

있어서도 63%가 外國人 企業에 의해 이룩된 것 

이다. 이러한 分析은 國產 部品開發의 促進技術 

의 土着化 둥의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게 하며 內 

實的인 育成方向올 提示하고 있다.

네째, 製品의 品質向上과 原價節減에 의한 國 

際競爭力 確保를 기해야 한다.

이 問題의 對策으로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 

지만 旣히 韓國精密機器센터가 協定 締結한 바 

에 따라 外國의 標準檢査機關과의 業務協定을 通 

한 相互認定 制度를 積極推進하여 先進國의 技術 

基準과 安全規格의 水準으로 品質을 向上시키고 

檢査費用의 切減, 時間의 短縮을 通한 原價節減 

과 市場 開拓을 擴大해 나아가야 한다.

5•結 論

지 금까지 의 우리 나라 電子工業 育成策은投 

資誘致와 輸出擴大에 置重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施策에 併行하여 輸出製品의 稼得額提高 

輸入 原資材의 國產化 代替, 新모델의 開發, 技 

術開發의 支援 둥 內實的인 育成方向으로 轉換하 

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技術에 의하여 設計 製作된 製品이 우 

리의 獨自的인 市場開拓올 通하여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올 가질 수 있도록 底力을 培養함이 不況 

期에 對備하는 길이며 特히 새로운 모델 開發올 

爲해 業界는 勿論 韓國디자인포장센터와의 보다 

緊密한 協力體가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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玩具製品 디자인의 諸問題

金 泰 鴻

韓國玩具工業協同組合專務理事

1. 玩具의 消費

一般的으로 玩具의 디자인은 玩具自體가 지닌 

가장 基本的인 要素라고 볼 수 있다. 玩具디자 

인의 創出은 製品開發의 열쇠가 되는 아이디어 

가 完成된 後에 添加된다고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지만 玩具類의 生命은 디자인 如何에 달렸다 

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玩具類란 槪念的으로 

定義를 내 린다면 人間生活에 가장 密接한 關係 

를 維持하는 모든 事物의 形態를 가진 實物을 

縮小한 것올 商品으로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人類가 이 地球上에 定着하여 衣食住의 3大基本 

要素를 享有하기 위하여 集團化하여 進化하면서 

形成된 社會는 그 民族 固有의 傳統과 生活手段 

올 國家라는 組織속에서 成長하면서 人間 自體 

가 지닌 感情과 情緖를 生活餘力에서 追求하려 

는 欲望이 本能的으로 蘇生되 기 始作하면서 裝 

飾에서 놀이게로 變한 것이 玩具의 짧은 歷史라 

고 할 수 있다. 人類文明은 20世紀에 접어들면 

서 高度로 發展되 어 各 民族의 生活手段은 그 나 

라의 歷史와 傳統에 따라 科學化되고 있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低開發國 

家를 除外한 先進國의 經濟的 安定과 成長은 國 

民生活의 所得에 絶對的인 影響을 가져오면서 

附隨的인 生活趣味를 享有하려는 研究와 創意를 

生活方式에 密着시키는 契機를 마련한 것이 家 

庭이란 社會的 基本組織의 底邊이라고 볼 수 있 

다. 家庭은 그 나라 그 民族에 따라 相異하나 

人間이 지닌 衣食住는 共通된 點을 가지고 있으 

므로 순환되는 生活方式은 時代的인 변천에 落 

後되지 않고 向上과 즐거움올 限없이 追求하는 

本能的인 發露에 도취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換言 한다면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消費性 

生活必須品올 많이 가지고 活用한다는 뜻과 相 

通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 나라 玩具產業

玩具產業이 勞動集約的인 產業이므로 生產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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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的 勞動力이 豊富한 開發途上國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消費는 주로 生活水準이 높은 歐 

美 先進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玩具產業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大部分의 先進國은 週2日 

間의 休務日에 父母들이 家族들과 餘暇를 즐기 

는 傾向에 따라 成人 아동 할 것 없이 玩具類로 

서 大部分의 時間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들은 

한 나라의 未來를 責任질 새싹들로서 구김살 없 

는 健全한 發育과, 知的 開發올 위한 玩具의 필 

요성은 現在의 家族生活에서 父母들과 旣成人의 

喜任인 것이다. 特히 오늘날과 같이 高度化된 
金明世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多樣한 文明 

의 利器와 複雜多難한 社會生活에 쫓기어 豊盛 

한 大自然을 잃고 메마른 社會生活을 하게 되므 

로서 사랑하는 子女들에게 玩具에 對한 父母들 

의 關心은 날로 增加되고 있는 것이다. 自然올 

잃은 메 마른 童心의 世界에 情緖的인 感情을 불 

어 넣어 줄 수 있는 놀이의 한 方法으로 놀이개 

감을 科學化한 玩具는 어 린이 들의 日 常生活과 不 

可分의 關係에 놓이게 됨에 따라 國家間의 交易 

對象物이 되어 그 需要는 해를 거듭할 수록 急增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玩具產業은 70年 

代 以前에 內需 目 的으로 小規模 單位로 家內手工 

業으로 企業을 形成하여 前近代的이고 落後된 

技術로서 製造된 粗惡品올 市中에 流通케 해서 

季節的인 景氣에 呼應하여 企業을 營爲하였으나 

當時 玩具製造 業界는 서울 釜山地域에 散在되 

어 主된 原資材는 戰後 外國人 剩餘廢資材를 加 

工調達하여 適正規模의 工程없이 生產올 始作하 

였기 때문에 製品의 技術的인 디자인 둥은 生產 

業者의 自意的인 創作에 局限되어 있었다. 이는 

玩具產業의 發達이 踏步狀態에 놓이게 된 結果 

로서 科學的인 生產方式의 缺乏올 말해 주는 것 

이 다.

따라서 政府에 서 는 雜貨類에 屬하는 製品의 重 

點育成을 爲한 海外市場 調査團올 第2次 經濟開 

發5個年計劃事業의 輸出增大를 期하고자 東南亞 

地域一帶를 現地踏査한 바 日本, 臺灣, 香港 둥 

의 玩具產業이 急進的인 發展을 보아 玩具分野 

가 그 나라 輸出量에 寄與하는 바 多大하여 1971 
年度 玩具製品을 輸出戰略產業으로 選定하여 重 

點支援育成施策올 講究한바 있으나 日淺한 우리 

의 玩具工業은 國際競爭力 强化에 未洽한 點이 

많았다. 旣存 玩具生產業體의 施設代替, 資本의 

增額, 新技術의 導入 둥으로 自體的인 生產基盤 

確立에 力點을 두고 玩具製品의 本格的인 輸出 

基盤을 構築코자 하였으나 玩具工業界가 지닌 

資金의 零細性과 經營能力 및 技術經驗의 脆弱 

性으로 高級品의 量產은 不可能하였다. 中低品 

으로 製品工程의 單純한 勞動集約的인 製品分野 

의 開發에 熱中하면서 輸出에 寄與한 것은 布製 

를 原料로한 縫製玩具가 主宗올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玩具製品의 分類는 素材를 基準하여 金 

屬, 合成樹脂, 化纖糸, 陶磁, 및 木器 外 多樣 

한 原料에 依하여 命名되고 있다. 이와 같이 精 

密한 工程 製品은 金屬, 플라스틱 玩具分野에 屬 

하게 됨으로써 新規玩具製造分野 着手業體는 縫 

製玩具에 置重하게된 原因이지만 71年 以後 74 
年까지의 玩具業種別 輸出은 다음과 같다.

年度別輸出實績

（單位 1000$）
度別 

種演 71 72 73 74

合成樹脂玩具 

金屬縫製〃 〃 

其 他〃〃 

人 形

538
1, 605

91
880

1, 234
2, 385

119
3, 242

2, 477
20, 639

250
5, 742

4, 309
33, 558

528
2, 853

計 3,114 11, 989 29,108 41, 248

3. 海外市場의 玩具需要

1972年度 世界의 玩具生產總額은 US$ 39億에 

이 르고 있으나 未確認된 國家分올 合하면 約 US 
$ 50億올 上廻한 것으로 내 다 보인다. 이를 玩具 

業種別로 分析한다면 金屬玩具가 28.6%, 合成 

樹脂玩具가 26.4%, 人形이 10.6%, 縫製玩具가 

6.7%, 木刻玩具 5.1%, 其他玩具 22. 6%로서 金 

屬玩具生產이 最優先 順位를 차지하고 있는 反 

面 世界玩具消費額은 同年度에 US$ 5, 409, 500千 

로서 生產額보다 40.39%를 上廻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現象이 다. 이 와 같이 玩具의 消費는 國 

民所得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보는 바 玩具 

市場 規模는 1人當 國民所得 US$, 1500 以上과 

消費人口 15歲 未滿의 어 린이 數와 函數關係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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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비근한 例로서 玩具市場인 美國은 

1972年度 每어린이 當 玩具購買額은 平均 US$ 
67・ 25이 며 總 어 린이 數는 約 56,6百萬名에 이 

르고 있는 것을 볼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73年度 世界的인 國民所得 狀況을 살펴 보면 英 

國, 日 本, 西獨, 프랑스 둥은 個人當 國民所得이 

US$, 1500 以上되 는 나라가 20餘個에 이 르고 있 

는 歐美地域이 玩具類의 主市場임 올 立證하고 있 

다. 우리 나라의 主海外市場의 輸出을 보면 下 

記와 같다.

（單位千弗）

康陵T쳇 美國 歐洲 日本 其他 計

1973
1974

17, 819
21, 634

5, 946
9, 860

3, 467
4, 679

1,876 29,108
J 5, 095 41, 248

이 와 같이 玩具는 單純한 놀이 개감이 아닌 敎 

育的인 效果와 情緖兩養올 目 的으로 現代 私學 

을 應用한 機械玩具로서 學齡期 어 란01와 10代 

내지 成人을 爲한 需要가 漸次 增大一路에 있는 

바, 一般的 趨勢에서 玩具의 品種別 動向올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Pre-S사tool Item

學齡 前 兒童들올 爲한 玩具는 全體 玩具市場 

의 5%〜10%를 占하고 있다.

② Doll

사람과 動物을 標題로 한 玩具類, 販賣高 順 

位로 2〜3位에 屬하여 復雜한 Design이나 動的 

인 것보다 簡單하고 靜的인 것이 人氣가 있다.

③ Trains

同品種은 比較的 小賣價格이 많이 오르고 있 

는 品種으로서 X-mas season에 特히 人氣가 있 

으며 年齡이나 性別에 拘碍됨이 없이 購買가 많 

은 品種이다.

④ Toy-Guns

男女를 莫論하고 개구쟁이 어 린이들의 人氣品 

種이다. 더구나 西部式 Toy-Guns는 여전히 人 

氣品 目이 다.

⑤ Action Games

............-特輯I/不況克服을 위한 디자인 開發의 諸問題 

模型卓子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運動競技를 할 

수 있도록 模型化한 것은 大端한 人氣品目이다.

⑥ Plush & Belbet 및 Boa에 依한 玩具

動物모양으로 만든 것은 재미 있게 感觸이 좋 

고, 색깔이 잘 調和된 것은 大小를 莫論하고 

人氣品目에 包含될 수도 있다.

⑦ Wheel Goods

年中올 通하여 좋은 品種이 되고 있으며 夏節 

과 X-mas 때에 人氣를 끈다.

⑧ Summer Toys

pool에 關係된 것으로서 비치볼, 배드민턴, 浮 

上用 玩具는 夏節品目으로 人氣가 大端하다.

① Wheel Toys

自動車, 貨物車, 지프차, 建築用貨物車, 一般 

乘用車, 버스, 其他 車輛關係 玩具는 季節에 關 

係없이 生日 또는 祝賀 膳物用으로 需要가 높은 

品種이 다.

以上과 같이 玩具의 種類는 2000種 以上으로서 

古代로부터 現代의 科學文明의 象徵인 人工衛生 

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實物의 縮少 또는 유모어 

的인 形의 構想은 玩具의 眞價를 나타내는 아이 

디어 및 디자인과 直接 聯關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다.

4. 玩具디자인의 改善

玩具디 자인은 한 마디 로 말하여 玩具의 生命이 

다. 叙上한 바와 같이 玩具類가 人間生活에 直 

接 密着되어 있을 때 느끼는 感情은 個性에 따 

라 相異하나 人口의 密度와 生活水準에 相關關 

係가 있다. 製品工程의 第 1 順位가 아이 디 어 라면 

第2 順位는 디 자인이 다. 이 디 자인은 文化, 經 

濟, 社會의 生活속에서 恒時 새 로운 것을 發見하 

여 야 한다. 디 자인은 두 가지 로 分類하여 新製品 

에 加味된다. 그 첫째가 外觀型 디자인으로 形 

態, 模樣, 色彩, 動的, 靜的과 相對的인 所持對 

象의 圖案이 며 그 둘째 는 構造 디 자인으로 機能, 

動作, 品質, 壽命, 安全性, 衛生的, 등을 設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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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I/不況克服을 위한 디자인 開發의 諸問題.................  

는 것으로서 需要者의 기호에 適應하고 主觀性 

보다 客觀性이 絶對的이며 不安全한 狀態는 禁 

物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 玩具製造業界는 年輪이 짧고 零細 

性에다 中小企業에 屬하게 되므로서 디자인 專門 

을 度外視하고 自體的인 一般常識과 經驗을 土 

臺로 創作하는 것이 常例로서 製品開發에 意慾 

은 있으나 莫大한 經費때문에 디자인 開發을 주 

저하고 있다. 內需品 生產業體의 디자인 改善은 

自家製品의 市販影響과 需要擴大를 위한 消費反 

應으로 그 때 그 때 改善함으로써 長期的인 時間 

과 間接費를 所要하게 된다. 그리고 輸出品製造 

業體는 自己經驗과 見本에 依한 디자인 模倣이 

큰 比重을 차지 하고 있으나 每年 伸張되는 輸出 

增加에 따라 自體的인 디자인 開發에 온 心血을 

傾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輸出比重을 차지 하는 縫製玩具分野에 限하고 있 

다. 特히 精密品인 金屬 플라스틱 玩具 分野는 

自體的 開發費用 過多로 自社의 損益이 憂慮되 

어 先進國이 이 미 開發한 素材로서 生產하므로서 

低價品올 輸出에 依存하고, 더구나 디자인 改善 

의 基幹이 되는 金型도 中古品을 輸入에 依存하 

고 있는 것은 디자인 開發의 速度를느리게 하고 

있다. 그러 나 縫製玩具는 國內輸出業界의 過當 

競爭으로 우수한 디자인의 스카웃도 熾烈하지만 

디자인 開發의 主要性올 認識하여 自體的인 開發 

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石油波動에 依한 世界 

的인 不景氣와 景氣沈滯를 克服할 수 있는 懸 

案은 能動的인 新製品開發로서 充足시키지 않 

으면 안될 狀態이다. 이에 重要한 것은 디자인 

金型 둥의 特殊技術人力올 確保하기 위한 資格 

制度 活用의 效率化인 바 大量生產과 消費에 關 

한 設計技術上의 한 分野로 나타난 것이 디자인 

開發이므로 單純한 生產合理化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變遷해 가는 顧客의 生活感情에 맞추어 

消費者의 欲求를 滿足시킬 수 있으므로 해서 生 

產品의 販賣增大를 實現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 

자인 開發과 그 保護育成이 必要하다. 74年度의 

不景氣 속에 玩具製品 輸出은 큰 試鍊없이 最大 

限의 生產을 했으나 75年度의 輸出展望은 好景 

氣로 期待하기는 너무나 放心된 일이라 아니할 

수없다.

海外 바이어의 카운터 샘플의 依存度에서 積極 

的인 生產手段으로 轉換 해야할 時點이라 볼 수 

있다.

디자인 開發은 하나의 專門技術로서 所定學科 

에 서 理論과 實技를 履修한 後 實務에 從事한 者 

를 果敢히 任用하여 海外市場情報에 敏感하여 

短時日內 開發한 試作品을 需要者와 相談을 나 

누어 야 한다. 勿論 零細한 生產業體의 開發費用 

의 過大支出은 不可能할 때는 政府가 技術產業 

을 支援하는 關聯專門機關을（韓國디자인包裝센 

터） 利用하는 方案이 講究될 수 있다. 企業의 

合理性은 間接費 支出의 억제와 製品生產原價의 

切減이 要求되지만 共同開發支援 둥은 原價切減 

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더구나 玩具工業의 支 

援育成指導機開인 韓國玩具工業協同組合에서 生 

產業體의 共同 디자인 開發, DP센터와 用役契約 

에 依한 支援은 바람직 한 事業이라 볼 수 있다. 

現 制度下에 新製品의 特許는 登錄에 依하여 保 

護되고 있으나 複寫에 依한 規制는 開發者의 告 

發에 依하나 團體를 通한 自律的인 登錄制度는 

開發品保護와 權益옹호에 絶對 必要한 것이다. 

또한 디자인 登錄所持者의 資格審査基準이 마련 

되어 商業디자인의 人力確保가 先決 問題라고 

본다.

玩具製品의 디자인 變遷은 無限大로서 獨創性 

과 固有性을 가지는 製造開發은 不景氣와 不況 

속에 사치성에서 家庭으로 기울어 지는 生活風 

潮를 把握하여 어린이부터 成人까지 가지고 즐 

기는 玩具의 開發은 디자인이 根幹을 이루고 있 

다. 더구나, 玩具需要는 季節과 地域을 勘案한 

새로운 製品의 販路 擴大는 悲觀이 되지 않는다 

고 判斷되고 있다.

끝으로 玩具디자인 開發專門機構로서 政府의 

支援補助로서 生產業體에 貸與 斡旋의 機能을 

가지는 中間機構를 設置하여 運營하면서 開發된 

디자인의 保全登錄業務의 强化가 무엇보다 時急 

한 것으로 느껴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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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伝統工芸의 어제와오늘

白 泰 元

中央大工藝科教授

나라의 固有文化를 자랑으로 

알고 이를 保存하며 繼承하려는 

文化政策과 傳統文化를 現代의 

創造的인 作業에 反映 消化시키 

려는 努力은 가장 所重한 것이 

다. 더우기 우리 나라처럼 時代 

性的으로 燦爛했던 工藝藝術의 

歷史를 간직한 나라일 수록 그 

念願은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李朝工藝를 끝으로 陶磁器 木竹 

둥을 마지막 華麗한 빛으로 남겨 

놓고서는 國運의 受難史와 더불어 

再起를 못하고 所謂 日政下에서 

부터는 韓國工藝의 獨自性을 지 

키지 못하고 殘影的인 技能技마 

저도保存維持하기 어려워 거의 

消滅狀態에 이르러 結局은 오늘 

날 人間文化財로서의 技能者發掘 

作業이 란 問題에까지 結付지어진 

狀況에 이르렀다. 이렇듯 固有 

性을 상실한 터에 解放으로해서 

西歐思潮의 急激한 流入에 밀려 

차근 차근이 우리의 工藝를 整理 

할 겨를 없이 國際性的인 境地에 

놓이게 된 것이 事實이어서 아마 

도 우리 나라 工藝史記中 이 동 

안만큼 混亂과 變革招來의 苦腦 

스러운 激動期도 없었다고 하겠 

다. 우리의 옛 文化는 工藝로서 

裝飾되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 

닌만큼 그 記錄은 當當하다. 때 

문에 우리 國民이 갖는 工藝에 

對한 愛着의 自負心과 自尊스러 

운 感情은 그 어띤 部門보다도 潜 

在的으로 앞서 있다고 생 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燦爛했던 우리 

의 옛 工藝文化의 傳統을 繼承하 

려는 意志와 實際的인 動作으로 

이를 現代生活 속에 溶解시키고 

國際文化交流線上에 浮上시킴으 

로 해서 現代文化向上에의 寄與 

와 우리 文化의 聲價獲得에 더하 

여 經濟成果의 所得에 歸結짓는 

데까지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것은 爲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中國文化의 영향 

을 크게 받았으면서도 우리 民族 

의 天性을 反映한 工藝的인 造形 

才質을 살려 그러한 外來文化를 

醇化 土着化시키는 培養條件을 

잘 堪當하여 우리의 生活과 感情 

에 그리 고 嗜好와 才能에 알맞도 

록 消化시켜 韓國의 獨自的인 工 

藝品으로 定立 昇華시 키 는 데 까지 

創造力을 發揮했던 것이다. 即 

中國工藝는 權威를 崇尙하고 精 

力的인 雰圍氣인데 反하여 韓國 

工藝는 質素 淡白하고 純情的인 

情趣를 나타낸 差異를 들 수 있 

다는 것 들이 바로 그것이다.

傳統은 個人的인 것이 아닌 社 

會 歷史的인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에 人間生活의 共同營爲에서 糸隹 

持되어은 것이며, 따라서 民族을 

通해 保全되어온 것이다. 또한 

傳統은 時代와 時代를 連結시키 

는 有形無形의 樣式올 뜻하므로 

傳統과 民族은 뗄 수 없는 關係 

에 있으며 主體性이 뚜렷하고 民 

族意識이 强할 수록 傳統을 올바 

르게 發展시킬 수 있는 것이다. 

工藝란 時代에 따르는 生活 속에 

같이 있는 것이므로 歲月의 變遷 

에 따라 樣式과 要格은 變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傳統의 再發見 

에도 徹底해야겠지만 이의 繼承 

作業이야말로 執念으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樣式에서부터 形狀 

構造 또는 紋樣과 色彩의 部分까 

지 乃至는 技術의 一面까지를 活 

用造成할 수 없는가를 綿密히 살 

피는 眞摯한 對決姿勢야말로 우 

리의 傳統工藝를 開發하는데 提 

供되는 先行方便이라고 하겠다.

時代背景에 따르는 

敎, 文化思潮의 影響이 

며 敏感하게 密着되어 

온 것도 工藝인 때문에 

政治，宗 

直接的이 

生成하여 

技術이나

技能面에서의 評價에 앞서 思潮 

的인 源泉發祥 바탕을 追求하는 

데에서 眞正한 意味의 工藝가 갖 

는 깊은 뜻을 發見할 수도 있으 

며 理解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現代에 와서 手工的으로 優秀한 

工藝品이 時代勢의 要求로해서 

機械的 工藝品에 壓倒되고 또 그 

手工的 部分까지도 大部分 機械 

作業에 依存하려는 現狀은 多量 

生產類形의 工藝品으로 一般大衆 

生活 속에 安價하고 좋은 製品을 

豊富하게 供給한다는 經濟社會에 

서의 必然的인 課程이라고 보아 

야 하겠다. 다만 여기에서 問題 

가 되는 것은 手工藝의 領域과 

機械工藝의 特質을 十分 理解하며 

考慮하여 各己의 特性을 살려 나 

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原理 

만 내세워 機械置重만 禮賛하는 

風潮도 일고 있으나 感情交感이 

通하지 않는 無味乾燥함과 單調함 

의 所產은 歸結的으로 人間生活을 

情感과 雅趣가 없는 메마른 世界 

로몰고갈 것이 分明하며 뿐만 아 

니 라 民族과 地域의 特性인 傳統 

도 終局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 

까 생각된다. 科學文明에 지친 人 

間들은 벌써 疫勞와 염증으로 해 

서 다시금 手工藝 作動의 所重함 

을 다시 찾게끔 되어진 것이다.

政策的인 方向設定에서는 勿論 

工藝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 

로 이 限界가지니는뜻을 明確하 

게 가려서 앞으로 作家로서의 創 

作世界 構築과 工藝디자이너로서 

의 工藝產業界에 寄與할 수 있는 

領域追求에 對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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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Design의 어 제와 오늘

將 熙 俊

送陽大工大敎授

우리 나라의 Digesn for Living 

分野로서의 室內 Design은 急激 

한 發展 Curve를 그리 고 있다. 

그것은 이 分野가 새로 Close-up 
되고 있고 그에 대한 歷史가 짧 

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Interior Design의 

역사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의 先祖들이 이 미 오 

래 전부터 Interior에서 어떤 規 

則을 터득하고 그것을 室內外 空 

間에서 施行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典型的 주택의 내 

실은 온돌방으로 두말할 것 없이 

室內에서의 起居는 坐式生活이 

었다. 이 坐式生活에 맞는 寸數 

로서 우리의 祖上들은 尺두寸（口 

—23/8”） 를 하나의 Module 처 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Module은 主로 높이에서 쓰여졌 

는데 벽의 굽도리, 紙의 높이, 창 

호지 문의 굽도리판의 높이, 家 

具의 높이 둥이 그러하다 이것 

은 앉아서 보았을 때의 視覺的인 

安定感이나 올려 놓았을 때의 身 

體的인 便安함이 고려된, Design 
으로 우리의 先祖匠人들이 現代 

에 와서 開發된 Human Enginee- 

ring의 原理를 이미 오래전부터 

適用해왔음올 알 수가 있다.

또한 그 尺두寸 Module은 室內 

의 여러 構成要素의 높이를 規制 

함으로써 얻는 秩序感을 주고 그 

것은 디자인上의 統一性을 附與 

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 

의 秩序속에서 材質感上으로 본 

變化感의 効果를 주기도 했다.

이러한 옛날 匠人들의 藝術的 

審美眼과 機能的 合理性을 背景 

으로 하고도 Design for Living 

分野로서의 室內 Design의 現代 

的 意味에 있어서의 歷史가 짧은 

것은 한국의 特殊性 即, 戰後의 

復舊와 經濟의 成長過程에 그 原 

因이 있었다.

그러 나 現今에 와서 室內 Design 

이 急激한 發展 Curve를 그리고 

周邊에서 많은 좋은 作品들을 對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經濟成 

長에 따른 一般 Client의 藝術에 

대한 審美感의 追究度 및 經濟力 

向上을 들 수 있고, 둘째로 室內 

Designer들의 뛰어난 Design 能 

力에 의 한 結實이 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여러 大學의 室內Design 

學科의 敎育目的에서와 같이 室 

內 Design이 란 工藝디 자인, 工業 

디자인, Graphic Design 또는 

Textile Design 둥의 藝術作品을 

視覺原理를 바탕으로 하여 用途에 

맞게 綜合構成配列하는 것이다.

經濟가 成長하고 發達하면 할수 

록 위의 藝術作品이 相互 Design 
上의 有機的 關係로서 現在의 

Piece Meal的 Base에서 綜合的 

Base로 轉換되고, 이것은 室內 

分野에 漸進的인 發展을 가져오 

게 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을 豫 

測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藝術分野에서 다 그러하 

듯이 室內 Design도 空間에 있어 

서의 巨視的인 總合의 能力이고 

結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넓 

은 連關性 위에서 보는 全體的인 

總合美의 形成이 要求된다.

우수한 Design 能力에 比해 現 

實的으로 본 한국의 室內 Design 

分野에서의 難點은 近來에 와서 

많이 開發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建築의 內外製材, 家具類, Cur- 

tain地의 Pattern 둥 여 러 種類에 

서 선택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美國에서와 같이 Swiss 

Catalog에 게 재 된 무수한 회 사에 

의 한 多樣한 종류의 室內 Design 

을 구성하는 製品의 공급에 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闫나 手工 

業的 製品 生產 및 그의 利用은 

이 러한 Handicap을 Cover•해 주 

고 있다.

室內 Design이 近來에 여러가 

지 形으로 Design 分野에서 어 

느만치 關心의 對象이 되 고.있는 

것 은 참으로 반가운 現象이다. 

이는 建築이라고 하는 獨立된 分 

野만 例를 들어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建物의 外觀과 內 

部 Design을 比較할 때 人間이 

生活하며 接하는 時間의 比率은 

斷然 內部에 서가 높기 때 문이 다.

그리고 人間의 生活空間이나 

기 타 利用空間의 Design의 優劣은 

그 안에서 起居하는 人間의 心理 

的 快適感, 安定, 便利性과 밀접 

한 關聯을 갖고 있으며 넓은 의 

미로 人間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影響도 全혀 無視할 수 없기 때 

문이다.

專門人으로서의 室內 Designer 

는 例를 들어 美國의 都市計劃의 

대 학원의 입 학자격 이 Undergra- 

duate에서 같은 分野인 도시계획 

올 專攻한 사람이 거 나, 건축, 토 

목, 조경, 행정, 경제를 전공한 

학생이 對象이 될 수 있듯이 그 

와 경우는 다르나 室內 Des运n은 

建築과 美術의 中間位置에 있는 

것으로 建築을 專攻한 사람, 美 

術을 專攻한 사람, 또는 그 자체 

學問올 한 사람을 莫論하고 理論 

과 實技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精 

進이 要求되고 있다. 社會的인 

寄與로서의 室內 Designer의 輩 

出은 모든 다른 分野와 더불어 

다같이 기대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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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u D e s i gn 의 어 제 와 --q，- 〜「尸

韓 弘 澤

德成女大敎授•產業美術家

光復과 더불어 1945年代 우리 

社會는한동안 걷잡을 수 없는 혼 

란으로 政治不在, 經濟不在, 文 

化不在라는 社會的인 激動과 轉 

換의 時代였다. 美術界 역시 例 

外는 아니었다. 純粹美術分野는 

그 나름대로 오랜 歷史的인 전통 

과 背景을 土臺로 해서 派閥의 

혼선과 또한 政治的인 理念의 差 

等이 發生하는 혼란이 거듭되었 

으나 그 나름대로 對立하며 對話 

하는 餘地는 있었다. 그러나 問 

題는 視覺美術分野이 다. 特히 앞 

날을 約束하는 社會環境 속에서 

機能을 수반하고 社會的인 직능 

올 지녀야 할 디자인界였다. 純 

粹美術이 主觀的인 創造活動이라 

면 產業美術 또는 視覺美術은 어 

디까지나 客觀的인 要素를 絶對 

視하는 第3의 創造作業이자 社會 

經濟 發展과 더불어 共히 育成 

成長하고 獨步할 수 없는 合成體 

이 기 때 문이 다. 그러 나 그 當時 

社會經濟構造로 그를 보고 판단 

할 때 우리 社會는 마치 母體의 

胎兒가 분만하기에 앞서 그 新生 

兒에 對한 닥아 올 健康管理문제 

라든가, 또는 將次 敎育問題 둥 

을 論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 

은 社會的인 問題을 가지고 있었 

다. 즉, 造形美術이 무엇인지, 視 

覺美術, 또는 產業디자인이 무엇 

인지 그 어휘 자체가 一般에게는 

생소하기 만 하였고, 또한 이 方 

面의 專門家 역시 드물었다. 다 

시 말해서 視覺美術과 造形產業 

化의 硏究는 고사하고 關心마저 

없었던 황무지 격인 初步的 段階 

에 依한商去來時代였 다고본다.

近代산업國家는 모름지기 모든 

社會經濟文化 面에 있어서 하나 

의 뚜렷한 國家政策에 따라 發展 

함이 마땅할 것 이 다.

特히 後進國家에서 中興國家로 

의 經濟的 高度成長을 期하기 위 

해 서 는 우선 디 자인 活動이 나 디 

자인 社會運動이 하나의 뚜렷한 

장르로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國 

家的인 모든 次元의 位置에서 또 

한 政策面으로 反映되고 施行되 

어야 한다. 이러한 組織的인 調 

和가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先行되고 있는 近代產業 

發展過程인 것이다.

1960年代에 와서 社會 모든 領 

域에서 產業近代化 作業이 始作 

되었고, 이에 따라서 無限한 創 

造에 對한 欲望 即, 生活하는 美 

術, 다시 말해서 產業生產製品과 

直結되는 產業디자인이 產業構造 

의 動脈的 役割을 하는 美의 創 

造者的 位置에까지 昇華되었다. 

그러 나 또 하나의 問題는 一部 

企業人들이 가지고 있는 保守的 

인 後進性이다. 先進外國의 企 

業主와 같이 오랜 傳統을 지닌 

對內外的으로 體驗있는 大企業 

人, 巨視的인 企業人, 良識의 企 

業人, 愛國愛族하는 企業人들의 

出現이 가장 아쉽게 생각된다. 

大企業이건, 中小企業이 건 間에 

디자인에 對한 没理解（디자인의 

社會的인 붐과는 다른） 둥에서 

오는 갭은 디자인 創作活動과 實 

用化를 為한 發展的 契機를 마련 

하는데 있어서 디자이너와 調和 

를 이루지 못하는 根源的인 또 

다른 事例가 아직도 이 社會一部 

에 잠복하고 있다는 事實이 許多 

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 나 產業界 

의 動向도 過去 被動的 姿勢에서 

獨自的인 디자인 開發을 為해 漸 

次 能動化하고 있고 各 디자인團 

體들의 創作活動 역시 刮口하리 

만큼 創作活動을 하고 있다는 事 

實은 매우 바람직한 現狀이라 하 

겠다.

1945年代는 終戰의 혼란期, 

1950年代는 民族的 苦難과 模倣 

의 時期, 1960年代는 創造의 時 

期, 1970年代는 安定과 도약의 時 

期라고 볼 때, 우리는 과거의 英 

國이 나 獨逸의 디 자인運動과 같이 

體系的인 것은 안될망정 우리 들의 

體驗과 苦難은 헛되지 않고 가장 

急進的인 發展을 하였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디자인政策올 수립하는 

當局이나 또는 뜻있는 社會企業 

人들의 보다 制度的인 面에서 巨 

視的인 디자인政策이 가장 幅넓 

게 根源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 

라는 바이 다.

例를 들자면 新人育成을 為한 

公式化된 訓練의 施賞方法은 그 

런대로 出品者들의 지나친 過熟 

과 不條理가 없다고는 생 각지 않 

으나 하나의 登龍門的 年中行事 

로 볼 수 있으며, 實際 社會的으 

로 디자인活動을 하는 旣成人에 

對한 問題라고 본다.

여기서 國家的 포상 또는 硏究 

費支給문제 둥에 關한 有功賞制度 

를 創設하고 本格的인 디자인 振 

興政策을 根源的으로 檢討하자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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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디 자인의 原理와 人間工学

金 根 培
建國大工藝學科助敎授

1. 生體計測과 工業디자인

機械와 人間의 관계를 身體의 치수의 측면에 

서 관찰하여 나가려는 것이 인간공학적 생체계 

측의 目的이라하겠다.

사람이 기계를 다룰 때에 자연스럽지 못한 자 

세로 작업을 계속하여 나가는 것은 疲勞와 災害 

의 잠재성을 증가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의자나 책상 하나 하나를설계함에 있어서도 

신체의 계측적 인 원리 를 무시 하고 설계 한다면 이 

들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여 하루 일과를 수행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 불필요한 疲勞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作業用 保護用具나 

感電防止用의 고무장갑이 나有害개스 吸入防止 

用 마스크나 안경, 장화 둥의 경우에는 사용자 

의 손이나 발과 顏面의 生體的인 計測値를 무시 

하고 디자인 된다면 災害의 원인이 됨은 물론 심 

할 때에는 生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 

다. 물론 종래에 市販되어온 제품들이 전혀 인 

간의 생체계측을 무시하고 설계된 것은 아니었 

지만 人間의 空間的 넓이를 念頭에 두고 설계한 

예가그다지 많지 않았었던것 만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生體計測値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종래에 신장, 체중, 흉위, 座高의 측정을 연 

령별로 혹은 性別로 수없이 각 방면에서 행하여 

왔다. 그러나 身體細部計測에 있어서 解剖學的 

人類遺傳學的인 측면에서 骨計測에 목적을 두었 

다. 공업디자인에 있어서의 生體計測의 목적은 

人間機械系에 關係하는 것으로 한 예를 들어본 

다면 5인용 벤치를 설계할 경우에 한 사람의 最 

大臀幅에 옷의 두께를 포함한 一人占有幅을 알 

아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자의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脛骨과 腓骨의 길이 보다도 

軟部組織을 포함한 人間의 공간적 넓이를 計測 

하지 않으면 안된다.

手計測의 경우도 종래에 指骨計測보다도 공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장갑을 디자인 함에 필요한 

手掌과 指長의 計測으로서 設計되어 야 함은 물 

론 특히 電工用 고무장갑 일 때에는 뻰치로 작 

업하는 손의 공간적 넓 이를 重視하고 計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는 保護 마스크의 計測에 있어 

서도 同一한 것으로 顏面의 骨計測에 앞서 軟部 

를 포함한 顏面의 形態가 設計上에 必要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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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濾材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 발되 어 有 

害개스를 잘 吸收하여 呼吸氣에 저항을 감소시 

켜 주는 데는 좋으나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鼻間이 隙間하여 콧 등을 强壓하므로 사용함에 있 

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용자의 인내가 없으 

면 안되었다.

이상과 같이 인간공학적인 견지에서 종래에 제 

출된 자료를 관찰하여 본다면 이용가치가 매우 

적고 특수집단에 대한 소수의 한정임을 알수 있 

다. 따라서 집단이 군대일 경우 군대의 계측올 

가지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이며 장래에 있어서는성별, 연령별, 직업별, 다 

방면의 측정으로 집대성함은 물론 엄밀한 측정 

점을 습득하여 신뢰할 수 있는통계를필요로 측 

정점에 대한 例數를 重要視하여야 한다. 이를위 

하여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臨期應辯으 

로서는 不可能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 일반적으로 身長에 대 

한 身體 各部의 長의 割合이 身長의 大小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어서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전제 

로 한다면 많은 신체계측의 자료를 구하고 多少 

의 誤差는 있으나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들 사 

이에 합치되는 중간치를 선택하여 자료의 기준 

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身體計測의 方法

1）間接法

①測定器具

Martin 人體測定器一生體測定에 사용되고 있 

는 機器中 가장 一般的인 測定器로서 身體 各部 

計測 全體를 이들 測定器로 計測할 수 있으며 全 

體가 金屬製로 製作되어 濕度 둥의 영 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그 종류 

로서 는 ① Anthropometer ② Sliding Calipers ③ 
Compass Calipers④卷尺⑤坐高計⑥體重計 

둥이 있다.

② 測무部位

從來 生體의 人類學的 計測은 Martin의 身體計 

測方法을 사용하여 立位의 60個所의 신체 각부의 

길이 , 幅, 10個所의 圍經, 頭部 49個所 둥의 測 

定 項目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人間工學的 計 

測은 骨에 만 重點的으로 의 존하지 않고 生體의 空

（그림 1） 測定部位

間的 넓이로부터 作業姿勢에 이르기까지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측정항목이 많을 수 

록 편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알아두 

어야 될 측정부위를 골라서 설명하기로 한다.

① 身長, 床面-頭項點의 垂直距離

② 床面一眼高, 床面瞳孔까지의 垂直距離

③ 股高, 床面㈠恥骨結合下端까지의 垂直距離

④ 指極, 양팔을 水平으로 뻗고 右手指先端一 

左手指先端까지의 水平距離

⑤ 前方腕長 둥을 벽에 대고 양손올 水平으로 

앞으로 뻗어 벽면中指先端까지의 水平距離

⑥ 腕長, 肩峰點-中指先端까지 의 垂直距離

⑦ 前腱水平位肘間距離, 양팔을 접고 팔꿈치 

를 水平으로 올려 오른팔꿈치 J왼팔꿈치까지의 

水平距離

⑧ 前膊長, 前膊올 水平으로 올려 한 쪽 팔꿈 

치 "한 쪽 指先端까지 의 水平距離

⑨ 轉子間隔，기립자세에서 臀의 最大外側直徑

⑩ 足長, 뒤꿈치-발가락 끝까지의 直線距離,

⑪ 手首幅, 手首關節에 있어서 尺骨末端과 撓 

骨末端의 外側突起 間의 距離

⑫ 手幅, 손올 합장하고 폈을 때 오른손 제2, 
제5 掌骨突起外側距離

⑬ 手長, 손의 尺骨과 撓骨末端의 外側突起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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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선J中指末端까지의 直線距離

⑭ 三角筋間隔, 좌-우 三角筋의 最大直線距離

⑮ 胸圍, 가슴둘레

⑯ 骨盤幅, 兩腸骨外線의 最大幅

⑰ 足幅, 왼발끝의 橫最大距離

⑱ 耳珠間隔, 耳珠上線點間의 直線距離

⑲ 頭幅, 頭部의 제일 넓은 쪽 水平最大幅

⑳ 耳長, 귀의 最大垂直距離

㉑ 瞳間幅, 눈동자 사이의 水平距離

㉒ 口幅, 입의 口間距離

㉓顎一頸長,甲狀軟骨先端J下顎骨下線中心線 

의 最前點間直線距離

㉔ 頭圍, 頭蓋骨 後端과 眉間中心點올 通한 展 

大의 머리둘레

㉕頭長，眉間-頭蓋骨後端間直線距離

㉖ 頭高, 耳珠上線起始 點 그 垂線上에 있는 

頭長中心線端의 投射垂直距離

㉗ 座高, 걸상面頭頂點의 垂直距離

㉘ 背面高, 걸상面제1, 제2 頸椎中間까지의 

垂直距離

㉙ 體幹高, 걸상面~胸骨上緣까지 垂直距離

㉚ 肩一肘高, 팔꿈치-胸骨上緣까지의 垂直距 

離

㉛ 肘一座面高, 걸상面 T 팔꿈치까지의 垂直距 

離

® 膝蓋骨高, 걸상에 앉은 자세에서 발을 수 

평으로 뻗고 床面4水平上端間의 垂直距離

® 座面高, 座面 T 걸상面까지 垂直距離

㉚ 臀一膝長, 臀部一膝蓋骨皮膚面까지 最大水 

平距離

® 座面長, 臀部-膝 後面까지 水平距離

㉖臀幅，水平位最大臀幅

® 胸厚, 가슴두께 （脊椎滿間距離）

㉚ 復厚, 배의 水平位 最大前後徑

㉚ 下腿長, 下腿를 水平으로 뻗은 臀部-발바

（그림 2） 水平面作業域（平均 美國人 : M. Mundel; 1955）

（그림 3） 水平面作業域

닥까지의 水平距離

@ 體重, 몸무게

2）直接法

① 水平面의 作業域

水平面의 作業域은 正常作業域 （normal area） 
과 最大作業域 （maximum area） 로 구분하여 생 

각할 수가 있다. 正常作業域은 上膊을 자연의 位 

置에 두고 몸에 붙여두고 前膊을 수평면상에 움 

직여 快樂하게 도달될 수 있는 운동범위를 말함 

이고 最大作業域이라 함은 어깨를 중심으로 上 

肢 全體를 水平面上에 움직 여 도달할 수 있는 最 

大運動 範圍를 일컬음이다.

「그림 긴는 M. Mundel; （1955） 씨 의 美國人 平 

均水平作業域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은 R.Bumes씨의 水平作業域에 C. 
Squires씨의 正常作業域올 訂正시 켜준 것으로서 

C・ Squires씨는 최근 正常作業域에 있어서 특히 

前膊이 外方으로 움직일 때에 팔이 軀幹에서 떨 

어지는 관계로「그림 3」과 같이 정 상작업역의 운 

동 범위를 수정하여 준 것이다.

② 垂直面의 作業域

수직 면의 작업 역 은 Panel 設計나 Conti•이의 위 

치를 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전화 교환대의 

Jack board나 우편국의 편지 구분작업 대의 설계 

에는 수직면의 작업역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수평면의 작업역 이거 나 수직면의 작업역 이거 

나 運動시 켜 주는 신체부분이 적을수록 좋은 것 

이어서 Control이 정 상작업역 내에 있으면 운동 

량이 감소되 어 신속, 정확, 안전한 작업 을 진행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자세로 작업 

올 강요하는 것은 災害나 疲勞의 원인이 되는 것 

이어서 頻番이 사용되는 Control이나 중요한 기 

능을 소유한 Control 둥은 반드시 정 상작업 역 내 

에 두어 야 함은 물론 모든 기 타의 Controls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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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최대작업역 내에 두게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感覺器와 機器의 設計

D視 覺

人間機械系에 있어서 表示되는 시각표시기와 

이에 대한 인간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는 温度計, 壓力計, 速度計 둥올 사용하 

•여 온도, 압력, 속도 등을 측정하며 기계화의 진 

보에 따라 보다 많은 시 각표시 기 의 종류가 증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공학적인 면에서 자동차의 온도계를 예로 

一든다면 이 때에 온도자체가 정확하게 몇 도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올 때의 온 

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점검용 표시에 관하 

여 현재상태가 진행 중에 있느냐 정지상태에 있 

느냐 하는 것올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表示 

器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量的表示인것 

이다. 표시기를 읽는 시간이나 정확도를 중요시 

하는 항공기의 경우 작업의 결과 여하에 따라 사

(그림 4) 다이 얼型(R. Sleight； 1948)

(그림 5) Scale 눈금 (R. Loucks; 1944)

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생명에 위험 

이 따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다이얼의 型 눈금 

의 분할 방향 바늘이나 숫자形 둥에 대한 특성 

을 가지고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R. Sleight (1948) 는 다이 얼의 型올 수직형 , 

수평형, 반원형, 환형, 開窓型의 다섯 종류로 나 

누어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그림 4)
5型을 다같이「숫자의 크기」「숫자의 形」「바 

늘의 形」「눈금」을 동일하게 하여 白紙에 黑書 

를 하고 開窓型만은 바늘올 중앙에 고정시키고 

다른 네 개 는 자유로이 Scale上의 아무 곳에 나 바 

늘올 위치시켰다. 60명올 대상으로한 誤讀率실 

험으로 피험자에게 0.12초 동안 잠간 보여 주고 

확인하도록 하였다. 각 형 마다 17회씩 바늘올 숫 

자 위에 위치 시켰다가 다시 숫자와 숫자 사이 

에 위치시켰다 변화시키며 확인시킨 결과 오독 

율이 수직형 35.5%, 수평형 27.5%, 반원형 16.6 
%, 환형 10.6%, 개창형 0.5%로 수직형의 오 

독율이 가장 많았고 개 창형 의 오독율이 가장 적 

었 다. 또한 2.5, 3.5 둥 숫자와 숫자 사이 에 바 

늘이 있올 때 오독율이 많았고 수직, 수평, 반 

원형에 있어서는 바늘이 Scale의 중앙에 있을 때 

보다 양변으로 이동했을 때 오독율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 었 다. 또한 0. 28, 0. 20, 0.17, 0.14 
초로 시간을 조금 더주어 확인 시켰을 때에도 

0.12초의 실험과 별차이 가 없었고 이 런 점에서 미 

루어 보았을 때 Scale을 확인하는 시 간올 단축시 

켜 주는 것은 다이얼의 型이 중요한문제임올 알 

수가 있는 것이 었다. 다이얼上에는 각종의 Scale 
이 보이 며 많은 눈금이 섬세 하게 분할되어 확인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눈금의 간격올 어느 정 

도로 두어 야 적 당하며 눈금의 조각을 어 떤 방식 

으로 하여 야 쉽게 독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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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陸軍에 서 는'「그림 5J (R. Loucks; 1944) 와 같 

은 回轉計를 만들어 다이 얼은 0・ 75초 동안 잠간 

보여 주고 어느 형이 가장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 

는가를 조사한 결과 左端의 다이 얼 誤讀率이 34 
%, 中央 다이얼의 誤讀率이 41%, 右端 다이얼의 

誤讀率이 44%로 나타났다. 이 실험의 결과로 보 

았을 때 일 반적 으로 눈금의 분할이 많을 수록 좋 

으리라는 인식을 뒤 엎고 오히 려 눈금의 분할이 

세밀할 수록 오독율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그러 

므로 필요 이 외 의 눈금의 細分은 좋지 않으口 숫 

자의 文字體나 바늘의 形, 굵기, 길이 둥에 있 

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됨은 말할나위도 없 

는 것이다.

다음은 조명 에 관한 시 각관계 를 4종류로 생 각 

하여 보자.

光源에서 直接光을 이 용한 直接照明, 反射光올 

이용한 間接照明, 이들 중간에 半直接照明과 半 

間接照明이 있다. 「그림 이 직접조명은 설비비 

와 경상비가 저렴하며 천정이나 벽면 둥 반사율 

이 낮은 곳에 사용의 利點이 있으나 작업능률 

과 피로에 대하여서는 간접조명에 비하여 불쾌 

한 결과를 준다. 그 원인은 간접조명 에 비교하 

여 명암의 차이가 크고 光源의 輝度가 높을 때 

에는 眩輝를 일으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간접조명은 이 런 면에서는 직접조명에 비하여 좋 

으나 경 비 가 많이 들고 너 무 지 나칠 경 우에 는 사 

람의 기분을 害하는 경우가 있어 亂用을 피해야 

할 것이다.

色彩도 역시 視覺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서 人間機械系의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表示物과 장소를 주위에서 

식별함에 있어서 明度, 彩度, 色相, 對比 둥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聽 覺

視覺과 聽覺에 대한 비교설명은 前回에 이미 

하였고 여기서는 語音에 관한 문제로 會話의 明 

瞭度에 관하여서만 설명하려 한다.

會話의 명 료도 시 험 방법 으로는 文章과 의 미 가 

없는 單音節을 듣고 받아 쓰게 하여 정확하게 받 

아 쓰는 音節의 %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실험으로서 인간의 聽取能力 외에도 騷音 

의 영향, 말의 表示效率, 傳達系統에 따른 電話 

錄音器 둥의 평 가가 가능한 것 이 다. 對話의 명 료 

도는 單的으로 聽覺의 보이지 않는 記憶이나 學 

習에 관계하는 것이다. 이는 語音의 識別이 생 

긴 이래 경험올 가지고 文章中이나 單獨으로 音 

節의 構造를 기억하여 한 音節의 다음에 어떤 音 

節이 오는가 하는 확율을 고려하여 文章이라면 

다음 어떤 音節이 오는지 무의식적으로 예측하 

고 있다는 뜻이 된다. 騷音下에서 통화할 경우 

語音을 강조하여 周波數 制限에 서 오는 波形의 결 

과 語音出現期待 둥에 明瞭度의 영향을 주는 것 

이다.

3)触 覺

몇 개의 Conti•이이 相接하여 並用하는 경우에 

Control의 識別이 필요한 것이다.

Control의 識別方法으로서는 Control의 위치적 

관계에서 識別하는 方法과 形의 大小에서 생각 

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이거나 여기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觸角의 특성과 Contr이의 관계 

이 다. 이 때 에 어 떤 形의 Control] 명확하게 識 

別되 는 形이 냐를 고찰하여 야 한다.

(그림 7) 손잡이 의 良形 (W. Jenkines;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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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enkins (1947) 는 航空機에서 사용되 는 레 

버 (Lever) 의 손잡이 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椅座位의 조종사를 被驗者로 하여 회전되는 원 

형 테 이 블을 앞에 놓고 테 이 블 주위 에 22개 의 

서로 다른 形의 손잡이를 막대에 붙여 늘어 놓 

았다. 피험자가 눈올 가리고 맨손으로 또는 장 

갑올 끼 고 하나씩 1초 동안 만져 보도록 한 다음 

테이블올 회전시 켜 놓고 먼저 촉각으로 느꼈던 

손잡이의 형을 찾아 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 

장 정확하게 찾아낸 표준형의 손잡이 10개를 골 

라「그림 7」과 같은 形올 표준형으로 선정하였 

다.

4. 筋과 機器의 設計

1)運動能

人間機械系는 諸感覺器를 통하여 기계에서 表 

示를 받아 들여 뇌에 와서 판단하여 결정하며 콘 

트롤 조작올 위 하여 필요하다고 생 각되 는 諸筋 

에 명령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運動能에 포함된 

기본요소는 발휘될 수 있는 힘, 속도, 정확도로 

서 이들과 관계되는 반응시간인 것이다. 운동 

중에는 身體 各部를 어떤 期間 일정위치 자세로 

保持시키기 위한 平衡調整이 필요로 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筋活動은 끊임없이 큰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어서 예를 든다면 旋盤의 콘트롤 위치 

를 무리한 자세로 하고 작업을 할 때에 평형조 

정의 노력은 콘트롤의 위치에 따라서는 불필요 

할 수도 있으目, 위치의 개선에 따라서는 種筋活 

動올 대폭 감축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신체의 일부를 어떤 위치에서 공간 내 

의 타의 특정한 위치에 이동시키는 운동으로서 

위치동작이라 부르는 활동이 있다. 이 동작은 

간단하게 생 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Feed back 
機構가 언제 나 활발하게 움직 이 지 않으면 안된 

다. 즉, 콘트롤에 손올 뻗칠 때 筋의 弛緩과 緊 

張의 상태를 끊임없이 느껴 固有受容器가 筋과 

腱中에 있어 神經을 사이에 두고 Impulse를 大 

腦에 전하며 대뇌 는 이 에 따라끊임 없이 四肢의 

위치, 운동, 筋긴장상태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명령을 諸筋에 전달하며 손을 목적물로 뻗쳐나 

가는 운동을 자동적으로 수정하여 나가는 것이 

다.

工場生產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동제어장치 

는 이러한 인간의 Feed back 機構를 생산工程에 

이용 개발한 것이다. 이 위치적 동작을 될 수 있 

는대로 빨리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어 所要의 힘 

을 덜어 주는 것은 인간기계계의 効率上 有効한 

수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하나의 反復動作 

이 라 하여 같은 동작을 수없 이 반복하는 혜 머 링 

이나 통신작업 둥이 있다. 이러한 운동은 1回 

1回의 동작으로 보았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으 

나 인간기계의 효율상의 문제로 반복하는 동안 

착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최 근 Key puncher^ 障害로 직 업 병 과 같은 소 

동이 생기는 예도 있어 人間工學的으로 보았을 

때 反復動作이 아닌 系列動作을 무시하고 機器 

를 設計한 데서 그 원인이 있으리라생 각되는 것 

이 다.

어쨌든 人間이 가지고 있는 運動能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을 설계에 導 

入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力

機械化나 Automation化가 進行된다면 筋力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으나 현단계로서는 

筋力이 요구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作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여 

러 가지 機器에 대한 筋力의 特性을 조사하여 이 

에 적합한 機器를 設計하지 않올 수가 없는 것 

이다. 從來는 力에 關한 測定値라면 握力, 背筋 

力, 屈指力 둥에 한정 되었다.

물론 연령 별, 성별 둥으로 많은 測定値를 握 

力計나 背筋力計를 사용하여 구하였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測定値는 握力計의 握幅을 여러 종 

류로 바꾸어 측정하거나 背筋力計의 막대를 床 

面에서의 높이를 변화시켰을 때 發揮되는 力올 

측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測定器의 조건에 따라 

人間의 筋力이 어떻게 변하며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 근력이 발휘되느냐를 注視하여 人間工學에 

必要한 資料를 얻어서 이를 集大成할 필요가 있 

는것이다.

上肢運動에 관하여 자동차 Handle 操作의 실 

험결과를 보면 被驗者를 의자위에 앉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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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의 높이 거리 경사각을 각각 바꾸어 最大 

力을 사용하여 시계방향과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켰다. 그 결과 發揮되는 最大筋力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Handle의 傾斜角度와 被驗者 

로부터 의 거 리인 것으로 Handle의 직 경 이 나 굵 

기, 회전방향, 높이는 실험조건의 범위 내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 가 되지 않았음올 알 수가 있었 

다. 또한 핸들의 경 사각도 90度 （垂直位） 에 서 는 

거리 가 가까울 수록 큰 힘을 발휘 하며 0度（水平 

位）에서는 거리가 먼 쪽이 큰 힘올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踏力의 경우에는 膝關節角度가 120度 부근에 

서 最大力을 발휘하며 膝關節角度가 이보다 적 

거나 커질 때 出力이 減少되었다. 또한 肘關節 

角度의 경우에는 90度에서 最大力이 發揮된다는 

것올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Control의 위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關節角度가 이와 같은 각도로 배치하 

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또한 손잡이에 관한 筋力의 실험을 보면 

손잡이의 직경이 6cm 부근에서 Energy의 消費 

가 가장 적 고 파이 프의 Control의 경 우는 직 경 4 
cm 부근에서 筋活動이 가장 적어 이들을 기준 

삼아 설계 하는 것 이 유리 한 것 이 다. 즉, 손잡이 

의 최 종 설계 는 단순히 筋 Energy에 만 의 존되 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正確度

손으로 어떤 물건을 한 장소로 옮길 때에 눈 

길이 일손을 따라다니게 마련이 다. 그러 나 관습 

적 인 작업 에 있어서는 보지 않고도 손으로 作業 

올 진행하는 동작이 허다하다. 이러한 운동의 

방향과 거리는 기계의 콘트롤의 위치에 따라 천 

차만별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진행 

하여 나가기 위하여 서 는 정확도에서 檢討가 필 

요한 것이다. 작업 중에 작업자가 콘트롤을 보 

지않고 기계를 操作하는 경우에 전적으로 筋覺 

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정확도 

에서 본다면 무엇을 일정한 경향으로 볼 것인 

가? 어느 學者는 한 실험에서 被驗者를 의자위 

에 앉게하고 그 주위 에 前面 中央에 서 0度, 45 
度, 90度, 130度로 上 中 下에 3列로 合計 21個 

의 標的을 놓고 손을 각 표적의 중앙에 뻗어 위 

치를 잘 생각해 두었다가 눈을 가리게하고 재차 

표적을 확인하여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 피험자로부터 正面에 가까울 수록 정확하 

고 橫方向으로 옮겨 갈 수록 정확도의 득점이 불 

량하였다. 높이에 있어서도 어깨 높이 보다 낮은 

쪽이 득점이 좋고 右側이 左側보다 양호한 결과 

로 나타냈다. 이 때에 표적과 身體와의 거리는 

정 확도의 면에서 그다지 영 향을 주지않았고 10・ 
cm나 50cm나 큰 차이 가 없었다.

下肢運動에 있어서도 같은 실험을 한 결과 다- 

음과 같았다. 의자위의 膝關節角度를 여러 가 

지로 바꾸어 足關節角度를 90度로 하고 被驗者 

의 正面에 서 0度, 15度, 30度, 45度에 표적 을 놓- 

않다. 수시로 지정한 표적을 밟아 위치를 기억. 

하여 두도록 하고 눈올 가리 고 다시 지 정 한 표적 

을 밟아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이 때 무릎관절의 각도가 120度일 때에 정확 

도가 가장 높았고 정면에서 15度에 있는 표적이 

성적이 좋았다. 즉, 무릎관절각도 120度에서 下 

肢運動의 정확도에서 볼 때 가장 조건이 좋은 것 

임을 뜻하는 것이다.

4）速 度

Crank를 돌릴 때 손의 回轉運動을 要求하는• 

경우에 回轉軸과 人間機能 面에서 어떤 法則性. 

올 갖게 된다. 美國의 어 느 學者의 硏究에 나타 

난 實驗結果를 본다면 가장 적 당한 회전축의 徑一 

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美國人의 경우에는 半徑 3cm 부근에서 가장 

적 당하고 이 보다 半徑이 크기 나 적 올 때 에 는 성 

적이 저하되며 회전저항이 加速되면 다소 半徑• 

이 큰 쪽이 좋았다. 라디오의 콘트롤 손잡이와 

스케 일의 관계 에 서 콘트롤을 회전시 켜 스케 일의 

어떤 위치로 바늘을 신속 정확하게 옮겨주는 회 

전작업이 많이 있다. 이 때 人間機械系로서 스- 

케일上의 숫자를 쉽게 파악하고 눈금을 정확하 

게 판별하는 것 이 효율과 관계 됨 은 물론이거 니 

와 力의 面에서 본다면 콘트롤의 굵기와 관계되 

는 것으로 콘트롤 회전에 대한 이동의 割合, 즉 

콘트롤 比가 作業效率에 영향올 주는 것이다. 

콘트롤의 직경을 6cm로 일정하게 하고 콘트롤- 

比를 생 각할 때 콘트롤 比 0. 25라고 한다면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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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회전으로 바늘이 한 바퀴 돌아 본 위치 

로 환원되는 것이며 콘트롤 比 3이라 함은 콘트 

롤을 3회전 시킴으로써 바늘이 한 바퀴 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트롤 比의 속도나 정확도 실험에서 콘트롤 

比가 커지면 이동시간, 즉 바늘을 定位置로 合 

致시 켜 주는 시 간이 단축된다. 이 런 예 로 보아 콘 

트롤 比 1일 때 이동시 간과 조정시 간이 대체로 同 

—하지 않으며 콘트롤이 존재하는 面과 스케일 

이 존재하는 면이 다른 경우나 스케 일의 바늘이 

上下로 이동하는 경우 둥 여러가지 원인올 고려 

하여 설계에 응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속도에 관한 반응시 간의 연구도 한 방법 이 다. 

반응시 간에 관한 한 실험으로서 자동차 운전에 

서 정지신호를 보고 가장 빨리 Pedal올 밟는 위 

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알아 본 결과페 달의 

床面에서의 높이, 측면에서의 각도, 전면에서의 

거리가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됨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거리는 무릎 관절각도가 120 
度로 되도록 하고 페 달의 높이는 床面으로 측면 

에서의 각도는 15度가 最適함올 알 수 있었던 것 

이다.

다음은 人間機械系를 動作과 時間에서 관찰하 

여 나가는 作業工學이란 分野가 있어 作業은 時 

間動作에서 분석 하여 최선의 작업방법 올 결정 짓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力, 速度, 正確度 둥을 總合한 運 

動能을 設計에 응용하지 않으면 人間工學的인 평 

가가 불가능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5） 손의 運動能

上肢運動 中에는 특히 손의 운동을 통하여 손 

이 나 손가락으로 機械器具를 사용하여 작업 올 진 

행하는 경우가 많다. 機械와 손 여기에는 우선 

손의 計測的 要素가 先行되어 야 함은 물론이지 

만 특히 손의 運動能을 관찰하여 볼 필요가 있 

다. 최근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한글타자기가 

많이 보급되어 사무능률을 올려주고 있으며 은 

행, 증권회사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Key board의 Key의 

배열의 型, 숫자와 子音, 母音 둥의 배열에 있어 

서 사용빈도와 손가락의 運動能을 감안하여 유

（그림 8） 誤 打 率
黑色-＞誤打數（上打할 것을 下打한 것） 
梨地線-＞誤打數（下打할 것을 上打한 것） 
線의 굵기 t打數의 頻度

효적절한 배열올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英文타이프기의 경우는 많은 실험을 거쳐 문자 

의 사용빈도와 各 指의 부담능력올 맞추어 一定 

한 배열型올 정 하여 設計에 응용된 것 이 많다. 

이러한 型은 절대적인 공식화된 型으로 규정짓 

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숫자나 문자의 빈도수와 

各 指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의 자료 

를 토대로 설계 하지 않으면 타자치는 작업올 신 

속, 정확, 안락하게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이 다. 즉, 가장 좋은 運動能을 가진 손가락올 사 

용빈도가 낮은 부분에서 종사 하도록 하거 나 반 

대로 運動能이 좋지 않은 손가락을 사용빈도가 

높은 부분에서 종사 하도록 한다면 효율적 인 면 

에서 능률이 저하됨은 당연한 것이다.

최 근 電子計算機의 Card puncher 作業올 하는 

Key puncher•의 上肢障害가 문제되고 있으며 

Type writer 역시 同一한 觀點에서 考察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Key puncher나 Type writer가 

다 같이 하나의 손가락이 3개의 키를 사용하는 

것 이 보통인 것 이 다. 숫자는 第2指로서 1,4,7을 

第3指로서 2,5,8을 第4指로서 3,6,9를 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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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이다. 各 指의 運動能力을 측정하기 위하 

여 실험을 하여본 결과左右 各 指가一分間 칠 수 

있는 속도는 270〜280에서 320〜330字 정 도가 타 

당한 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右手 

는 左手보다 타자 치 는 能力이 우수하며 各 指는 

第2指 第3扌旨 第4指의 순으로 능력 이 저 하됨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各 指의 정 확도를 Card puncher 作業으 

로 실험하여 본 결과「그림 8」과 같은 誤打率이 

생겼다. 이 실험의 결과 3을 처야할 것을 6으로 

誤打한 경 우가 全誤打數의 10・4 % 로 나타났다. 

그 밖에 6을 9로, 7를 4로, 4를 1로 誤打한 경 

우가 많았다. 손가락 별로는 第4指의 誤打率이 

많았고 從打가 橫打보다 誤打率이 많았다. 그외 

에도 3852를 8352로 116을 611로 誤打한 경우가 

있어 이는 腦의 解釋의 착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筋은 이에 따라 運動能을 발휘한 것 

뿐이다.

다음은 指의 位置感에 관한 正確度의 標的 實 

驗으로서 實物大의 Key board를 紙上에 그려놓 

고 各 Key 內外에 同心圓올 그려 得點圈을 만들 

어 被驗 Puncher의 第2 第3 第4指로서 各 Key 
에서 他의 Key로 全 Key를 쳐 나갔을 때 第3指 

가 거의 득점이 비숫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실험으로서 손의 運動 

能올 정확히 파악하여 機器의 설계에 응용함은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한글 타자기에 있 

어서도 손의 운동능과 文字나 숫자의 사용빈도 

를 고려하여 효율적 인 설계가 진행되어 야 할 줄 

믿는다.

5•結 語

Wood의 人間因子工學의 正義는 最高의 能率 

과 最低의 費用으로 하나의 系列을 操作하려면 

客觀的으로 量的인 人間의 行爲에 關한 情報를 

그 系列에 依한 各 部分의 設計에 適用해야 한 

다고 하였다.

W.E. Woodson에 의 하면, Human Engineering 
은 人間과 機械와의 關係에 있어서 Human Mac
hine Relation올 合理化시켜 주는 것으로서, 즉 

人間의 感覺에 情報를 提供하려 는 Display, 人間 

이 操作하기 위 한 Control 둥 複雜한 人間機械系 

를 위한 Control 등 人間의 作業을 組立하여 人間 

機械系의 設計를 하고 또한 人間이 操作하는 

機械의 특수한 부분의 설계 둥의 작업 올 가장 효 

과적으로 行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人間工學은 기 계 사용 操作의 경 우 人間의 速 

度 正確性으로 測定의 能率을 强調하는 것으로 

作業者의 安全과 快適性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나 피이드백 제어 

시스템의 설계나 자기적응화 시스템의 구성 둥 

이 人間一機械 시스템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최근 電子計算機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공학 및 

이와 관련된「바이오 시스템」과 人間機械 시스 

템 이 요구되 며 이 들은 전자계 산기 이 외 에 도「아 

나로그 컴퓨터」나「디지탈 컴퓨터」「하이브릿 

트」방식 외에 機械式微分解析機 이완발전기 지 

연회로 둥을 포함한 전자장치에 이르기까지 인 

간공학이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設計者가 要求하는 性能올 가진 機械를 設計할 

때에 人間工學的인 立場에서 考察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主張과 같이 이 와 反對 側의 要求도 참고 

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상 生體的인 측면에서의 개략적인 설명올 하 

였으나 人間의 心理的인 작업능력에 관하여서는 

전혀 설명올 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產業工學부면에서는 인 

간공학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으며 우리 디자인界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연구 

와 활용이 기 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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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rporate I mage

Corporate Image 의 史的考察

朴 在 進

中央大変術大學講師

韓國 企業의 成長速度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눈부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外形的 規模와 그 虛勢에 있어서 이 말은 事實일 수 있다. 그러나 엄밀 

하게 말한다면 國際社會에 있어서 그 致烈한 競爭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80년대 수출고 100億弗 達成을 目標로 하는 우리 나라 產業界의 當面課題로 

서 가장 時急한 문제는 先進國 企業과의 企業이미지 競爭을 어떻게 對處해 나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것!다. 그들의 오늘울 있게한 企業 이미지 戰 

略은 우리 企業이 빨리 導入하여 새로운 이미지 改善方案을 時急히 樹立하여야 

한다.

I

1933年의 일이다. New york市의 5番街 어느 한 小 

賣店에 會社 간부들이 모여 열심히 會議를 하고 있었 

다.

—새로운 캠페인을 어떻게 벌이는 것이 성공적일까 

? 물론 많은 宣傳員을 投入해서 廣告效果를 높일 수 

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充分치 않다는 것은 잘 알 

고있는 것 이다. 말 하자면 廣告와 店鋪를 직 접 연결시 

켜 주는 무슨 强力한 方法은 없을 것 인가 ? 一하는 것 이 

會議의 테마였다.

이 때 한 사람의 다음과 같은 發言이 注目을 끌었다.
“例를 들면 店鋪의 유리창에 아주 特徵있는 커다言 

文字를 쓰고 이 文字와 같은 書體를 광범하게 使用한 

다면 어떨까요?”

오늘날의 Store Signature Identity를 해보면 어떻 

겠느냐는 소박한 題案이었던 것이다.

이 제 안은 즉시 받아드려 졌으며 Flowing Script體로 

FLORD & TAYLOR」라는 文字가 쓰여 져 Store Com- 

munication에 등장함으로써 視覺上의 統一올 期하는 

劃期的인 역할을 完遂하였던 것이 다. 로드 앤 테 일러 

가 이 후 Fashion 分野에 서 괄목할 많은 成長을 거 듭해 

서 오늘의 대 메이커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 

다.

오늘날 Corporate Image의 槪念이 美國의 廣告界에 

서 하나의 상식으로 通하고 있지만 1930年代 初에는 

아주 생소한 槪念이어 서 로드 앤 테 일러 의 이 와 같은 

事例는 異色中의 異色이었다고 한다. （오크라호마大 

죤 . F • 마티스敎授 述懷）

또 하나의 事例를 紹介해 보자. 이것은 Coming 

Glass Works社의 경 우이 다. 이 會社는 처 음에 工業製 

品의 市場에서 막강한 販賣網을 차지하고 있었으나후 

에는 一般商品의 市場에서도 똑같이 成攻함으로써 기 

록을 세웠다.

이 會社의 子會社로서 Steuben Glass Inc.라는 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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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이 會社 社長은 일찍부터 流通經濟中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重視해서 當時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프로그램을 樹立하고 있었다. 

1934年의 일이 었다. 이와 같은 卓越한 認識은 다른 

Divison에도 영 향을 미쳐 드디어 코오닝 그라스 워크 

스社 全體에 擴大되어 갔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述懷를 우리는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일단 確定된 디자인은 우리 社의 어떠한 活動도 원 

만하게 해줬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디자인은 會社 

의 外部로부터 發見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會社 

의 內部로부터 피어나는 것이 었읍니다. 그리고 또한 

一般人들과 接하는 모든 곳에서 會社와 製品의 디자인 

은 統合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또한 모든 

Merchandising Side의 視覺的인 것도 製品의 基本 

的인 디자인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 것이 重要한 일이 

었읍니다. 나는 지금도 디자인의 모든 행위는 企業의 

政策樹立에 匹敵하는 水準의 높은 眼目이 必要하다는 

것올 確信하고 있읍니 다. ”

코오닝 그라스 워 크스社와 같이 Corporate Image에 

對해서 일찍부터 깊은 關心을 가졌던 會社일지라도일 

개 子會社의 社長이 本社社長의 經營方式에 영 향을미 

치기까지는 1934年부터 1951年까지의 긴 세월이 흘러 

야 했던 것이다. 이 기간에 充分한 檢討와 修正이 加 

해졌음은 勿論이고 보다 完全한 施行을 할 수 있었음 

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例에서 우리는 當時의 美國에서 Corporate 

Image란 槪念이 얼마나 생소한 것이 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1935年 當時 工業用 製品의 分野에서 활약하던 Con

tainer Corporation of America (CCA) 는 卓見을 가 

진 社長이 한 사람의 뛰 어 난 Art Director를 指導하여 

디자인 統合의 計劃을 실천했다.

이 로 인해 이 會社는 모든 製品에 그가 製作한 마아크 

를 부착시켰을 뿐만 아니 라 視覺的 對象이 되는 모든 

곳에까지 擴大使用 함으로써 Visual Communication 

活動의 原形을 만들었던 것이다. CCA의 경우는 가히 

Corporate Image Building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 지 만 CCA의 경 우도 갑짜기 생 각해 낸 것은 아니 

다. 거의 모든 會社는 우연히 도 同時에 Trade Mark 

의 再生에 關心을 갖고 出發하였다고 J.E. 마티스敎授 

는 말하고 있다.

하나의 例를 들자면 Corporate Image를 맨먼저 認 

識했다고 해야할 會社로는 食品會社 Kalston Purina 

C。•를 들 수 있다 이 會社는 1902年에 이미 獨特한 

Mark를 사용하고 있 었 다. 이 마아크는 아내와 딸과 함 

께 포장마차 가득히 식 량을 싣고 가는 農夫를 그린 것 

이었다.

아내와 딸 두 사람 모두 赤과 白으로 체크 무늬 드레 

스를 입고 있었는데 同社는 1930年代에 들어와서 이 

체 크 무늬 를 基本 패 턴으로한 마아크를 만들어「Visual 

Design Coordination」이 라고 하는 計劃을 樹立했으며 

視覺上의 모든 디자인에 統一性을 주었던 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이 Trade Mark는 Letter Head 

둥 會社의 모든 文書, Packaging은 말할 것도 없이 

製品과 所有農場에까지 使用된다는 것이었다.

1930年代부터 이 미 이와 같은 認識은 시작되 었으나 

그것이 特記할 만한 發展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은 아 

마도 第2 次 世界大戰 즉, 디 자인보다 實用을 必要로 

했던 軍需品 生產에 產業이 動員됐던 탓일 것이다.

그러나 1950年代가 되면서 美國의 產業界에서도 購 

買心理를 調査하는 새로운 風潮가 활발히 進行되면서 

Corporate Image를 綜合的으로 使用하는 會社가 急增 

하기 시작했다.

이 特殊한 硏究는 企業體를 人格化해서 생 각하게 했 

고 企業體의 廣告活動이나 諸般活動을 포함해서 企業 

의 印象은 人間의 人象과 같은 것이며 하나 하나의 活 

動의 印象이 누적됨으로 해서 綜合的 印象으로大衆에 

게 받아들여 진다는 획기적 自覺을 가져 왔다.

따라서 Corporate Look Identity System이 必要不 

可缺한 要素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가장 明確하게 說破한 것이 Weyerhaeuser 

社의「Corporate Identity Manual」이 다. 序文은 다음 

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rCorporate Image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것이 

나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作用한다. 그 

러 나 Corporate Image를 만들어 내 는 가장 重要한 要 

素의 하나는 분명 Corporate Look이 다. 이 것 은 大衆 

의 눈에 직 접 부딪 치 는 企業의 斷面이다. 즉, 企業이 

만들어 내는 視覺的 接觸에 依해서 創出되어지는印象 

인 것이다.

特히 大衆의 立場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會社라면 

Corporate Image는 直接的인 視覺性에 依해 크게 左 

右되어 버린다.

그만큼 Corporate Look가 重要한 要因으로 등장한 

다.

만약 大衆이 어 느 企業의 Corporate Look를 훌륭하 

다고 評價한다면 일단 그 會社에 好意的인 關心을 갖 

게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反對로 혼란을 느끼게 했 

다든가 너무 짜여져 찬(冷) 느낌올 받았다든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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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 느낌이 당연히 그 會社에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Corporate Look는 視覺的인 것 즉, Graphic 

한 要素에 依해서 構成되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다른 

Communication 보다 빨리 情報를 傳達할 수 있고오 

랫동안 記憶에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요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知覺世界의 85%는視 

覺을 通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950년에 일어 난 心理調査는 이와 같이해서 Corpo

rate Image에 注意를 환기시킨 큰 契期가 되었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보다 直接的이 고 實際的인 이 유 

가 企業으로서 Identity Program을 樹立하는데 重要 

한 역할을 했음을 마티스敎授는 지적하고 있다.

1 . 코스트

最近 10年間의 National Market 쪽에 서 Promotion 

活動費는 增加一路에 놓여 있다.

그 결과 廣告主는 製品 하나 하나를 廣告하는 方法을 

포기 하고 Corporate Image를 使用함으로써 일정 한 豫 

算範圍 안에 서 가장 효율적 인 廣告活動을 하려 고 한다

2 .多樣化

과거 10년간 大部分의 企業은 發展 또는 합병 에 의 

해 企業群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여러 企業의 여 

러 製品을 廣告할 것인지, 아니면 한 企業의 산하에서 

同一한 Image로 廣告할 것인가를 선택해 야 된다. 여 

기서 그들은 후자의 方法을 取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판단한다.

3 .技術革新

최근 美國에서 현저히 신장한 產業은 電子工業, 航 

空機工業, 化學工業 등이 꼽힌다. 이 들 產業은 원래 政 

府의 보호 아래 급속히 成長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마 

아케트를파악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이제 이들產業 

의 수뇌부는 Corporate Image를 大衆에게 심어주어 

야 할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4 . 로케。| 션 (Location)

美國國民은 현저 한交通의 發展에 依해 高度의 機動 

性올 갖게 되 었다. 따라서 서어 비스 產業이 盛行하게 되 

고여러 곳의 消費者를한데 묶어 製品의 一括販賣를企 

圖하게 되 었으며 이 로 인하여 Identity Symbol올 만들 

어 낼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5 •競 爭

10여년 前부터 製品市場은 커져 全國을 커버 하기에 

이르자 廣告 역시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그 結果 企業 間의 競爭이 격화되고 작은 規模의 

廣告主는 會社의 메시지를 廣範하게 傳達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득이 메시지의 一貫性을 추구하는 Corpo・ 

rate Identity가 必要하게 되었다.

어떻든 社會心理調査의 活用과 社會環境의 급격한 

變化가 1950年代에 이 르러 Corporate Image의 確立을 

서둘러 擴大시켰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m

그러나 여기 새로운 問題點이 提起된다 그것은 

Corporate Image라는 思考方式이 1950 年代와 1960年 

代에 아주 다른 뉴앙스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具體的으로 다른 點은 다음에 言及하겠지만 우선 한 

마디 로 말한다면 50년대 의 思考方式이 아주統制的 槪 

念에 머 물러 있었다면 60年代가 되 면서 상당히 柔軟性 

을 갖게 된다는 點일 것이다. 이것은 10년 동안에 企 

業이나 市場이 맞이한 變化가 종래의 미묘한 變化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例를 들면 美國의 企業은 이즈음 Market Segmen- 

tation(시장분할)이라는 思考方式을 導入, Product 

Manager System올 응용하기 시작했다. 1人의 Ma- 

nager로 하여금 製品의 Life Cycle 모든 과정에 걸쳐 

責任지 도록하여 製品生產에 서 廣告計劃에 이 르는一切 

의 決定을 관장케 한다는 方式이 다. 이 렇게 되면 企業 

內에서 生產되는 製品의 生產 幅과 함께 Information! 

의 振幅도 커지므로 종전과 같이 固定된 統制를 固執 

하면 점점 市場實情에 어두어진다. 따라서 60年代에 

들어서자 50年代의 Corporate Image System에 일반 

修正을 加해 그 原則을 充分히 살리 면서 도 각 Brand 

마다 自 由로운 活動을 보장하는 유연성을 강조하게 되 

는것이 다.

이것은 50年代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새로운 經營 

方式을 創出해 냄으로서 모든 企業이 獨 自 的인 Cor

porate Image System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

이 와 같이 Corporate Image System은 앞으로도 企 

業與件의 變化에 따라 얼마든지 硏究 發展할 수 있으며 

그 役割의 重要性은 더욱 깊이 認識될 것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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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Furniture
 Design의 指向点

——- OflSce의 能率化를 위하여 ——

 金 潤 煥
仁德藝術工科專門學校專任講師

오늘의 Office 환경이 人間尊重이란 優位의 입장에서 Communication과 

機能과의 관계를 기초로한 空間組織에 있다면 이제부터의 家具는 어떻게 

對處되어야 할까? 이것은 지금 變化하고 發展하는 Office에 있어서 경영자 

건축가 그리고 Interior designer?} 組織化를 위하여 시도하는 모든 家具디 

자인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Office Landscap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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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의새로운경향 

(Office Landscape)

1950年 以後 Office Landscape 이라는 새롭고 

特殊한 Office system이 Europe과 美國에서 높이 

評價받아 現在 定着하고 있다. 이。缶ce Lands- 
cape은 독일의 Hamburg에 가까운 Quickborner 
team의 Idea로서 그들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또 

建築家들도 아닌 Office management consultant 
다. 이 Quickborner team이 오피스에 對한 관 

심의 촛점은 建築家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행 

하는 Visual expression 보다 먼저 오피스 作業 

構成 (Work organization) 에 對한 諸問題를 調 

査分析하여 組織化 하자는 새로운 試圖이었다. 

이 에 따른 O用ce plan은 事務員이 서 로 相扶相 

助하는 能率的인 Communication과 諸般 機能과 

의 關係에 對한 挑戰올 基礎로 하고 있다.

複合的인 Communication® 위한 Group 
Operation

이제까지의 Office plan은 주어진 建築空間에 

適用한 딱딱한 幾何學的인 배치를 通常으로 하 

여 왔다. 그것은 視覺的으로 規則바른 家具이며, 

또한 通路의 배 열이 균형잡힌 安定感으로 질서 

정연하게 보이 나 오피스 組織의 觀點에서 볼 때 

"일의 흐름”이 란 Communication*] 缺如된 느낌 

올 發見하게 된다. 이와 같이 Of行ce lan dscape 
은 지금까지의 通路中心 배열 즉, 사무실의 列 

이나 數에 따라서 1列式 2列式 3列式 둥의 배열 

이 아닌 柔軟性의 變化를 가진 Communication 
을 smooth하게 하고자 한 의 도에 서 생 겨난 것 

이다.

이러한 平面構造는 사무원 作業位置를 자유스 

럽게 Arrange하여 새로운 관리과제〈Process〉에 

신속히 대치할 수 있는 對應性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실현된다. 따라서 오피스를 위한 建築計劃 

은 複合的인 유동성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基本 입장에서 검토 

되어 젔다. 즉,

① 事務所 建築計劃은 건물관리라는、중요한 

組織的 보조수단이다.

② 事務所 建築은 막대한 투자다.

③ 事務所 建築은 오피스 활동에 영향을 준. 

다.

④ 건물은 30〜50年 以上 사용한다는 전제 에 

계획되어 진다.

⑤ 건물은 장래에 새로이 提示되는 要求를 만 

족시킬 수 있어 야 한다.

⑥ 오피스 사용에 있어서 機能的인 건물자체 

의 要素〈經營經濟學的, 社會學的, 心理學的, 의 

학적인 問題〉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Communication을 

위한 Group operation은 組織構造의 機能상 많 

은 利點을 가지고 있다. 한 편 柴田 修氏는 다 

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① 계속적 인 Paperwork 情報處理에 對한 보 

행 거리가 단축되고 作業의 流動性이 생긴 

다.

② 事務員올 効果的으로 배치할 수 있고 다른 

人件費를 절약할 수 있다.

③ 지금까지「尹@而(1型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일반사원 둥으로 된 서 열계급〉에 따른 배 

열에서 오는 거 리감올 떠 나 상사와의 접촉을 보 

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經營에 참여한다 

는 자부심이 생긴다.

따라서 Office landscape 의 基本 Pattern 은 

Communication을 위한 職位 아닌 機能中心으로 

사무원 작업구성을 철저하게 組織化 하자는데 

있다.

Large Unbroken Space를 만든다.

Office landscape은 Communication의 손실을 

막기 위 하여 Fixed partition (고정 된 칸막이) 이 란 

장벽을 과감히 제거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와서 익 숙하여 진 큰 방 형 식 의 Open plan system 
이다. 1950年 초기에는 이러한 큰 방 형식이 갖는 

결점〈視野를 보호하는 벽 이 없어 精神的인 불 

쾌 감불안전을준다. 잠음상태 가나쁘다〉이 많았 

으나, 60年代에는 ① 消音을 防止하는 音響調節

② 事務能率에 알맞는 照明계획의 확립 ③ 室 

內온도를 변화시 키 는 空氣調節장치 ④ Computer 
도입 둥 機械의 有効利用, 機械化의 증진으로 그 

결점을 개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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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S—Space 
T-Tool 
E—Energy 
e—Environment

2. Systematic Furniture 
Design의 問題

(1) 家具의 새로운 槪念 追求

O 5가지 要因의 關係로부터

<Man, Tool, Energy, Space, Enviromment> 
家具란 무엇이냐고 간단명료하게 定義하기는 

너무 넓은 槪念올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家 

具라는 것 이 生活 중에 存在하는 하나의 個體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다른 道具 혹은 建物과 밀 

접히 連結된 空間〈Space〉에 놓여진 것이라는 생 

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圖 1에서와 같이 家具는 

Man, Tool, Space, Energy라는 4가지 要因이 

環境이라는 테두리 內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 

향을 받는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다. 圖 1에서 

家具는 일반적으로 道具로 存在하고 있으나 

Man과 Space와의 關係를 보면 道具로 役割하면 

서도 空間을 이용하는 것도 된다. 이와 같이 우 

리의 生活環境에서 5가지 要因들은 Moveable한 

相關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 家具가 다른 

要因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位置에 있느냐에 따 

라 家具의 槪念은 變化하게 됨을 알 수 있다. 

圖 1에서 Man이 中央에 位置하였올 때애 Tool, 
Space, Energy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人間은 Control 하기 쉬운 Energy를 선택 

한다.

② 人間은 Energy를 이용하여 生活을 편리하 

게 한다.

③ 人間은 보다 넓은 Space를 必要로 한다.

④ 人間은 空間을 아름답게 조화시킨다.

⑤ 人間은 道具〈여기서는 家具를 뜻함〉를 使 

用하여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⑥ 道具는 作業能率을 높인다.

⑦ 개 발된 Energy의 變化는 道具를 增加시 킨 

다.

⑧ 道具는 自動化되어 서서히 Energy로 增加 

된다.

⑨ 道具는 다양화 되며 設備를 위한 Space가 

넓어진다.

⑩ 道具는 空間과 Combination^^-.
日本 工業技術院〈家具의 規格과 體系整備에 

關한 報告書〉는 5가지 要因에 의한 相關關係에 

서 오는 家具 자체의 槪念 形成을 위한 案으로 

다음과 같이 提案하고 있다.

① 우리 주의를 감싸고 있는 家具 또는 家具類 

라고 생각되는 道具 器具 建具 建物 둥등의 범 

위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家具의 性格을 나타내 

는 Parted<流出項目〉을 찾아 낸다.

② 다음 Parted의 項目가운데 家具로 나타나 

는 部分을 명확하게 하고 그 Parted 들은 서로 

연결시켜서 家具 自體의 槪念을 形成한다는 것 

이다.

이 案의 의도는 우리 生活環境에 예속되어 있 

는 Tool 가운데서 家具라고 할 수 있는 各 Parted 
〈流出項目〉과 範圍를 分析 結合한 考察方式으 

로서 이에 따른 家具의 Parted를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使用人數, 作業種別, 人體의 基準 

點, 使用者構成, 使用의 制約度, 使用의 姿勢, 

使用속도, 使用方向, 使用目 的, Energy의 使 

用量, Energy의 種類 形態, Energy의 構成, 

Energy의 使用方法 및 관계 , 占有面積」體積, 家 

具의 形態, 家具의 수명, 家具의 主材料, 포장 

의 형태, 포장방법 , 家具의 固定法, 다른 家具 

와의 관계——이와 같이 流出項 目에 따른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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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ed의 범위를 決定하면 이제까지 家具의 種 

類를 材料, 空間, 建築용도 生活行爲 (Living 
behavior) 에 따른 分類로부터 體系化에 합치된 

分類를 할 수 있다.

O 家具의 機能別 分類

家具機能에 대한 Parted를 관찰하여 보면

① 사람一物 關係에 따른 機能

② 物一物 關係에 따른 機能으로 크게 分類된 

다.

이것은 具體的으로 人體系 家具와 建物系 家 

具란 두 가지의 分類다. 人體系 家具는 우리 

의 피부와 가장 가까이 접촉하므로서 부드러 

운 家具라고 불리우고 建物系 家具는 收納을 目 

的으로 하는 딱딱한 家具로서 부드러운 家具 

와 반대되는 家具로 쉽게 이야기 된다. 이러한 

分類 의도는 家具 디자인에 있어서 사람과 物 

과의 關係가 밀접한 人體系 家具로부터 建物 

系 家具 方向이 란 순서로 고찰하여 보면 人體 

系 家具는 우리의 몸체를 지 탱하는 家具役割을 

하고 建物系 家具는 물건을 넣어 두는 收訥用 

과 空間을 칸막이 하는 家具로 役割을 한다. 

따라서 그들 家具의 機能치수 기입의 원점도 人 

體系 家具는 座位基準點〈人體의 座骨結節點〉으 

로, 建物系 家具는 立位基準點으로 다르게 나타 

난다. 이 때 人體系와 建物系의 境界에 位置한 

家具 즉, Counter 家具는 한 쪽이 座位基準點에 

機能치수를 유지하고 다른 한 쪽은 立位基準點 

으로부터 설계 되어지는 特性올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家具를 準人體系 家具라 불리운다.

지 금 家具 디 자인 순서 가 부드러 운 家具에 서 

부터 계단적으로 딱딱한 家具의 方向으로 기능 

치수의 기입이 옮겨져야 됨을 이야기 하고 있는 

데, 이제 具體的인 예로 人間工學的인 측면〈인 

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인 분야〉에 

서 연구발표된 人體系 家具 특히 사무용 의자와 

人體의 動作領域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이해가 

된다.

人體의 動作《움직임〉은 作業種類, 作業方法, 

作業자세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의 人體動作 

領域이 나타나지만 事務員은 座位基本 자세에서 

너무 크게 자세를 변경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면 능률올 위하여 바람직 하다. 〈즉, Moveable 
fumiture라고 하는 회전식 의자는 앉은 자세에 

서 상하좌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계 

획 되어지고 작업자세 변경에 기동성이 있다.〉

그리고 일하는 大部分의 作業이 서서 일하는 

자세에서 앉아서 일하는 자세의 방법으로 바꾸 

어 가고 있다. 그것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근육 

활동이 적어 피로의 내습을 피하거나 혹은 지연 

시키고 정확한 일을 하는데 보다 더 安全하다는 

것이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成人은 척추가 앞에서 볼 때 

반듯하고 옆에서 보면 중복된 字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간격식으로 된 척추원반은 

척추의 하나 하나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 척추 

가 정 상적 인 바른 자세 모양을 하고 있는 상태 에 

서는 相對的으로 그 원반에 壓力이 분배되어 미 

치 게 된다. 그러 나 심 한 動作 부자연스러 운 자세 

는 간격식 원반에 미치는 압력이 다르게 나타나 

자연히 허리부분 척추의 곡선이 비정상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허리부분의 원반은 둥 

허리 진통의 원인이 되고 간격식 원반의 무리한 

압력은 좌골과 다리의 원반 탈골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흐트러진 자세는 전후좌우로 관절을 

굽히는 몸통운동으로부터 발생하고 등허리를 安 

定시키는 둥받침이 없는 의자로부터도 흔히 나 

타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앉은 자세는 무 

리한 동작으로부터 오는 영향올 고려 하여 나쁜 

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 좋은 의자의 중대한 

機能중의 하나는 사무원이 자연스럽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어 야 된다고 앞에서 言及하였으나 

그 이 유 중의 하나로 水平〈Horizontal seat pau＞으 

로 된 座面은 사무원 자세가 꼿꼿하여져서 오랜 

시 간 자세 를 지 탱 하기 가 곤란하고 근육긴장의 

원인이 되어 쉽게 피로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서 적합한 座面의 경사는 자세도 安 

定하게 하고 사람이 뒤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 

는 役割도 한다. 만일 의자의 둥받침이 없다고 

가정할 때 좌면경사는 척추의 모양을 흐트러지 

게 함과 동시에 좌골에 압력 이 가중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豫防하기 위해서는 座面 中央이 

약간 오목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 

자의 적합한 쿠션의 유지와 무릎 뒷부분의 어떤 

압력도 배제 하기 위 하여 자리 앞의 전면은 둥그 

스름해야 된다는 것도 지적되어 있다. 지금 열 

거한 사항으로 보아서 人體의 미묘한 구조와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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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coordination chart

具와의 관계에서 오는 Parted의 범위는 기능치 

수의 결정올 가져오게 하고 다음 단계 인 책상의 

기눙치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2) 家具의 組織化 方向

지금까지 家具가 手工藝的인 生產方式으로부 

터 大量生產이란 工業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먼 

저 家具의 規格을 決定하는 것이 중요하다. 規 

格이란 초기의 家具生產에서 똑같은 용도를 가 

진 家具가 목재, 철재와 같이 材質別로 規格이 

정하여 졌으나 工業化의 진전은 유통이란 組織 

化를 위 하여 단계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家具產業분야는 새로운 材料의 개발과 應用에 

따른 生產方式의 近代化란 內部的인 원인과, 家 

具를 수용하는 建築의 工業化란 外的인 要因의 

變化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家具는 여러 가 

지 要因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의 家具槪念을 

보다 크게 變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規格도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된 

다. Systematic fumiture의 目的은 家具의 工業 

化를 촉진하며 건축 가운데 家具의 위치를 분명 

히 하여 제품의 品質을 向上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規格을 어떠한 

형태의 System으로 정비하고 그 効果가 유기적 

인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Chart는 Systematic furniture를 社會的인 

側面에서 오는 要求조건과 生產的인 側面에서 

오는 制約조건이란 두 가지 側面으로부터 제품 

으로 생산된 Systematic fumiture의 기능치수 

기입과정을 Check한 것이다. 表에서의 계획은 

먼저 社會側面에서의 要求條件과 生產의 側面에 

서의 制約條件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며 그 

관계과정은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F는 Function의 의미로 使用者의 要求에 의하 

여 치수는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 되는가를 나타 

내고 있다.

F1 은 人體의 動作領域과 家具 各部分의 치수 

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 

어 의자의 바닥면으로부터 座面까지의 높이, 

座面의 깊이 둥 各部分의 치수와 인체의 치수와 

의 관계를 Check하는 항목이다. 책상의 천판 넓 

이, 깊이, 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F2는 人一家具와의 관계에서 家具의 기능치수 

를 Check하는 항목이다. 즉, 完成된 제품이 사 

람으로 하여금 使用하기에 便利한 關係에서 치 

수를 Check한다는 內容이다. 이것은 의자와 책 

상올 하나로 보고 人體에 대한 適否의 입장에서 

Check하는 內容도 이 항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Fl. F2는 人一物의 關係를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였올 때 나타나는 기능치 

수를 Check하는 항목이다.

F3은 하나의 단위를 계속적으로 Arrange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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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능치수 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는 항목 

이다.

F4는 F3에서 Check된 家具 Group을 室內와 

의 關係로 Check하는 항목으로 室內空間과 이 

것을 이용하는 家具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능 

치수를 Check하고자 하는 항목을 말한다.

지금까지 F항목별로 설명하였는데 이것들은 

人體와 家具와의 關係를 기능중심으로 검토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P 系列에 對하여 설명하겠다. P 는 

Product 란 의 미로서

理은 家具의 材料와 家具 各部分 치 수와의 關 

係를 Check하는 項目이다. 특히 선정된 家具의 

材料들은 그들 나름의 특수한 物理的 化學的 性 

質을 가지고 싰으며 이러한 性質들은 家具치수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制約을 주고 있다. 또 

한 材料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側面에서 보아도 

制約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P1 은 이러 

한 내 용을 감안하여 치 수를 Check 하여 보자는 

항목이 다.

P2는 제 품 各 部分 사이 의 치 수를 Check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의 제품을 가공 완성하여 

나가는데 그 부분 부분의 加工法이 다르다면 치 

수는 하나로 일치할 수 없다. 이러한 오차를 고 

려 하여 Check 하는 항목이 다.

P3은 각 부품을 Joint하여 하나로 조립하였을 

때의 치수를 Check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P4는 완성된 제품을 운송할 때나 실 

내에 가구를 부착할 때 해체 또는 재조립 이 가 

능한 치 수의 Check 항목이 다.

M은 Model을 의 미 한다. 이 단계 에 서 는 하나 

의 제품으로서 完成된 치수가 결정되어지며 M 
계 열은 지금까지 기술한 F계 열의 고찰방식과 P 
계 열의 고찰방식 이 기본이 된다. 즉, F4와 P4 
가 통합된 결과가 Ml으로 결정되어 진다는 생 

각으로 Ml은 F4와 P4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완성된 제품 치수를 의미한다.

M2는 Ml에서 결정된 개개의 독립된 家具와 

다른 家具와의 치수를 하나의 System으로 體系 

化 시키자는 의도이다. 즉, 일반사무용 책상과 

의자의 치수를 하나 의 통합된 단위로 보아 공 

통의 System올가지게 조정되는 現代家具의 특 

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현대 Office des运n 

에 서 문제 되 는 Systematic fumiture는 여 기 

M2단계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 

다.

다음 M3은 建築空間에 있어서 치수를 조직 

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M2로 결정된 통 

합된 가구치수와 室內 Element 와의 관계를 

한 단위 공간으로 생 각할 때 건축전체의 입 장으 

로부터 Check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M4는 建築群과 建築群 가운데의 치수 

를 조직화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여 建 

物 가운데 M2의 System과 별개의 建物 가운데 

M2 System과 사이의 치수관계를 Check하는 고 

찰방식 이 다.

이 상 위 에 서 기 술한 Check 단계 를 거 쳐 서 이 

루어진 製品의 치수는 앞에서 언급한 社會的인 

要求와 生產的인 여러 조건에 부합되는 家具치 

수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의 Office는 人間존중이란 優位의 입장에 

서 일터의 기능화, 그리고 개선이 란 새로운 환경 

올 추구하고 있 다. 그것 은 더 욱 능률적 이 고 더 

욱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발전적 

인 노력의 시작이다. 이제 여기에 對應하는 

Systematic furniture design의 指向點은 우리 와 

가장 가까운 거 리 로부터 엄 밀히 Check된 사람과 

가구, 가구와 가구 그리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空間과의 상관관계로부터 복합적인 기능성 

과 유동적 인 적 응성 을 가지 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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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標識의

郭 大 雄
•當센터 디자인開發室 主任研究員

레 터 링

금년 정월 말 무렵에 서울시내의 중요 도로변 

에 새로 둥장한 自動車 道路方向指示 標識가 交 

叉路를 인접한 街路마다 산뜻한 모습으로 設置 

되어 있음올 발견할 수가 있다.

1973년 초부터 큰 길가마다 둥장한 두 種類의 

道路標識 （地名案內標識미 地域方向指示標識）는 

步行者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새 

로 設置된 것은 자동차 運轉者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對民 서 

어 비스를 위한 街路裝置物로서 서 울의 地理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道路方向指示標識에 의 하여 쉽 

사리 찾아 가고자 하는 地域의 방향을 알기에 

충분히 有用한 것들이다. 이러한 種類들의 道路 

標識는 치밀한 계획과 많은 經費와 時日올 들여 

서 이루어진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나, 디자인적 관점에서 볼 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形態나 色 

彩의 面에서 보다는 거기에 쓰여진 文字에 對한 

아쉬 움이 더 욱 크다.

이 런 標識類에 쓰여지는 文字는 可讀度가 높 

은 文字일 수록 그 機能이 완벽 할 수가 있는 것 

이므로 애 당초의 計劃단계에서 造形 및 工學的 

인 面의 專門的 硏究가 이루어 진 이후에 施行 

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道路標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로 ＜잘 보이고 읽 기 쉬울 것〉이다. 이 問題는 

靜止狀態에서 뿐만이 아니고 스피드를 내어 道 

路標識의 앞을 지나칠 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뿐만 아니고 먼 거리에서도 얼마나〈읽기 쉬운 

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 것은 3次元에 걸친 問題 

로서 여기에 關聯된 要素들은 文字의 크기, 文 

字劃의 굵기（線幅） , 文字의 넓 이（字幅） 와 높이 

（字高）의 比例, 文字色과 바탕色과의 對比 둥 2 
次元的 要素와 더 불어 字間（文字와 文字와의 간 

격에 相當하는 道路標識의 보기 쉬운 距離와 行 

間）에 相當하는 道路標識의 높이에 關한 問題 

둥에七對하여서도 考慮하여 디자인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잘 보인다〉하는 問題는 그것 이 세 

워질 周圍環境과도 큰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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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環境의 檢討는 必須的인 企劃에서의 過程임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道路標識디자인에 있어서의 여 

러 가지 條件이 갖추어지지 못한 企劃의 結果로 

施行된 몇가지의 경우를 서울市內나 高速道路윈 

標識에서 發見하게 되는데 最初로 設置된 京圣 

高速道路의 몇군데 道路標識의 英文字表記가 웬 

만한 거리나 速度에서 조차 읽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서 修正을 한 것이라던지, 어설픈 英文書 

體로 表記되어 있어서 判讀力을 弱化시키고 있 

는 것들이 그 例라고 하겠다.

英文體 表記에 있어서의 한가지 例를 들면 고 

딕 체 (SANS SERIF) 로된 J 字 ;大文字의 表記가 

모두 上部에 군더더기의 橫線올 붙여 놓음으로 

씨 괴이한 文字를 만들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 

자의 書體가 알파벳 文字와 混同을 줄 가능성이 

짙은 것들이 종종 있고, 各 알파벳 마다 가지고 

있는 字幅의 變化가 없이 한 가지로되어 있으므 

로서 빚어지는 덩어리져 보이는 文字(예)W는 

알파벳 중에서 가장 字幅이 넓다. 그러나 同一 

한 字幅으로 表記되어 있다. 둥둥, 不合理性을 

지닌 書體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文 

字의 造形 및 工學的인 面이 專門家에 의하여 考 

慮되지 아니했다는 흔적은 뚜렷하다. 이러한 

문제는 좋게 보여진 先進國의 것을 대수롭지 않 

게 모방하는 思考에서 비롯되 었거 나 企劃 時에 專 

，門家의 參與가 없이 이루어진 때문의 結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先進國들의 수많 

은 時日을 들여 實驗되고, 修正되어 設置된 道

한글은 漢字와 더불어 線劃의 構造가 한글자 

마다 네모 속에서 構成되 어 그 構造가 간단한 것 

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받 

침 이 붙는 경 우와 붙지 않는 경 우에 따라서 도 

文字의 構造的 特徵이 多樣하므로 자칫하면 各 

文字의 크기 가 均等해 보이 지 않거 나 약간 거 리 

를 두고 보았을 境遇에 덩어리져 보이는 둥, 線 

幅의 조정이 나 線劃의 길이 조정이 可讀度를 크 

게 左右하는 要素가 된다.

그 뿐만 아니 라 한글과 漢字는 行을 이 루고 있 

을 境遇에 한 文字 한 文字의 中心과 中心이 同一 

間隔이 되 어 야만 스페 이 싱 (Spacing, 字間의 調 

整)되는 文字이지만 英文字나 아라비아 숫자는 

縱劃 (Stem)의 間隔에 의 하여 스페 이싱되는 文 

字이므로 그 構造的 性格이 서로 다르다.

形態的 特性으로 볼 때 한글과 漢字는 □形이 

그 基本이 되지만 알파벳은 □，△ 및 ▽, O形 

이 그 基本形이 되며, 이와 같은 構造的, 形態 

的 차이점은 英文字로된 道路標識를 위한 可讀 

度 硏究結果가 한글이 나 漢字에 그.대로 適用할 

수 없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우리 는 한글鹤形에 關하여 많은 관심있는 디 

자이너 들에 의 하여 研究되 고 있 음을 各種 企業 

P R 이 나 商品名올 위 한 로고타입 (Logotype) 디 자 

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企業目的을 

爲한 造形的 關點이 더욱 重要하게 취급되고 있 

는 것이어서 道路標識에서와 같은 工學的 關點 

에서의 研究는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文字 디자인에 깊은 關心을 가 

潞標識 디 자인의 資料는 철 

저히 그 優秀한 점을 活用 

하되 우리 나라에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硏 

究實驗한 後에 施行하는 合 

理的 方法을 찾아야 할 것 

이 다.

한글의 경우는 日本字나 

英文字와는 달라서 外國의 

實驗 데 이 터 가 그대 로 적 용 

되지 않으므로 이 분야의 

研究가 道路의 延長에 앞 

서서 이루어질 必要가 있 

다고 하겠다.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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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디자이너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을 것이나, 公共施設物의 設置 

를 企劃管掌하는 部處의 사람들의 認識이 없이 

는 좋은 結果를 기대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현재로서는 道路標識에 使用된 英文表記조차 

外國의 좋은 研究結果를 根本的으로 活用하고 있 

지 못한 實態를 눈 앞에 두고 있지 아니 한가?

금년 1월에 새로 등장한 이 도로표지도 영문표기 가 

세 련되지 못한 어설픈 것이고, 5 GA의 숫자는 S자와 

혼동될 수 있는 것이다. 각 스펠의 자폭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W자는 몹시 좁은 뭉쳐진 형태로 보이 

며 스페이싱에 통일성이 없다.

주위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로 인하여 도로표지의 

시인도에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서 도로 표지에 사용된 

색채는 일반상용 간판의 색채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 

고, 표지식별의 기능배색이 일관성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KS규정으로 제정 된 안전색채사용통칙 (KSA 

3501)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 

을 가져 오기 위 한 대 표적인 사회 적 색 채활용의 예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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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초에 등장한 이 도로표지 의 영 문자 표기 도 어 

설픈 것이거니와 한글 표기는 선폭이 너무 굵어서 가독 

도를 낮추고 있다. 획이 많은 글자를 획이 적은 글자 

와 거의 같은 선폭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可讀거리는 

훨씬 짧으며, 모음의 길이를 자음의 길이와 동일하게 

표기한 점도 가독거리에 영 향을 주고 있는 원인이 되 

고 있다. 연건동의 “동”자가 특별히 커진 것은 어띤 

까닭일까?

여기에서도 문자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도장기능공 

의 솜씨로 되어 있음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동일한 도로표지를 10m 거리에서 촬영한 것인데 

는 거리에 의한 각 문자의 가독도가 잘 관찰된다.

보

1973년 초에 등장한 또 하나의 도로표지판인데 여기 

에 표기된 문자들도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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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으로느 설명한 바와 같은 缺路둘을 별로 대 

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缺路온 몹시 불편한 것 

일 분만 아니라 交通事故믈 빛어 넬 가능성을 隨

伴하고 있는 것이다.

道路標識는 그. 나라 交通發達의 尺度라고 볼 

수 있을진대는 많은 賀用을 들여 製作設置되는 

道路標識가 最大의 機能울 갖도록 硏究되 어 야 할 

것이기에 이의 管掌部處에 종사하는 사람과 塗

裝技能工 및 文字률 많이 다루어 야 하는 分野의 

디자이너 入門者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 

여 아래 의 資料를 提供하는 바이 다. （한글, 漢

字의 경우는 다음 기회에 論述하기로 하고 여기 

에는 英文字에 關해서만 論述하고자 한다.) 

아태 에 記述하는 資料는 1960년 5월 13일 發行된 

"Engineer깽回 《 自 動車道路方向指示標識》 (R.L.Moore

와 .. A.W. Christy 共同執筆)中에서 拔莘한 것임을 밝 
혀 둔다. 

色 彩

한 標識의 바탕과 거기에 記入되는 凡例와의 

사이에는 明暗, 또는 色彩의 濃淡에 어떠한 차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一般的인 認定事

實이다. 죽, 한 쪽을 밝게 하면 다른 쪽을 어둡 

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決定할 必要가 생긴다. 작은 標

識일 境遇에 는 바탕을 밝게 해 두면 標識는 確實

하계 눈에 된다. 그러 나 自動車道路에 使用되 는 

標識는 어느 쪽을 밝게 또는 어둡계 하던지 간에 

充分히 認識할 수 있는 程度의 大型의 것으로使 

用되고 있다. 그럴 때에도 바탕을 어둡계 해 두 

는 편이 유리하다. 그런 明白한 理由가 있는데, 

바탕色을 어둡계 하고 文字를 밝게 해 놓은 것 

이 밤이나 낮이나 모두 약간이기는 하지만 만대

의 境遇보다 읽기 쉽다는 利點이 있다.

標識를 보는 사랍이 極히 말 거리에서 읽을 境

遇에 黑色, 또는 交通標識用 靑色이 나 綠色으로느 

바탕色울 진한 위 에 白色으로 大文字를 表記한 

標識는 찰못 읽는 率이 30% 이었는데 그와 反對

인 白色바탕 위에 黑色文字를 表記한 標識는 잘 

못 읽는 率아 약 40%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분만 아니라 그런 標識의 白色部分에 약간 

灰色氣가 있는 白色의 反射性 材料를 使用한 境

遇에는 바탕色울 어둡게 하는 편이 약간 有利하 

다. 어 두운 바탕 위 에 밝온 色의 文字를 쓴 것 을 

비교해 보는 夜間 테스트에서도 같은 차이가 認

定되 었다. 이 런 結果는 放射現象이 라는 말로서 

說明된다. 즉, 人間의 眼網膜에 비 친 映像온 白

色部分에 서 周邊의 暗色部分으로느 撰散되 는 傾向

이 있고 , 白色部分이 큰 境遇 例물 들면 標識의

바탕色이 白色일 때 이 傾向에서 생기는 混亂온

한충强해진다.

明暗의 콘트라스트 (Contrast) 를 어 떻 게 하면 

좋은가가 決定된 다음에는 配色 可能한 色彩를 

어 떻 게 配色하느냐가 문제 이 다. 독일의 아우토 

바안 (Autobahn) 은 靑色바탕에 白色文字를 쓰고 

있고 (英國도 같음)， 美國의 州와 州룰 잇는 道

路에서는 綠色바탕에 白色文字를 쓴 것이 使用

되고 있다. 

레 터 링 (Lettering)

道路標識에는 세리프 (Serif) 가 없는 大文字만 

을 쓰는 것과 小文字률 쓰는 것과 그 어느 쪽이 

優秀한가를 直接 提示할 수 있는 資料는 부족하 

여 公正한 比校믈 施行함은 곤란하다. 印屈1]된 

書籍에 關한 資料가 이 問題에 關聯이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까닭은 讀書者는 매우 화려한 文

體를速히 읽고싶어 하지만, 自動車 運轉者는 可

能한 限 遠距離의 標識에 쓰인 짧은 메시지를_ 

읽고자 하기 때문이다. 

美國에서 實驗된 한 가지 例롤 들면 버어큘라 

타는 地名을 Berkeley와 BERKELEY로 써 서 어 

느 것이 읽기 쉬운가를 比敎硏究한 結果, x 높_ 

이의 小文字(즉 a나 x와 같이 上下에 울림 또는 

내립선이 없는 小文字)가 大文字와 같은 字高

(文字의 높이 ) 인 境遇에 는 小文字標識의 可讀距

離가 약 10% 가 컷다. 이것은 b나 g와 같이 J:. 

部가 튀어 나오든지 下部로 뻐쳐내려간 小文字―

는 特徵있는 形울 주어 한자 한자 스펠을 읽기 

前에 그 形율 認識하는 까닭이라고 생각되고 있 

다. 

그러나 이 美國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小

文字 標識의 平均 字高가 大文字만으로 된 것보다 

높았다는 利點이 있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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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특히 큰 頭文字를 使用했고 또 上下로 뻗 

치는 文字도 特別한 字高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文字를 特히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태 

스트는 公正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분만 아니라 文字 한 줄 분인싸인에 關한比 

軟에만 依存한다는 것은 滿足할 만한 것이 못된 

다. 

標識中에는 여러 명칭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 

이 얼마든지 있고 또 小文字의 上下로 뻗찬 굴

씨 (예 I, k, h, g, p, q 둥) 가 서 로 방해 를 할 可能

性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硏究內容의 資料가 좀 더 必要한 사람은 
Architectural Record誌 1960년 6월호에 發表된 ELIOT 

NOYES의 “IBM의 表示에 關한 硏究와 앞에 서 拔莘記
述한 Engineer誌 1960년 5월호의 原文율 參考하기 바 

람.) 

이상에 論述한 標識의 레터링에 

o,l 原則을 간추리면 

® 標識의 取拔方法과 位置에 統一性을 줄 것 • 

® 字間, 行間, 標識의 크기 에 意識的인 餘裕

를둘것. 

® 약간 從長한 簡單한 文字를 사용할 것 . 

@ 高速이든 低速이돈 遠距離에서도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 意識的으로 混亂울 避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것 둥이다. 

關한 一般的

·----------····--·-----·········--·-·························--···· 

•保 安 을 生

이런 英文字로된 標識計劃에.있어서 大部分 共·

通되는 特히 興味로운 點온 대개가 小文字를 使

用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 事實은 아마 書籍의 

本文記述文字가 小文字로 되어 있는 것이 速M

力이 있고 讀書生活에서 생건 習慣的 小文字形駒

의 파악은, 大文字의 形보다 더 特徵있는 小文노 

字의 形態認識의 要素와 더 불어 小文字를 採用

하계 하는 理由가 된다고 할 수 있다. 個個의 

文字를 마크로 본다고 하면 그 읽기 쉽다는 主

要因의 하나는 비슷한 마아크들 속에서 즉시 區

別할 수 있을 形態의 特徵에 있다. 大文字만 나· 

란히 나열된 경우에는 일정한 上下의 한계선에서 

느껴 지 는 딱딱한 느낌 , 7J.장된 느낌 이 小文字를" 

사용함으로서 변화있는 부드러 움을 줄 수 있다

는 것은 語句나 個個文字를 즉시 구별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形態心理的 根擔가 되는 것 

이다. 

道路標識에서 는 可能한 限 文句대 신에 單純햐F

고 明快한 形으로 된 십 벌 (Symbol) 을 使用하 

여 複離한 意圖를 簡單히 視覺的으로노 說明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십털 

온 視覺的 傳達에 있어서 特히 보기 어려운 狀:
態라든가, 文句가 너 무 많다든지 , 文字로는 表:

示하기에 곤란한 境遇에는 大端히 쓸모가 있는· 

方法이 되기 때문이다. 

活 化 하 자•

--- ----- - - --- - ------- -- ----- -- ---- -- ----- ------ -- - - . 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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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密度 社会에서의 디자인

俞 胤 鎭
當센터 디자인開發室長

요즘 世界는 資源問題가 重要하게 提起되어 

工業化 社會로 전환하는 過程에 있어서 심각한 

問題에 부닥치게 되었다. 여기에 關係되는 많은 

問題에 對하여 各 分野의 디자이너들이 資源問 

題를 어떻게 받아드려서 어떻게 取扱하고 다루 

어갈 것인가? 가 問題되어 진다.

이러한 때에 우리 들은 industrial design 이 이 

問題를 다루어 갈 領域올 從來에 困難하였던 部 

分에 關心을 두고 크로즈 업 시 켜서 industrial 
design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 問題 

가 된다. 環境問題에 對하여 空間問題에 對하여 

또는 公共, 災害, 福祉問題, 敎育問題에 對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첫째, 高密度社會에서 디자인의 役割은 資源 

問題, 公害問題, 人口問題 둥 現代의 諸問題는 

現在가 時代의 轉換期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現在의 混亂과 窮狀은 하나의 時代에서 다음 

時代에의 “다이 나밐 ”한 移傳현상 (징 조)이 며 人 

間이 스스로 이루어 놓은 技術로부터 挑戰을 받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狀과 부딛칠 때 우리 

주위에서 디자인을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크로 

즈 업 된다.

工業立國으로 成長한 나라들에게 지금 대두되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콤플렉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多元 多樣한 要素가 量的으로 增 

大한 過密 混亂狀態. 即, 過密社會 (over dence 
society) 特有의 問題라고 하여 도 過言이 아닐 것 

이 다.

高密度 社會 (high dence society) 란 ? 이 多元 

多樣하고 量的으로 過大한 要素들을 잘 關連시 

켜 서 제 각기 , 그 나름대 로를 살리 고 잘 組織되 는 

社會이어야 할 것이다.

디 자인의 役割은 過密狀態에 智慧를 加하여 高 

密度한 狀態를 移行 推進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처음부터 先進國에서는 過密한 條件下에 있어 

어느 時期에도 이것을 智慧롭게 解決하는데 努 

力하여 왔으며 한정된 國土에 人口가 많고 또 

增加一路에 있으며 거기에다 資源이 부족한 이 

生態學的 窮狀의 解決方案으로 디자인이 先進國 

特히 日本, 西獨 둥에서 文化의 폴리시 (政策)이 

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 이 다. 高密度 社會 

(high dence society), 그것은 生活디자인의 이 

미지 타케트가 된다.

生活디자인의 이미지 타케트 方向에 對한 努 

力은 人間의 創造感覺으로서 例를 들어서 창호 

지 나 방자리 一部分을 변경 시 켜서 新鮮化(후렛 

슈)시키는 묘한 資源節約 디자인을 하며 효과를 

거둔 디자인이다. 그리고 洋服과 나라마다의 전 

통복 또는 國民服 文化의 劃一化와 Variation이 

란 디자인의 難問題를 묘미있게 解決하였으며 구 

두와 여러 가지 신, 케미슈즈類, 또는 가방과 

보자기 , 망태, 스푼이 나 포크 둥을 例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재래주택과 아파트 商店과, 百貨店, 수 

퍼 마아켓, 車道와 地下鐵, 이러한 좁아지는데 對 

한 對決과 資源고갈에 對한 對應 리사이클, 轉 

用, 에너지 節約方案의 硏究體系 둥이 生活技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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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體系 生活 디자인의 메뉴엘로서의 作法이 되 

었다.

過去 高密度化에의 硏究體系는 그대로 現在에 

通用되는 것이 아니다.

硏究의 體系를 일관하는 精神 即, design-mind 
를 쉽지 않게 보지 않을 것 일까?

崩壞한 것과 같이 보이는 生活技術體系 역시 

지금 여기에 남아 있어 design-mind가 傳하여지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人口 爆發에 공포를 느끼어 地球的인 

資源의 限界에 關心을 둔 design-mind는 世界로 

通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背景에 새로운 硏究의 體系를 構築하 

여 가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必要한 때다.

過密化의 行進을 계속한 지 난 30年間 우리들 

은 크나 큰 敎訓을 배워 왔다.

가령 플라스•틱을 使用 取扱하는 것 역시 萬能 

의 素材로 보이며 무엇이든지 만들어지기에 더 

욱 細心하고 注意性 있게 使用하지 않으면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충고（敎訓|）는 工學技術을 使用하는 데에도 

꼭 일치할 것이다

自動車問題는 物件（自動車）에나 그것을 使用 

（運轉）하는 사람에게나 “모럴”이 없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야 節約이라는 語句에 흔들리어 우리들은 

物心 兩面으로 不消化 그리고 不感症에 사로 잡 

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共通的일 것이다.

高密度 社會 （high dence society） 는 높은 水準 

의 技術을 發揮한 質이 높은 生活의 “이미지”이 

며 그것을 構築하여 가는 것이 現代의 大與件이 

며 產業과 技術, 生活과 디자인의 再編成에는 

새로운 方法과 새로운 디자인의 主體性을 確立 

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

高密度 社會의 디 자인의 觀點은 機能의 完全한 

把握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物과 事의 關 

係를 잘 聯關시키는 關係性의 有機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와 資源節約은 有効하고 正當한 活用이 

라고할 것이며, 物質이 人間에 對해서 스스로 

同一視하여져 同一化를 위한 디자인도 （design 
for identity） 도 重要하다.

技術適用 正常化는 物質（物件）의 意味를 確實 

하게 하며 價値의 정당성과도 연결된다.

디자인에 있어서 美라는 것은 形態나 색채는 

勿論이나, 새로운 美의 意味는 good design이란 

本義가 되어야 한다. 人問의 마음을 物의 世界 

에 영사 表現되어 진다.

公共的이나, 또는 商品化 되기에는 어려우나 

必要한 것에 탁월한 解決策을 강구치 않고서는 

탁월한 組織이 背景에 없어서는 안된다.

商品 即, TV나 冷藏庫에는 정교한 技術과 디 

자인이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日常生活에서 번번하게 接할 

機會가 많은 交通標識이 나 카드데루, 맨홀의 표 

시판 둥은 정교치 않으며 정교치 못하여도 된다 

는 관념이 되어졌다.

環境에 對하여서는 商品에 집약된 정교성과 

같이 努力한다면, 質이 높고 密度가 높은 生活 

空間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거나 디자인化 되기 어려운 領域에 

대하여 그것을 成就시킬 수 있는 狀況올 이루기 

위하여 induatrial design에 무엇이 되는가를 규 

명하는 것이 우선 必要하다. 技術의 適用에 對 

한 意志 決定 “데시죤”메이킹에 高密度 社會라 

는 라이프 이미지의 타켓트의 industrial design 
志向과 能力이 反映된다. 그러한 立場에 설 때 

비로소 高密度 社會에의 디자인 役割은 충분히 

發揮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問題가 있다.

하나는 機械의 完全한 把握으로 調査된 高密 

度 社會를 具現하기 위 한 industrial의 觀點의 시 

정문제 即, 方法論의 確立이다.

둘째는 計劃 決定에 있어서 industrial design 
의 確立이다.

이 두 가지 問題의 解決을 측정하므로서 비로 

소 高密度 社會에서의 디자인役割을 다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資源節約 시스템과 I.D.

오일 쇼크 以後 資源節約이라든가 리사이클이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

環境 問題로 무엇인가 資源의 浪費 警告를 하 

여도 効果가 없음에 이러한 用語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나타내는가는 問題다.

플라스틱 廢棄物은 지금까지의 大量消費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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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根本的 檢討가 되지 않고 그저 어 림으로 

再利用이나 리사이클을 측정 하여도 별 수 없다.

大量消費 시스템이란 物的流通을 一方通行시 

켜 物質의 라이프 사이클올 좁히고 과잉 패키지 

로 消費者의 行動 패턴을 浪費시키는 一連의 시 

스템이 다.

그 一部分만을 變更하여도 全體의 骨格이 變 

하지 않으면 필연 再利用한다는 이상한 現象이 

나타난다는 것은 필연적 이다.

最近 先進國에서는 개스 곤로에 여러 가지 壓 

電式 發火裝置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使用하나 

發火裝置가 망가지면 곤로 自體에는 故障이 없어 

도 使用치 못하고 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다른 라이프 사이클의 것을 組合시 켜서 全體의 

라이프 사이클올 단축시키는 시스템의 하나라고 

하여도 좋올 것이다.

이 때 이것을 고철로서 再利用할 것인가 아니 

면 發火裝置만을 簡單히 교체시켜 使用할 것인 

가?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 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곤로의 바 

나 둥에 반드시 發火裝置가 必要한 것 인가? 

몇 년 前에 많이 使用하던 乾電池 附着 개스 점 

화기가 좀 더 使用하기 편리 하다면 그 것으로서 

充分 하지 않을까? 壓電式 개스 라이터를 곤로 

점화기로 使用할 수 있게 목을 길게 만든 것이 

있다면 바나의 發火장치 둥이 불필요한 裝置라 

고 消費者는 바로 앋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캔 공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觀光地의 깡통 公害 對策이다. 人間은 

버리는 行動을 調査 回收하기 쉬운 시스템을 생 

각하게 된다. 빈 깡통 回收와 古鐵로서 再利用 

이 되나 어찌하여 빈 깡통이 버려지게된 것은 

어떤 理由일까? 이것은 實로 깡통에 후리 오픈 

裝置가 硏究되며서부터 이다.

이러한 캔 오픈이 캔 飮料를 언제든지 어디서 

나 필요할 때 마실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옛날에 걸으면서 병으로 마시는 것은 勇氣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캔 飮料를 걸어 

다니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캔의 構造上 變化가 行動 패 턴에도 變化를 가 

져 온 것이 다.

이렇듯 버려지는 오물과 깡통의 회수 또한 막 

대한 힘과 費用이 들 것이며 공해의 문제에서 제 

외시킬 수 없는 것 또한 事實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서둘러 생각할 때 現在 

大量 生產되고 있는 캔 대신 自動販賣機에 동전 

올 넣어, 一定한 필요량이 나오게하여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때 容器를 어떠한 것으로할것인가는 問題 

가 될 것이다.

종이나 플라스틱 컵을 使用하면 問題는 풀릴 

까? 달아 놓은 컵은 1回 使用하면, 또 衛生上 

의 問題가 있을 것이다.

容器（달아 놓은 컵）가 自動的으로 消費될 수 

있는 方法도 硏究해야 될 것이다. industrial 
design의 役割은 人間의 要求를 形으로 하며 單 

純한 에너지 計算에서 算出되는 効率올 좋은 機 

械나, 道具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資源이 

나 에너지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人間의 生活올 

지금 以上으로 풍요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그러 면 그것 이 과연 現實化가 가능한 것 일까 ?

디자인은 急變하는 人間에 對應하여 限없이 

변천하는 것 이 다. 그리 고 그 變化의 과정中에 

서 하나 하나를 확실하게 쌓아 올릴 때 作業의 

뜻이 남을 것이다.

이제는 廣大한 平原에 멋대로 設計圖를 展開 

하는 時代는 끝난 것 같다. 우리 들 주변에 그 때 

그 때 必要하다고 생각된 것들을 建造하여 왔으 

며 建造物들의 關係를 재고하여 또는 材料에 依 

하여 아주 簡單한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再利用 

할 수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를 것이다.

戰略이 정하여지면 戰術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은 틀림 없을 것이다.

要는 오늘과 같이 大量消費에 適應할 수 있게 

이 루어 진 社會 全體가 軌道修正을 크게 要求한다 

면, 무엇을 所要 條件으로 하며 , 무잇스고 가능 

한 콘트럴 지침을 삼을 것 인가로 그 해 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經營者만이 戰略올 硏究하면 

되 는 時代는 이 미 지 나간 것 이 다. 한 사람 한 사 

람의 技術者,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디자이너 

가 그것을 硏究하지 않으면 안될 時代가 온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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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最通設計-LD.

지금 우리들 눈 앞에는 複雜한 問題들이 많이 

山積해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나 그 

것을 解決할 수 있는 理論이나, 原理, 새로운 

方案도 갖지 못하고 있다.

資源問題에 對應하여 industrial design이 무엇 

을 해 낼 것 인가 ?라고 질문할 때 , 그것은 資源 

問題에 對하는 知識 集約化란 產業構造를 準備 

하고 우리 나라의 唯一한 資源인 人的資源, 頭 

腦資源을 충분히 回轉시키며, 디자인에 관계되 

는 모든 開發여건을 보다 차원 높게 새로운 디 

자인으로 上昇 志向하여야 하며, 目標의 最適設 

計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 

이다. 더욱 이 디자인에 있어서 最適設計 槪念 

은 콤퓨터 時代에 많은 디 자인에 關한 情報를 수 

집하여 얻어지는 條件을 콤퓨터化 하는데 있어 

서, 實際로 디자인 過程의 合理化를 얻을 수 있 

는 結果가 된다.

이 때, 最適 디자인의 槪念은 콤퓨터에 依하 

여 얻어지는 것에 限定되어 좁은 範圍에서의 原 

價節減 둥이 目標이고 最適디자인이 資源 制約 

의 觀點이다.

資源不足을 당하여 누구나 研究하는 것이 資 

源節約的인 디자인 設計와 資源 對置問題이다. 

적정 에너지는 効率化 디자인 設計보다 적은 材 

料와 設計, 使用 後의 回收를 考慮한 디자인 設 

計, 再資源化가 용이 한 디 자인 등 最適設計가 極 

大化 되어야 하며 限定된 手段으로 再開發 作業 

을 하여 야 할 것 이 다.

디자인의 課題, 責任, 實踐, 安全條件은 消費 

者가 使用하는 器物이나 받올 수 있는 서어비스 

의 絶對的인 要件이다.

物理的, 化學的, 心理的으로 安全한 商品이 

되어야 할 것이다.

商品과消費者間에 는디 자인課題, 責任, 實踐 

의 問題가 내포되어 있다.

商品 特히 器物 個體가 지니고 있는 危險과 

器物과 器物, 또는 器物과 사람, 器物과 環境과 

의 關連에서 생길 수 있는 危險에 對하여 責任 

의 所在가 분명치 못하다. 守備範圍가 明確치 

못한 팀 플레이가 자신없는 것과 같이...... ・

우리들 生活이라는 複雜한 시스템 안의 器物 

이 나 서 어비스의 安全에 對한 責任의 限界를 明 

確하게 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車를 타면 步 

行者는 방해물과 같이 보이며 步行者에게는 車 

들이 橫暴스럽게 생각된다. 이것은 아주 當然한 

것이며, 各己 立場에 따라 이처럼 생각이 달라 

지는 것이 다.

消費者라는 애매한 槪念 속에서 明確하지 않 

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애매한 點을 安全에 對하여 明確하게 

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安全問題專門家만의 問題가 아니고, 

消費者들의 모임 （그룹） 에 게 各種 專門家들이 啓 

蒙 한다든가, 敎育을 한다든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말로, 디자이너 自身이 取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課題인 것이다.

캐나다 通產省 디자인課長 “에리홋트”氏는 同 

省 팜프렛 （競爭의 武器一industrial design） 中에 

서 디 자이 너 는 企業의 리 더 라고까지 극찬하였 다.

디자이너가 참된 企業의 리더가 되려면 미묘 

한 消費心理를 正確하게 把握하여 追跡하고 分 

析할 수 있는 能力이 期待된다.

數年 前 全美國家具協會의 依賴에 應하여 伸 

長의 America 家具產業에의 提言올 간추린 스 

텐포드大學의 리포트 中에 設備合理化라든가 資 

料의 有効利用, 또는 從業員敎育問題 둥이 當然 

한 對策 以前에 가장 重要한 課題이며 아주 困 

難한 課題는 經營者의 意識을 “메이커”라는 意 

識에 서 環境整備를 위 한 서 어 비 스 產業이 라는 意 

識으로 轉換하는 것 둥을 指摘하고 있다.

指針을 定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船長이다.

아무리 디 자이 너 가 企業의 리 더 로서 微妙한 消 

費心理까지 反映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反應 

을 基礎로 기업의 方向을 定하는 經營者의 意識 

이 問題이고, 또한 디자이너의 리더機能이 항상 

正確하게 作動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企業, 

商品, 消費者, 三者의 課題와 責任과 實踐이 調 

和되어서 追求되어야 할 必要를 절실하게 느끼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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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의 建築紋様

窓戸较様

林 永 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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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⑨

⑩，⑪表訓寺盤若殿扉花挾門

요즘 같이 西洋式 住宅과 家具 둥으로 온갖 文 

物이 온통 바뀌어 버린 우리의 生活空間에서는 

좀처 럼 느껴 볼 수 없는 옛일이 되어 버렸지만 

얼마전만 하더라도 長安에 간간히 남아 있었던 

古家에서, 우리의 옛 香氣를 찾아볼 수 있었다.

韓國의 建築은 그리 규모가 크다거 나 화려 하 

다거나 또는 中國이나 日本의 건축같이 넓은 空 

間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要所에 適切 

하게 꾸며 놓은 空間構成은 靜的인가 하면 무언 

가 끊임없이 流動하고 있는 生命感올 느낄 수 있 

으며 또한 그 속에 韓國民族의 독특한 諧謔이 

있고 후한 人心이 있으며 조용한 멋이 깃들어 

있는 것이 다

韓國의 古建築은 景福宮과 昌德宮에 있는 宮 

中建築과 地方에 散在하여 있는 佛敎寺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一般庶民住宅은 차츰 消滅되 

어 가고 있어 이에 對한 保存策이 아쉬운 것이 

다. 勿論, 새로운 文化의 發展은 우리의 現實生 

活을 편리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대의 文明을 建 

設하는 것으로, 우리가 옛 것이 좋다하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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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옛 것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 

리의 오린 傳統과 수많은 文化遺產을 생각할 때 

한 가닥 한 줄기라도 더 찾아내고 理解하고, 또 

現代生活에 응용하여 좀 더 韓國的이고, 독특한 

傳統文化를 후세에 남겨 주는데 意味가 있지 않 

을까생 각하며 우선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는 

古建築 粧飾紋樣의 要素를 찾아서 集成하여 보 

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건축은 中國이나 日本과 같이 木 

造建物로서 發展돼 왔으나 중국의 雄健壯嚴하고 

많은 장식적 요소가 形式化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適切하게 배치해 놓은 素朴한 感 

情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外貌的인 치장 보다는 內部에 더 신경을 

쓴 것 같으며 우리의 風土와 環境에 맞고 地域 

的인 特性과 自然條件에 알맞게 극히 實用性 있 

는 樣式으로 發展하여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建築에서 볼 수 있는 粧飾的인 要素는 

수 없이 많지만그중에서도가장우리의 生活속 

에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窓戶에 보이는 창문 

살（窓門箭）의 무늬인 것 같다. 이러한창살의 멋 

은 애써 티를 내려하는 멋도 아니며 그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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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게 洗練 됐다거나 특별히 細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눈 뜨면 보 

는 것이며 그 속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와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李朝時代의 蕙園 申潤福의 風俗盡帖을 볼 것 

같으면 정자문（井字門）을 살며시 열고 蓮堂올 

내려다 보는 女人의 흥겨운 情景이 있으며 예전 

부터 世宗大王이 한글을 创製하실 때 한글의 形 

象을 문살에서 찾았다고 傳하여지는 이야기는 

우리 建築에서의 창살이 주는 느낌 그대로라 할

또한 수많은 石造物과 李朝時代 木工藝品에서 

의 空間 比例도 이러한 창살문양의 비례와 相通 

하는 것이며 같은 方式이 아닐까 생각된다.

창살은 宮中建築, 佛敎建築, 그리고 일반 庶 

民建築에 따라서 각기 樣相이 달라지고 있으며 

궁중건축이나 寺院에 비해 일반주택의 창살은 

우선, 꾸밈새에서 훨씬 單純하고조촐한 맛을 보 

이고 있는 반면에 宮中建築의 창, 문살 紋樣은 

대단히 복잡스러운듯 하면서도 짜임새에 있어서 

는 퍽이나 組織的이고 素朴한 맛이 있다.

窓戶는 庶民住宅과 中流住宅, 上流住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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킈 仁方

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그 構成 

方式은 同一한 形式올 보이고 있다.

대 략 우리 나라 古家의 창문을 構造別로 分類 

해 보면, 庶民住宅에는 띠살문, 용자문（用字門）, 

아자문（亞字門）, 완자문（卍字門）, 널판문이 쓰 

이고 있고 그 構成이 간단하며 中流住宅에 있어 

서도 띠살문, 용자문, 아자문, 불발기, 널판문, 

골판문 둥이 있어 좀 더 세련된 紋樣을 보이고 

있다.

上流住宅의 그것은 띠살문, 용자문, 아자문, 

완자문, 불발기, 구갑문（辐甲門）, 숫대살정자문 

（井字門）, 널판문, 골판문 둥이 있다.

이 러 한 一般住宅과는 달리 특수한 建物로서 宮 

中建築에 보이는 창살과 佛敎建築에 보이는 창 

살은 構成이 좀 더 복잡하고조직적이며 여러 가 

지 장식문양의 彫刻이 곁들여 더욱 엄숙장엄하 

고 華麗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建物에는 소슬 

빗살문, 卍字門, 꽃살문, 소슬꽃살문, 井字살交 

窓 등이 있는데 특히 佛敎建築에는 꽃살문으로 

서 蓮花紋, 長生紋 등 繪畫的인 조각을 넣어 정 

교하게 짜여져 있다.

문살, 창살의 形態와 種類로는 佛敎建築, 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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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建築, 民間住宅에 따라 각기 特徵을보이고있 

으며 그 종류로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문짝의 종류를 대략 구분하여 보면 그 用途와 

짜임새에 따른 名稱으로 판장문（板張門）, 띠살 

문, 세살문（細箭門）, 정자살문（井字箭門）, 빗살 

문, 소슬빗살문, 완자문（卍字瑣門）, 아자문（亞 

字瑣門）, 꽃살문, 숫대살문 등이 있고 窓으로는 

살창, 빗살창, 빗살완자창, 소슬꽃살창, 바라지 

창, 교창（交窓一欄干）, 아짜교창, 완자교창, 정 

자살교창 둥이 있다.

이러한 門, 窓의 형식은 문살대의 짜임이 垂 

直, 水平, 또는 斜線에 따라생겨난모양에서 각 

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 문살의 

基本的인構成樣式은간혹원창（圓窓一月窓）, 반 

월창（半月窓） 둥 曲線으로 이뤄진 것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直線에 의해 짜여져 있다는 점이 

다.

이렇듯 垂直, 水平으로 交叉되어 이루어진 亞 

字, 또는 井字, 喜字 등 漢字의 形象으로 簡潔 

하고 優雅한 紋樣을 이루고 있는것이 現代의 디 

자인 感覺에 전혀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科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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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面도 찾아볼 수 있다.

문살의 가장 基本的인 形式으로 간결하고 단 

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用”字살 문을 보면 단 

순한 비율에 의하여 水平으로 두 줄, 또는 세 줄 

과 垂直으로 한 줄 또는 두 줄로 교차하면서 이 

루어진 형식이지만 그 空間餘白과 비례는 韓國 

工藝建築에서 보이는 것과 共通된 감각을 주고 

있다

창살문의 種類와 紋樣解說（가, 나, 다順） 

광창（光窓）一採光을 위하여 밝게 한 窓

〈圖 26, 29, 31, 32, 33, 34 참조〉

골판문（骨板門）一문짝의 틀에 청판을 끼워서 만 

든 門〈圖 46 참조〉

꽃살문（花門）一문살에 꽃 무늬를 새김한 門〈圖 

1〜13 참조〉

교 창（交窓）一四分閤門, 上部에 가로 길게 장 

식한 光窓〈圖 34 참조〉

동살대 （棟箭대）一가로낀 문살〈圖 55 참조〉

띠 살문一上, 中 下에 문살이 帶形으로 構成된 細 

箭門의 一種〈圖 28, 32, 34, 35, 41, 53 참 

조〉

문 살（門箭）一문짝의 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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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틀一문짝이 달린 문설주〈圖 55 참조〉 

만살문（滿箭門）一문짝의 上, 下에는 갑장지문

（盲障子）으로 되어 있고 中間 部分에 井 

字살로 메 꾼 문짝〈圖 48 참조〉 

빗살문一문살을 빗짜서 만든 細箭門의 一種 

빗살완자창一빗살형의 卍字窓〈圖 14 참조〉 

빗살창一살대를 빗짜서 만든 살창 

사분각（四分閤）一문짝이 네 짝으로 開閉하는 門

〈圖 36, 37 참조〉 

살 창一살대를 박은 光窓 

세살문（細箭門）一문살올 짧게 간사리한 門

〈圖 16,17, 42 참조〉

소슬꽃살문一꽃살문의一種으로 斜線으로 짜여진 

門〈圖 3, 6 참조〉

소슬꽃살창一살창의 一種〈圖 3, 6, 12, 13 참조〉

•소슬빗살문一細箭門의 一種으로 문살이 斜線으 

로 짜여진 형태의 門〈圖 47 참조〉

아자교창 （亞字交窓）一문살을 亞字形으로 한 交窓 

〈圖 32, 33 참조〉

아자문 （亞字瑣門） 一문짝살대 가 亞字形으로 된 門 

〈圖 18, 19, 26, 27, 33, 40, 50, 51 참조〉

연창문（連窓門）一문짝의 中間部만을살창으로한 

四分閤〈圖 48 참조〉

완자교창（卍字交窓）一문살을 卍字形으로 構成한 

交窓〈圖 31 참조〉

완자문 （卍字瑣門） 一문짝살대 가 卍字形으로 된 門 

＜圖 14,15, 22, 23, 29, 30, 31, 36, 37, 43, 44 
참조〉

월 창 （月 窓） 一틀이 둥근 窓〈圖 38, 39 참조〉 

용자살문（用字箭門）一문살이 가로, 세로에 세 가 

닥 또는 두 가닥으로 “用”字形으로 짜 

여진 門〈圖 49, 52 참조〉

장살대 （長箭대 ） 一길이 로 세 운 문살 ＜圖 55 참조〉 

정자살문（井字箭門）一문살이 井字形으로 된 細 

箭門의 一種〈圖 54 참조〉

판장문（板張門）一帶木에 板木을 붙여서 만든 문 

〈圖 45 참조〉

희자살문（喜字箭門）一문살이 喜字形으로 짜여진 

門〈圖 16, 20,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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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 別銭의 造形美

元 主 鎬
韓國銀行•李朝別錢研究家

I. 무늬에 나타난 韓國美

1. 무늬의 起源과 그 傳播性

人類의 歷史가 시작된 太古의 그 먼 옛날, 荒 

凉한 시베리아 地方과 滿'洲方面에서 南下하던 一 

群의 遊牧人들은 마침내 山姿水麗한 우리 韓半 

島에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들은 原始的인 狩 

獵과 漁撈를 위하여 거의 每日처럼 山골과 江邊 

에 나갈 때의 標識삼아 큰 나무나 큰 바위에 一 

種의 符號를 아로새겼으니 이게 바로 무늬의 起 

源이 아니었을까.

딴은 檀君時代의 神話에 桓因이 그 아들인 桓 

雄으로 하여금 人間을 弘益하기 위하여 天符三 

印을 賦與하여 太白山의 神檀樹 밑에 降臨했다는 

記錄이 있으므로 이 天符三印이 우리 史書에 나 

타난 最初의 무늬로도 생각된다.

이처럼 무늬는 人類歷史가 있은 뒤 거의 自然 

發生的으로 創案된 人智의 表徵이자 人間의 內 

面世界에 고이 간직된 審美意識의 發露였다.

무늬는 點과 線으로 構成된다. 그러나 무늬의 

性格은 그 器形을 構圖하는 機能的인 面과 그 器 

面을 施嚴하는 裝飾的인 面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東西를 막론하고 무늬의 代表的 디자 

인으로 알려져 있는 唐草紋樣만 하더라도 그 

圖案의 起源은 古代 Egypt에 서 睡蓮무늬 로 創案 

되 었 다가 그 뒤 Greece의 Anthemion系를 거 쳐 

오늘날의 Palmette （忍冬） 唐草무늬로 發展된 것 

을 보면 무늬의 文化傳播性이 얼마나 廣範한가 

를 首肯할 수 있다.

2. 貨幣의 出現과 그 形態

人類가 土器와 石器 그리고 新石器를 使用하 

던 이 른바「先史時代」의 交換手段은고작 소, 돼 

지와 같은 家畜과 穀食 둥이 었다. 그러나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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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智가 發達됨에 따라 그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物物交換보다 한결 簡便한 貝貨나 魚幣 둥으로 

그 交換手段을 바꾸게 되 었으니 이 게 바로 貨幣 

의 起源이다. 史書를 뒤져 보면 이미 箕子朝鮮 

時代에는 子母錢이 通用되었으며 뒤이어 布錢과 

刀錢 등도 使用되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原始的인 貨幣의 ［通用은 

當時의 先進國이었던 中國 漢나라의 影響올 적 

지 않게 받았으리라 짐작되지만 鐵의 埋藏量이 

豊富했던 우리 나라이고 보면 이로 因한 冶金術 

의 發達과 貨幣의 製造通用도 比較的 容易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생 각된다.

3. 무늬에 나타난 옛 韓國人의 趣向

(1) 上古時代의 무늬

上古時代부터 箕子朝鮮올 거쳐 衛滿時代에 이 

르는 糸勺 2,000餘年의 上古時代의 무늬 는 蔚州의 

巨大한 岩亥I」(動物무늬의 岩繪)가 있으며 이 밖 

에서울近郊에서 出土된櫛文土器에 아로새긴 

幾何學的 紋樣과 樂浪瓦當에 아로새 긴 吉祥文 무 

늬와 渦卷 무늬 등이 남아 있다.

(2) 髙句麗時代의 무늬

韓半島의 北半部와 滿洲벌판을 席捲했던 高句 

麗의 무늬 로는 遇賢里의 中塚 玄室古墳의 彩雲 무 

늬와 이 밖에 通溝의 四神塚 古墳 壁畫에 나타난 

忍冬唐草 무늬와 飛翔蓮華 무늬 (道賢里 大墓塚 

玄室 天井) 둥이 特記할만 하다.

(3) 百濟時代의 무늬

西紀 4世紀 中葉에 韓半島의 中原과 湖西 地 

方올 발판으로 일어났던 百濟는 中國과의 海上 

交通이 便利한 關係로 일찍부터 中國의 南朝 諸 

王朝와의 密接한 交流를 通하여 佛敎를 비롯한 

文物制度 둥을 받아드렸다.

代表的인 百濟의 무늬는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細鎮式金裝冠飾에 새겨진 현란한 忍冬唐草紋樣 

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밖에도 扶餘의 山水文博 

와 渦雲文博 무늬 둥이 特記할만 하다.

(4) 新羅時代의 무늬

慶州를 中心으로 일어 난 新羅는 한 때 北의 高 

句麗와 西方의 百濟 등 侵攻 壓力에 시 달렸으나 

온 國民의 피나는 苦鬪로 끝내 韓半島에 統一國 

家를 形成하였다.

新羅統一은 우리 韓民族의 歷史에 新紀元을 이 

룩하였거니와 同時에 찬란한 新羅文化의 開花를 

促進하는 契機도 되 었다.

新羅는 唐의 文物 特히 佛敎文化를 받아드림 

으로써 이를 新羅 固有의 藝術文化 創造와 民 

族思想 定立에 크게 寄與했으니 오늘날 世界的 

으로 자랑할만한 新羅文化의 遺物치고 佛敎의 影 

響을 받지 아니한게 거의 없다. 지금도 푸른 東 

海邊에 安座된 石窟庵의 佛像彫刻에는 大慈大悲一 3」

한 千年新羅의 微笑가 담겨 있고"奉德寺 梵鍾에 

는 神秘스런 奏樂飛天像과 優雅한 唐草 무늬가 

아로새겨 있다.

이 밖에 慶州附近에서 出土된 수 많은 新羅瓦 

當에는 唐草 무늬를 비롯한 寳相華 무늬가 있고 

新羅 土器를 通하여 陰刻으로 된 波狀紋, 三角紋 

平行集線紋, 圓圈紋 둥의 幾何學的 紋樣을 더듬 

어 볼 수 있다.

(5) 髙麗時代의 무늬

新羅를 併呑한 高麗王朝는 佛敎를 國家의 宗 

敎로 삼고 그 國基를 굳혔다. 高麗 500年의 各 

種 文化遺物, 例컨대 靑磁를 비롯한 銅鐘, 銅香 

爐 둥에는 佛敎를 象徵하는 蓮花 무늬가 壓倒的 

으로 많다. 그用나 高麗靑磁의 무늬는 이러한 

蓮華 무늬와 寳相華 무늬 이 외에도 雲鶴, 楊柳, 

菊花 등의 무늬가 多樣하게 다루어짐으로써 高 

麗朝의 쓸쓸하면서도 孤高한 氣稟올 자아내고 

있다.

(6) 李朝時代의 무늬

李氏王朝 500年을 一貫한 治國理念은 修身齊 

家, 治國平天下를 표방한 儒敎였다. 그러나 被 

治者인 庶民들은 兩班階級의 부질없는 黨爭과 間 

斷없는 外侵 속에서도 옛날부터 傳來된 佛敎와 

民間信仰에의 歸依를 쉽사리 버리지 못하였다.

又玄 高裕燮과 같은 분은 李朝 藝術의 바탕은 

이러한 宗敎와 民俗과 民間生活思想이 混合되어 

이루어졌다고 말하였거니와 一切의 名利를 超越 

하여 만들어진 李朝白磁와 木工藝品을 바라보노 

라면 옛 匠人들의 純朴한 精神世界를 읽을 수 있 

는 듯하다.

特히 乳白色 李朝磁器에는 唐草 무늬를 비롯 

한 草花와 秋草 그리 고 十長生 둥이 아로새 겨 있 

고 李朝木器의 장식으로 引用된 鳳凰 나비 둥의 

무늬 둥을 通해서 우리는 옛 李朝人의 素朴한 生 

活感情을 가까이 할 수 있다.

・5 7 •



D. 李朝別錢의 造形美

1. 別錢의 由來와 그 特徵

（1） 別錢의 由來

우리 나라 貨幣의 起源은 一應 箕子朝鮮時代 

의 子母錢으로 볼 수 있으나 實質的인 貨幣로서 

제 機能을 發揮한 것은 아무래도 李朝 肅宗 4年 

（1678年） 부터 鑄造되 기 시 작한常平通寳를 들수 

밖에 없겠다.

그러면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李朝別錢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別錢 （Special coins, Charins, Amulets） 이 란 元 

來 本位貨인 常平通寳（本돈）와 區別하기 위해서 

부쳐진 이름이 다. 即, 常平通寳는 法貨로서의 强 

制通用力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 別錢（별돈）은그 

러한 通用力이 없는 一種의 記念貨 乃至 試鑄貨 

였다.

그러 나 이 李朝別錢은 본시 常平通寳의 母型 

錢을 鑄錢官衙인 戶曹에서 鑄造할 때 그 銅質과 

重量 둥을 試監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 

도 當時의 王室이나 士大夫 둥 上流階級의 吉祥 

慶事 頌祝用으로만 鑄造되 었으니 그 稀貴性을 어 

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葉錢이라고 불리는 常平通寳는 그 種 

類가 約 4, 500種이 나 되 는데 反하여 이 別錢은 

열쇠牌 約 50種을 包含해도 450種을 넘지 못한 

實情이 다.

（2） 別錢의 特徵

우리 나라 別錢을 東洋의 同一 文化圈에 屬하 

는 中國과 日本의 그것과 比較할 때 그 特徵이 

뚜렷 하게 나타난다.

첫째, 딴 나라의 別錢은그들의 通用貨를 모방 

한 單純한 特殊錢에 그쳤음에 反하여 우리 別錢 

은 지금으로부터 約 200年 乃至 300年 前 李朝 

後期의 政敎禮樂과 生活習俗 그리고 當時의 李 

朝人의 思考와 趣向 둥을 짐작할 수 있는 貴重 

한 生活民俗品이라는 點에 큰 意義가 있다.

둘째, 日本의 別錢（繪錢이라 부름）은 거의 千 

篇一律的으로 佛敎的 色彩가 濃厚한 超俗的 來世 

祈願的 內容이 많고 그 圖案이 幼稚한데 反하여 

우리 別錢은 儒 •佛•仙의 세가지 宗敎를 混合 （圖3）新羅慶州附近出土方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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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 寶相華무늬 別錢（實物大）

(圖 6) 蓮花무늬 別錢 (3. 0X3. 0cm)

（圖 7） 梅花무늬 別錢（實物大）

하면서도 儒敎의 理念이 그 基調가 되고 있다. 

即, 우리 佩用別錢의 錢面에는 王室崇拜와 忠孝 

傳家, 太平萬歲, 壽福康寧 둥과 같은 現世 祝福 

祈願的, 訓示的 內容이 많다.

세째, 우리 別錢의 意匠은 龍과 壽福十二支像 

이 그려 진 中國의 別錢（壓勝錢이 라 부름） 영 향 

을 적지 않게 받았으나 이를 韓國固有의 傳統的 

紋樣으로 昇華 應用시킨 點이 特色이라 하겠다. 

即, 우리 別錢의 무늬로는 唐草, 蓮華와 寳相華 

둥 植物形 무늬를 비롯하여 박쥐, 나비, 鶴, 鳳 

凰 둥의 動物形 무늬 그리고 十長生圖 등 多樣 

할 뿐더 러 그 鑄彫솜씨 가 뛰 어 나다.

2. 李朝別錢의 造形的 考察

李朝別錢을 類型別로 나누면 錢貨式 別錢과 變 

形式 別錢 그리고 열쇠牌로 區分할 수 있다. 錢 

貨式 別錢은 옛날의 通用貨인 常平通寳의 錢型 

을 모방, 제조한 것인데 主로 吉祥文語 등이 아 

로새긴게 大部分이며 變形式 別錢이 란 그 錢面 

에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간 別錢을 말한다.

따라서 李朝別錢의 造形美는 아무래도 열쇠牌 

와 變形式 別錢이 그 主要對象이 될 수 밖에 없 

다.

（1） 植物形 무늬

① 唐草 무늬

나즈막한 野山의 길가 한 모퉁이 나, 다 허 물어 

져 가는 시골 草家집 담장 밑에 제멋대로 뻗어 자 

라는 덩굴풀의 가냘픈 모습을 그린 무늬一. 이 

무늬는 일찍이 樂浪瓦礴과 高句麗의 忍冬唐草文 

瓦 및 新羅瓦博 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뒤 

百濟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王冠帽에서 그리고 高 

麗靑磁와 李朝白磁 등을 통하여 더 듬어 볼 수 있 

다. 이 中 高麗의 繪靑磁菊唐草무늬 （圖 1）와 唐 

草무늬 열쇠 牌（圖 2）를 比較해 보면 그 意匠의 類 

似性을 어느 程度 알 수 있겠다. 即, 圖2는 四瓣 

花形을 中心으로 펼쳐진 安定된 構圖로서 均齊 

美와 造形美가 뛰 어 나고 그 透彫솜씨가 精巧하 

다.

② 寶相華 무늬

唐草 무늬의 主題로 使用된 假想的인 五瓣花 

가 바로 이 寳相華一. 이 무늬는 佛敎에서 쓰이 

는 理想化한 꽃무늬로서 대개의 경우 白蓮花를 

가리 킨다. 統一新羅時代慶州附近에서 出土된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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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무늬 （圖 3）는 華 

麗한 二重八葉의 蓮華寳相紋樣으로서 네 모퉁이 

의 Palmette 唐草와 아름다운 調和美를 이루고 

있다.

한 편 圖 4는 우리 나라 別錢으로는 唯一한 寳 

相華 무늬 인 바 그 꽃 둘레는 八葉이 며 꽃 술레 

는 일곱개로서 前後面에 太平이라는 두 글자가 

아로새겨 있다.

③ 蓮花 무늬

佛敎와 깊은 因緣을 지닌 이 蓮花 무늬는 佛 

教文化의 興隆과 더불어 그 象徵的 裝飾으로 널 

리 쓰인 紋樣 即, 三國時代 以後 高麗朝에 이르 

기까지 수많은 寺院과 宮門, 瓦文, 佛臺座 그리 

고 陶磁器치고 이 무늬 가 引用되지 아니한게 別 

無할만큼 盛用되었다. 圖 5의 高麗蓮花 무늬 瓦 

當은 그 線條가 流麗한데 圖 6의 蓮花무늬 別錢 

은 지 금 막 탐스런 蓮花가 피 어 오르는 듯한 幻覺 

마저 갖게 한다.

④ 梅花 무늬

四君子와 歲寒三友中의 하나인 梅花는 白雪이 

휘날리는 初春에 芳郁한 花香을 풍기는 淸雅한 

나무. 圖 7은 네송이 梅花가 되어 있고 前面에는 

寒梅着花 後面엔 香旺이 라는 글자가 아로새 겨 있 

다.

⑤ 李花 무늬

李氏王朝의 symbol인 이 李花무늬는 李朝別錢 

의 意匠으로 곧잘 引用되었는데 圖 8의 錢面에 

는 暗香弄珠라고 아로새겨 있다.

（2）動物形

動物形 무늬로는 龍, 鹿, 蝙蝠, 龜 및 麒麟과 

같은 獸類와 鶴, 鳳凰 둥의 鳥類 그리고 이 밖 

에 잉어 또는 나비와 벌 둥의 虫類도 있다.

① 龍 무늬

옛날부터 中國에는 天祿, 辟邪 둥의 吉祥幸福 

을 祈求하는 道家思想이 發達되 었는데 龍은 그 

들이 崇仰한 가장 代表的인 想像의 靈獸였다. 

따라서 龍은 中國과 우리 나라에서 王의 權威로 

象徵되었고 이로 因하여 王族의 胸背에는 으례 

히 黃龍의 무늬가 繡놓아져 있었다.

圖 9의 雙龍（皇室慶祝） 열쇠牌를 보면 靑白의 

雙龍이 李氏王朝를 保護하는 양 감싸고 있다.

② 사슴 무늬

十長生 中의 하나인 사슴은 東洋에서 일찍 부터

（圖 9） 雙龍（皇室慶祝） 열쇠 牌（21. 2X17 5cm）

（圖 10） 사슴무늬 別錢(4. 0X4. 0cm)

（圖 11） 박쥐무늬 別錢（實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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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3） 鶴무늬 別錢（實物大）

（圖 16） 나비무늬 別錢（實物大）

여러 가지 裝飾에 愛用되어 온 lucky animal （瑞 

獸）. 元來 사슴은 善한 動物로서 훌륭한 君王이 

仁政을 베풀면 白鹿이 나타난다는 傳說의 靈獸 

였다.

圖10의 別錢은 사슴 두 마리가 不老草 사이를 

閑暇롭게 거니는 모습이 마치 한 幅의 東洋畫처 

렴 透彫되었으며 前後面의 윗部分에 崗•陵의 두 

글자가 보인다.

③ 박쥐 무늬

박쥐 는 元來 그 壽命이 2, 000年이 나 된다는 長 

壽性과 놀라운 繁殖性을 지닌 짐승이며 特히 蝙 

蝠의 蝠과 fortune을 나타내는 福은 그 發音이 

同一하여 壽福, 富貴, 多男올 祈願하던 李朝人 

의 生活意識과 密着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박쥐 무늬는 李朝時代에 들어와 쓰여지기 

시작한 傳統的 意匠으로서 特히 李朝別錢의 始 

源的 圖案으로 廣範圍하게 適用되었다.

더구나 우리 先人들은 이 박쥐 무늬를 寫實的 

表現으로부터 차츰 抽象的 디자인으로까지 昇華 

시켰으니 그 뛰어난 造形的 感覺과 높은 美意識 

에 그저 感嘆할 뿐이 다.

圖11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雙蝠의 모습 

과 七星이 부수적으로 浮彫되었으며 後面엔 八 

瓣花形 속에 太極무늬와 富貴, 多男, 壽福, 康 

寧의 五福文字가 들어가 있다.

박쥐 무늬 別錢은 그 種類가 대 략 約 20種은 

됨직한데 前面의 무늬는 대개 雙蝠이지만 이 밖 

에 單蝠, 四蝠, 五蝠도 더 러 눈에 띈다.

④ 거북 무늬

永生長壽의 動物로 알려진 거북은 四靈 中의 하 

나이며 龜는 久라는 漢字音과 同一한 '關係로 자 

못 吉祥的인 語意를 담고 있다. 圖12는 거북의 

입에서 瑞氣를 뿜어내고 있는 익살스런 表情이 

잘 描寫되어 있다.

⑤ 鶴 무늬

長壽의 瑞鳥인 鶴의 優雅, 淸楚한 자태는 우 

리 韓民族의 嗜好에 適合되었음인지 그 무늬는 

옛 날부터 長壽吉祥의 象徵으로 여 겨 왔다. 圖13 
의 單鶴別錢에는 七星과 梅, 竹 등의 무늬가 들 

어 있으며 後面엔 五福文字가 아로새겨 있다.

⑥ 鳳凰 무늬

神靈한 네 가지 靈獸 中의 하나인 鳳凰은 想像 

의 새 로서 五色 빛과 五音의 소리 를 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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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늬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와 高麗銅鏡 또는 高 

麗磁器에 引用되었는데 圖14의 열쇠牌는두 마리 

의 鳳凰이 마치 相接한 듯 섬세하게 鑄出되었다.

⑦ 잉어 무늬

잉 어 （鯉魚） 가 別錢의 문양으로 아로새 기 게 된 

이유는 千歲를 산다는 그 長壽性에 由來된 것 같 

다. 圖15의 別錢은 雙魚가 서로 맞대고 있으며 

中央엔 壽字 무늬 가 뒷 面엔 五福文字와 太極 무 

늬가 들어 있다.

⑧ 나비 무늬

먹 감나무나 오동나무를 素材로 한 李朝장롱의 

장식 에 곧잘 쓰이 던 이 나비 （蝴蝶） 무늬는 그 자 

태가 華奢하고 女性的이었기 때문에 盛用된 것 

으로 생각된다. 圖16의 別錢은 맵씨좋은 나비의 

한복판에 金鼎玉燭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다.

⑨ 벌 무늬

벌（密蜂）은 개미와 더 불어 아주 부지 런한 昆 

虫인 바, 이 무늬를 李朝別錢에 鑄出시킨 뜻은 

벌처 럼 勤儉, 貯蓄하는 美德을 쌓으라는 깊은 뜻 

에 由來한 듯.

圖17은 두 마리의 벌이 浮彫되었고 上, 下에 

嘉友 （뒷 面 香信）이 라는 글자가 보인다.

（3） 十長生 무늬

不老長生이라고 믿는 十長生（日, 山, 海, 雲, 

松, 鶴, 龜, 盥, 麒麟 및 不老草）을 類配한 무 

늬 인데 圖18과 圖19는 아주 좋은 對照가 된다. 

貝卩, 圖18은 李朝의 螺鈿漆器函에 나타난 十長生 

圖인데 마치 한 폭의 民畫를 鑑賞하는 듯 느껴 

지고 圖19의 十長生 열쇠牌는 그 浮彫솜씨가 뛰 

어 나 마치 한 點의 優雅한 金屬工藝 美術品을 바 

라보는 것 같다.

（4） 人物 무늬

① 双童 무늬

人倫大事인 結婚을 祝福하는 뜻에서 李朝別錢 

의 무늬로 引用된 이 雙童錢의 特色은 거의 浮 

彫式 鑄刻이며 그 윗部分에 고리를 달도록 되어 

있는 點이다. 圖20은 禮服을 입 은 雙童中 左童 

은 萬年盃를 들고 있으며 右童은 酒瓶을 들고 있 

는데 그 가장자리엔 七星이 아로새 겨 있 다.

② 神仙 무늬

바람에라도 휘 날리는 듯한 天衣를 입은 神仙 

이 서 있는 모습. 그 사이에 七星이 아로새겨 있 

고 옆에 二重丹이 보인다（圖21）. 뒷 面엔 太極무

(圖 17) 벌무늬 別錢⑵ 9X2. 9cm)

（圖18）李朝螺鈿漆器函

（圖 19） 十長무늬 열쇠牌 （圖 20） 雙龍무늬 別錢

(2. 9x2. 9cm)(6. 9x6. 9cm)

（圖 21） 神仙무늬 別錢（實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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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2） 七寶무늬 別錢（實物大）

（圖 23） 실패무늬 別錢（實物大）

（圖 24） 八卦무늬 別錢（實物大）

（圖 25） 鬼面무늬 別錢（實物大）

늬와 七星무늬 가 들어 있는데 딴 別錢에는 子孫 

昌盛 또는 五福文字도 鑄出된게 있다.

（5） 其他 무늬

① 七寶 무늬

金, 銀, 琥珀, 瑪瑙, 眞珠 둥 일곱 가지의 金 

銀珠玉으로 만든 이 七寳 무늬 別錢은 부채形을 

비 롯하여 八角形, 주머 니形과 이 밖에 丁字形 둥 

이 있는데 圖22는 丁字形 七寳 무늬錢이 다.

② 실패꼴 무늬

雲板形으로도 불리는 이 別錢의 모습은 대부 

분 橫形이 나 간혹 立形도 있다. 그러 나 그 크기 

가 多少 크고 작거나 그 둘레가 두껍거나 얇가 

나의 差異가 있을 뿐 그 形態는 거의 엇비슷하 

다. 圖23은 忠孝傳家 衣冠繩世라는 吉祥語가 들 

어 있는 典型的인 실패 別錢이다.

③ 八卦 무늬

圖24의 八卦別錢 前面엔 三才인 天, 地, 人과 

五行人인 木, 火, 土, 金, 水의 文字와 뒷面엔 

三乾三兌三離三凄三巽三坎三艮三坤의 八卦를 그 

렸다. 이 八卦圖 別錢은 元來 中國에서 많이 만 

들어 졌다.

④ 鬼面 무늬

三國時代의 먼 옛적부터 기와문양으로 愛用되 

어 온 이 鬼面（一名 處容面） 무늬를 別錢의 意 

匠으로 引用한 것은 辟邪의 뜻으로 惡鬼를 쫓고 

福을 祈求하기 위해서 였다. 圖25는 前面에 鬼 

面 무늬 를, 後面엔 子孫昌盛（中央엔 太極무늬 ） 의 

글자가 들어 있다.

約 450餘種을 헤 아리는 李朝別錢中 造形美가 

뛰어난 20餘點의 別錢올 通하여 李朝人의 思考 

를 類推한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 다. 생 각컨대 韓 

國美術의 特色은 柳宗悅（日本의 有名한 韓國民 

藝硏究家）의 말올 引用할 必要도 없이 線과 形 

의 美이었고, 形과 均衡에 대한 偉大한 感覺이 

李朝工人의 몸에 베여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李朝別錢도 그 鑄造를 命令한 階層은 

士大夫階級이었지만 실지로 이를 鑄造한 鑄工들 

은 世俗의 名利를 超越한 純粹한 마음가짐으로 

그 別錢의 造形美를 다루었으리 라 짐작된다.

多考文獻
① 申榮勲 : 韓國의 紋樣, 空間誌, 70號, 기 념 號. （1972》
② 金守錫 : 韓國的 紋樣의 考察과 造形的分析,

淑大創立30周年 기 념 논문집 （1968）
③柳子厚：朝鮮別錢考，私家關係別錢，東亞日報，（1938〜40〉
④柳宗悅：朝鮮占彳:G藝術（1922）
⑤ 元主鎬 : 李朝의 別錢, 月 刊文化財, （1974年 11月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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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服디 자인의 変遷과 服装의 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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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成女大敎授

蘭

① 그리스 時代의 키톤

•6 4*



L 머 리 말

人間의 歷史는 곧 디자인의 歷史이며 文明을 구축하는 가장 基本的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디자인이야말로 人間의 특권인 동시에 

人間이 生活해 가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可能性의 발견이며 創造인 것이 

기도 하다. 오늘날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工業分野에 있어서 여러 가지 

設計나 計劃도 對象으로 하게되어 이 말이 갖는 領域은 점점 더 넓혀지 

게 될 것이다.

服飾디자인도 그 중의 한 領域이며 우리 人間生活에서 가장 密接한 

存在로서 被服은 用的인 面에서는 필수품으로 美的인 面에서는 自己의 

美的 表現의 手段으로 個性을 나타내고 있다.

被服을 디자인할 경우 우리 는 가끔 지 금까지의 被服의 變遷을 살펴서 

디자인하는 때 가 있다. 그 때마다 디자인이 그 時代 時代의 背景올 反映 

시키면서 原則的인 美意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 나 그 美意識에는 受容的인 소위 美的 體驗과 能動的인 創作活動으 

로의 作用이라는 두 側面을 갖고 있다. 受容的인 面에 있어서의 美의 

判定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또 創作活動으로서의 作用으로서 우 

연하게 좋은 생 각과 구상이 떠 올랐다 하더라도 創作이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감각적 인 諸要素를 包含하는 

美의 條件은 目的에 따라 多樣하게 表現된다. 그러므로 이 複雜하고 不 

安定한 것을 美術原則에 따라 分析하고 批判하므로서 造形을 보다 낳은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被服을 硏究함에 있어 우선 被服의 起源과 變遷을 살펴 보기로 한다.

② 고딕時代 ③ 1530年頃의 男子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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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服의 起源과 目的

被服類의 起源은 一定한 說이 없다.

① 環境適應說 ② 裝飾說 ③ 羞恥說 ④ 種族保存說 둥이 있으나 모두 

正確한 것은 못된다. 人間을 除外한 다른 動物들은 特有한 피부구조를 

갖고 있다. 毛, 皮, 羽毛 둥 色彩나 形狀 그리고 材質이 다르면서도 外 

界適應이 具備되어 있는데 比해 人間은 그러한 것이 없으므로 즉, 人間 

은 알몸으로 태어난다는 點에서 다른 動物들과 相異한 特殊性 때문에 

生活目的과 結付되어 多樣한 被服形態와 그 材料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1） 被服發生의 順序

衣服發生은 紐衣（Ligature） 에서 시작 되 었다고 본다. 現存한 原始人의 

生活올 봐도 紐衣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南美 아마존江의 

上流地方） 말이 다. 獸毛被服 （鳥類羽毛） 에 서 獸皮被服으로 發達하였오冃 

그 다음에 織物衣類가 생겨 났으며 現代에 이르러 人造材料에 의한 衣 

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⑤ 1590年頃의 男女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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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服의 目的

다음에 被服을 着用하는 目的을 크게 나누어 보면 身體的 生理的 表 

現을 主로한 即, 機能性과 精神的 表現을 主로 한 文化性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被服의 目的을 細分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一身體的 生理的 表現을」一生理衛生上、 
主로 한 것 （機能性） 거一生活活動上

被服의 目的一 —個性表現 生活目的達成

一精神的 表現을 主로— 團體所屬表現 
한 것 （文化性） 一 社會慣習表現

一特殊目的表現丿

3. 被服의 變遷

1） 變遷의 要因

① 主體인 人間에 의한 變遷

人間의 精神的 身體的 狀況은 被服選擇의 가장 主되는 要件이다. 人 

間의 主張에 의해서 이루워지는 일이기에 人間이야말로 被服變遷의 主 

要因이라고 본다.

② 被服材料에 의한 變遷

被服材料의 種類는 被服의 變遷에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 獸毛, 獸皮 

時代로부터 農耕時代에 있어서의 編物, 織物의 創案, 麻, 木綿, 毛, 絹



纖維에 의한 織布 染色 둥으로 高級織物 둥의 產出과 地域과의 關係 둥 

이 衣服形態를 左右하게 되며, 이것이 人間의 欲求와 生活目的과를 關聯 

시켜 變遷의 要因을 이룬다.

③ 社會情勢에 의한 變遷

人間은 集團을 이루고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실이 被服에도 큰 影 

響올 미치게 되며 한 편으로는 着衣의 同一性을 願하는 意識이 種屬間의 

安寧을 求하고 타편으로는 自己表現올 통하여 그 存在를 主張한다. 即, 

이러한 것이 部屬間에는 屬長 또는 王位의 表現으로서 被服形態를 만들 

어 왔으며 被服類의 階級標識로서의 段階도 만들었다. 이리하여 한 集 

團 뿐만 아니라 他集團도 역시 이러한 形態로 發展하여, 각기 多樣한 

形態는 貿易, 交流, 交戰 둥을 通해 影響올 주고 받았으며 그 時代의 

政治, 經濟, 風習 둥이 融合하여 多樣한 被服을 만들어 내면서 變遷을 

거듭해 왔다.

④ 生活習慣에 의한 變遷

各 地域에 있어서의 生活習慣은 自然히 被服의 形式, 色彩, 着裝 둥을 

만들게 된다. 또 住形式 即, 坐式이 냐 椅子式이 냐에 따라서도 그러 하거 

니와 室內裝備（冷暖房）가 被服材料에 變化를 미치게 되어 從來의 生活 

習慣이 變化함에 따라 被服類도 變化한다.

以上 被服의 變遷은 多樣하여 限이 없으며 主體인 人間올 中心으로 被 

服材料, 社會情勢, 生活習慣 둥이 相互作用하여 變遷올 계속하고 있다.

2) 變遷의 實態

① 古代의 被服 (BC 3000〜AD 400年 : Egypt, Assgria Kreta, Greece,

⑧ 엠파이어 스타일 ⑨ 크리노린 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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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時代）

世界最古의 被服資料로서 남아있는 것은 이집트(egypt)時代의 것이 

다. 當時의 衣服은 그 構造上 ① 腰衣型(1。也 cloth type) ② 스카트 

型(skirt type),③肩衣型(cape type),④ 寬衣型(tunic type),⑤ 貫頭 

衣型 (robe type), ⑥ 肩掛型 (shoul type) 으로 나눌 수 있다. 即, 古代에 

있어 서의 被服類는 한 마디로 말해서 천올 몸에 감아서 입 었으니 드래프 

리 (drapery) 時代라고 말할 수 있다. 이 方法은 나라나 地方에 따라서 

多少의 相異點은 있었으나 단순하면서도 創意的인 것이었다. 권력자는 

多量의 천을, 從屬者들은 분에 알맞는 少量의 천을 갖고서 몸의 一部를 

가렸었다.

② 中世의 被服 (4〜15世紀 : Byzanz, Romanesque, Gothic 時代)

그리스도敎를 中心으로한 文化가 번영하여 信仰의 象徵으로서 매우 注 

目되는 것에 다르마티카(dalmatica) 가 있다. 身分에 따라 크라비 (clavi) 
라는 장식올 달았다. 南北의 交流가 盛해짐에 따라 다른 地方의 文化가 

점 차 들어 오게 되 자 服裝에도 南方系 衣服과 北方系 衣服이 한데 어 울려 

이 루어 지 게 되 었다. 初期에 는 .dalmatica의 變型인 간나 (gunna) 가 사용 

되 었으나 13世紀頃에는 十字軍이 일어 나 東方文化의 影響을 받아 소매 

끝이 넓어지고 길어 졌으며 매듭올 하여 調節과 裝飾올 겸한 것이 나타 

나게 되 었다. 이 것이 브리오(bliaud) 이 다. 이 리 하여 차츰 南方의 모방은 

적 어 졌으며 다음 時代인 고틱 (gothic) 樣式에 통하는 立體的인 裁斷올 

衣服에도 받아들이게 되 었다. 上體는 몸에 마추어 密着된 形을 취하고 

아래로 내려 감에 따라 넓고 부드러운 表現이 되 었다. 무, 다트, 切開 

線 등의 技術을 使用하여 裁斷法과 裁縫이 複雜해지고 造形的 表現으로



서 새로운 手段이 考案되게 되어 現代의 洋服裁斷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時代에 만들어 졌다.

③ 르네상스 (Renaissance) 時代의 被服

스페 인으로부터 시 작된 화싱 가르 (farthingale) 라는 輪骨이 移入되 어 

화싱가르와 고르셋트 (Corset) 를 使用하므로서 婦人의 自然的인 실루 

엣트는 衣服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衣服의 실루엣트는 허리가 極端 

的으로 옆으로 벌어 졌으며 거기로부터 치마 밑단까지 垂直으로 흘旬 

내리게 하였으며 허리는 몹씨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字形으로 하 

였다. 목 둘레를 장식한 레스는 점점 더 크게 되어 드디어는 라드• 

(I句T) 라는 칼라로 變化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매에 스랏슈 (slaw上) 

를 通하여 속옷이 내다 보이게 하는 등 複雜하였다. 이리하여 時代二 

人間精神의 革新을 向하여 自由스러운 立場에서 自然과 人間을 再考헤 

야 했으나 服装은 이와는 반대로 가장 造形的이고 技巧的인 膨脹型으도 

만 달렸다.

④ 近世의 被服 (17〜18世紀 : Baroque, Rococo時代)

男裝은 오트쇼스라는 좁고 짧은 바지 를 입고 어깨 에는 애 포렛트(Epa
ulet) 라는 肩章같은 것을 장식 하였으며, 특히 칼라나 카프스에 아름다운 

레스를 사용했다.

女装은 엘리자베스 칼라가 유행하고 프린세스 라인이라는 裁斷法도 

유행하여 몹씨 화려한 服裝이 되었다. 婦人服 스카트는 크게 퍼진 베르 

튜가드 (vertugade) 라는 스타일이 되 었다. 이 時代는 優美함이 强調되 었 

기 때문에 후릴, 레스, 리본 등으로 귀여 움을 表現했다. rccoco時代 

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服飾의 極限的인 發達에 이르렀으며 머리 모양 같 

은 것은 史上 보기드문 모양을 이루웠다.

⑫ 모一데 사롱에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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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近世의 被服(19世紀 : 프랑스 革命, Empire style, Romantic style, 
Crinoline style, Bustle時代)

로코코 (rococo) 의 服裝은 華麗의 極致를 이루다가 프랑스 革命을 겪 

고, 그토록 豪華로웠던 服裝은 불태워 없어졌으며, 나폴레온이 帝位에 

오르자 엠파이 어 스타일 (empire style) 이 全유럽 에 유행되 었으나 이 것도 

오래가지는 아니하였으며, 나폴레온이 失位하자 革命이 일어나 1830年 

에 는 만슈 기 고 (manche gigot) 라고 불리 우는 스타일 이 유행 했 다. 1856 
年에는 crinoline style이, 1870年에는 polonaise (포로네 즈) style이 유행, 

女子의 服裝 디자인의 重點이 뒷 面에 集中 되 었었다. (bustle時代)

19世紀 全般을 통해서 말하면 이 時代에는 두 種類 혹은 세 種類의 

服地를 可能한 限, 여 러 조각으로 裁斷하여 衣服을 만드는 方法이 쓰여 

왔다. 이 를테 면 同色이 면서 다른 材質이라든가 같은 服地인데 色이 다 

르다든가 혹은 同色인데 光澤의 有無로라든가 하는 언바란스的인 감각 

올 즐겨 택했다.

⑥ 現代의 被服(20世紀)

男女 다 같이 간소화 되 었다. 그 방대한 被服量은 이 時代에 와서 점 

차 小量으로 되어 이제 겨우 被服類가 사람 몸에 마추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女性의 活動分野가 넓 어 지게되자치마 길이가 짧아져서 활동적 인 

形으로 되 었다는 것이 큰 變化이다.

그리고 19n年에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高級衣裳店 (haute-couture) 協 

會가 設立되었 다.

第1次 世界大戰 後 슈트 (suit) 가 나타나 男子의 紳士服과 함께 服裝의 

世界化를 생각할 수 있는 스타일로 되었다. 要컨데 20世紀 服飾의 특 

징은 저널리즘의 宣傳力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 映書의 

普及, 스포츠의 流行 둥이 특히 女子의 코스튬과 모드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다. 그리고 特記해야 할 點은 女子가 고루셋트에서 解放되어 발랄 

한 아름다움올 갖게 되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第2次 世界大戰의 勃發로 

男性的인 드레스가 世界的으로 퍼졌다.

이리하여 유행은 그 이후 때에 따라서 실르엣을 달리는 했으나 또 다 

시 膨脹型으로는 되지 않는 傾向을 이루었다.

以上 西洋被服의 變遷을 槪觀하면 中世前半은 일반적으로 宗敎의 支 

配에 의한 딱딱함과 非個性的인 服飾이 主流를 이루었고 그 形態는 一 

部式構成이 많고 全體的으로는 풍요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十 

字軍의 遠征 이후는 近東으로부터의 많은 影響을 받았으며, 이것은 被 

服型 보다 오히 려 素材面에서이며 , 優美, 華麗한 絹織物이 나 高級毛皮 

類 둥을 들여왔다는 點 등이다.

르네상스 이후는 自然과 人間性을 尊重한 思潮아래서 藝術이나 學問 

뿐만 아니 라 모든 分野에서 새로운 方向이 이루워졌으며 마음의 解放은 

새로운 價値觀에 의한 服飾의 追求를 向하게 되었다.

中世의 劃一的 傾向속에 갇혀 있었던 集團的 服飾에서 新興諸國의 國 

王이 나 貴族들의 周邊에 제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形成되 었으며, 그 影 

響은 自 由를 獲得한 市民社會 속에 個性的 創造的 色彩를 띠우면서 普及 

하게 되었다. 특히 18世紀의 後半은 產業革命으로 因한 各 分野의 機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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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明, 動力化 둥 그리고 綿業 둥은 服飾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하였 

다.

그 중에서도 미싱의 發明（1851年）과 綿織物產業은 그 이후의 服飾을 

데모크라시 方向으로 이끄는 要因이 되었다.

現在는 產業革命에 의해서 주어진 機械가 짧은 時間內에 大量的인 製 

品을 만들어 내 는 마스製產 시 스템 속에 서 디 자인도 技術도 그 시 스템 속 

에 適合되 겠금 간략화 되고 劃一化되는 傾向올 면치 못할 것이 다. 一般 

大衆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생활감각은 消費를 미덕으 

로 생각하리 만큼 변화된 것이다. 그것은 19世紀 中葉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여 haute-couture가 一部 特權階級을 대 상으로 하는 경 영 보다는 

旣成服產業이 活氣를 띠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現代는 旣成服 

時代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現代는 새로운 社會（脫工業 

社會, 脫패션社會）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脫工業社會라고 하여 決코 工業이 消滅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機械 

를 使用했었는데 이것이 機械가 機械를 使用하게되는 構造가 되는 것을 

脫工業化社會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脫패션이라고 하는 말도 패션을 全面 否定하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쉴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패션產業 붐이 앞으로 移行해야 할 

狀態를 脫패션이라고 한 것이다.

4. 服裝의 研究

現代社會에 있어서 社會問題는 극히 빠른 속도로 大衆의 生活에 影響 

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좋은 實例로 中東諸國이 石油를 戰略的으로 利 

用한다는 發表는 즉시 우리 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된다. 즉, 경 

제구조의 변화나 우리들의 生活과 密着되어 있다는 點이다.

服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角度에서 檢討할 때 이 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現代生活에서 服裝이 차지하는 

位置는 社會變化와 人間의 變化라는 相關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變 

化가 急速하기 때문에 衣服이나 衣生活에 미묘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 

다. 從來와는 全然 異質的인 섬 유나 材質의 開發, 現代의 價値觀이 나 감 

각을 反映한 디 자인이 나構成技術, 生活의 變化에 따르는 着裝法 등 今 日 

의 服裝은 크게 變化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服裝의 硏究 

는 점점 더 多種 多樣해지게끔 되어 있으며 專門分化가 이루워져 가고 

있다. 衣服을 物體로서 考察하는 경우 着裝과의 關係에서 보는 경우, 

個人的 社會的 生活領域에서 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 

다.

앞으로도 계속 科學的인 硏究와 硏究成果의 導入에 따라 實質的인 服 

裝生活에 發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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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Design의

Pattern과 그 開発

文 修 根
當센터 디자인開發室 研究員

國內企業 혹은 海外의 企業 그 밖에 纖維關係 

의 메이커 또는 商社는 各 企業의 競爭에서 未 

來의 發展에 對한 成長올 遂行하기 위하여 많은 

努力올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과격한 競 

爭에서 어떻게 하면 勝利할 수 있는가? 이러한 

問題는 纖維產業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의 最大關 

心事가 아닐 수 없다. 生產構造 面에서 볼 때 現 

代 纖維產業은 從來의 生產指向的 產業에서 市場 

및 消費者指向으로 漸次 移行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纖維產業 從事人들은 生產面과 最終製品의 

市場化에까지 더욱 關心올 두어 야 할 것같다.

無限히 生產되어지는 各種 纖維原料 또 날로 

새로워지는 素材組織의 發展에서 크게 이ose up 
되는 것은 그 다음 段階에 올 디자인의 附加價 

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全 人類가 憧憬하는 美에의 追求, 전혀 흰 纖 

維組織 위 의 鮮明한 色彩一여 기 에 는 colour tone 
colour contrast, combination pattern, motive 둥 

의 市場性, 加工性, 藝術性에 依하여 無（白）에서 

有（色彩）로 創造되 어지는 textile design—그것 

은 纖維產業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들이 理解하 

여 야할 嚴然한 事實이다. 더우기 現在 先進諸國 

에는 素材 以上으로 디자인의 附加價値가 販賣 

를 左右할만큼 큰 比重올 여기에 두고 있는 것 

이 다. 그것은 곧 纖維素材의 새로운 開發에는 

어 느 程度의 限界가 있으나 design pattern 에 서 

는 人間의 頭腦가 進步하는 이상 디자인의 存在 

는 無限하다는 생 각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特히 多樣하게 變動하는 消費者의 心理를 리 

드 할 수 있는 權威있는 디자인의 補給으로 先 

進諸國의 纖維市場은 圓滑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纖維市場에는 感覺性이 높은 디 

자인을 강렬하게 希求하고 있으며 水準이 높고 

豊富한 個性的인 디자인의 提供을 기다리고 있 

다. 그러나 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外國製 

品의 憧憬, 디자인의 模倣 및 copy, 經營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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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時的인 營利目的 둥으로 인하여 우수하고 固 

有, 獨創的인 디자인의 發展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實情이다. 더우기 最近 纖維產 

業의 衣類分野는 fashion 產業이 中心이 되어 더 

욱 디자인의 附加價値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이 世 

界的인 傾向이다.

이 와 같이 섬 유산업 은 fashion 產業이 그 中心 

的인 역 할로서 發展되어 가고 있는 先進諸國에 

比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너무나 顯著하게 퇴 

보되어 있으며 今後 海外市場消費의 多樣化（경 

우에 따라서 는 大型化）에 對應할 디 자인 開發이 

時急히 要請되어 지 고 있 다.

1. design pattern 의 把握

前記에서 도 말했듯이 textile pattem 은 無限하 

게 開發되 어 질 수 있 다. 이 와 같이 많은 pattem 
을 正確하게 分類함으로써 섬유企業의 販賣豫定 

data, 販賣實績 data 의 把握 및 各種 data （生產 

및 加工 data, 次期販賣 data） 혹은 正確한 fashion 

의 catch, 流行色의 data 둥 산출이 용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綜合的인 디자인 data 또는 販 

賣 data 가 수립 된 후에 次期販賣企劃에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어 어 느 섬 유기업 의 76年度 spring 
season 을 위 한 디 자인 및 販賣企劃 schedule 올 

簡單히 記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大略 方向設 

定이 될 것이다.

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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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會
new design 發表

2. 디자인 附力價値의 close up

大衆의 共鳴을 얻올 수 있는 美에 對한 表現 

은 바로 產業 디 자이 너 의 使命이 며 責務에 있다.

纖維價値에 뒤 따르는 디자인의 價値가 附加 

되어야 纖維가 本來 가지고 있는 商品價値를 發 

揮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纖維素材와 디자인 

그것은 纖維製品에 있어서 不可缺한 條件을 갖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開發에 限界를 갖고 있는 素材에 比해서 無限 

히 開發과 進展이 可能한 디 자인 pattem 에 큰 

比重을 둔 先進諸國의 디자이너의 多樣한 活動 

은 그 만큼 優秀한 디자인으로 섬유산업의 領域 

을 크게 確保하고 있다.

纖維產業 順序에 따라 簡單히 記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의 附加價値를 理解할 수 있 

다.

素材價値
I_____________________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

纖維原料 卜| 原糸 卜| 織物, 編物 卜| 生地 및 染色 卜| 白 HI 單色 H 無地 및 復合色 卜| 디 자인 hl 製品 및 加工

design patteiF 附加價値

•7 4-



3. textile design 의 3大要素

①市場性

消費者의 共鳴을 얻을 수 있는 最大公約數的 

인 pattern 을 말하며 이 것 은 너 무 一方的으로 

消費者指向的이 되 어서 는 안되는 것이 다.

②加工性

아무리 우수한 dasign 의 要素가 포함되 어 있 

다 할지라도 加工하지 못할 디자인은 디자인 本 

來의 使命을 다 하지 못한다. 그러 나 加工技術에 

따라 染織加工의 坡大効果를 노릴 수도 있다.

③藝術性

現代生活에 match 되 는 個性的인 fashion 感覺 

은 바로 販實實績의 key point 가 되 지 않을 수 

없다.

藝術性은 一方的으로 消費者指向的으로 될 수 

는 없으며 fashion 올 創造하는 힘 을 가지 고 있 

어 야 한다.

以上과 같은 디자인의 要素들은 그 比重을（重 

要度）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完全한 纖維製品을 100으로 볼 때에 市場性을 

50% 加工性올 30% 藝術性을 20%의 比重을 두 

어 그 要素가 一體化될 때 에 비 로소 우리는 그 

디자인이 우수한 textile design o] 되 었다고 볼 

수 있겠다.

4. textile design 의 分類

（1） 染織에 依한 區分

①先染一織組

②後染一print
0 machine print （機械捺染）

Oscreen print （羊自動捺染） 

Ohand print （手捺染）

（2） 染織媒體에 依한 區分

①用途別

Oout wear （ 日 常服, 外出服, party 服 등）

O under wear
O interior

②對象別

C）男，女

。年齡層（老年 靑年 少年 등）

③地方別

O都市（嶄新）

。地方•（保守的）

④輸出別

O對先進國

。對後進國

O對中進國

⑤ 季節 및 기후別

。季節

。열대 및 한대地方

（3） 染織工程에 依한 區分

①素材別

cotton, raycn, nylon, acetate acrylic, 데드 

롱, silk, wool 등
②組織別

。織物（다후다, shirting 등）

O 編物 （져 지 등）

③染織別

先染，後染

④捺染別

machine print, screen print, hand print 特 

殊 print （photo print）

(4) design pattern 의 分類

우리가 자주 接觸하고 있는 모든 textile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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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物의 服;世 Pattern 의 例

인은 대 략 다음과 같이 pattern 別로 區分할 수 

있다.

① 꽃 pattern
꽃을 主題로 한 디자인을 말하며 꽂의 描寫方法 

에 따라 디자인의 범위는 擴大되어 진다. 寫實

調의 pattern 線이 나 點으로 描寫된 pattern 古 Border pattern 形式의 例（디 자인 : 프랑스）

代 Rococo 方式으로 描寫된 pattern 등 디 자인 方 

式에 따라 pattem 의 樣式이 變化된다. print 
pattern에 있어서 最近 유럽 美州에서는 自然과 

關係되 는 風物이 나 古典調의 pattern 이 많이 등 

장되고 있다. 섬세 화려하고情緖的인特色을지 

니 고 있는 Rococo 方式의 디 자인이 유럽 의 도자 

기에 表現된 一例에서 유럽의 家具나 工藝品 室 

內裝飾物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②幾何學pattern

現代科學의 發達로 先進外國에서는 computer 
에 依한 print pattern 이 試圖되 고 있 다. 幾何 

學的인 銳角이나 鈍角으로 表現되어 지며 그 外 

다른 事物과 mix 調의 디 자인도 着想될 수 있 

다.

③更沙pattern
一種의 古代 saracen 民族의 건축양식 이 나 民 

族衣裳에 서 온 디 자인 pattem 을 말한다.

이것은 花草 果實 植木 家屋 뿐만 아니라 人 

物 風景 古代風物 둥의 主題가 saracen 樣式으 

로 變化된 것 이 며 그 外 인도 유럽 中國 韓國 等 童話的인 主題의 커 텐 디 자인 （디자인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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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에서의 獨特한 紋樣을 위와 같은 樣式으로 表 

現할 수 있다.

④抽象pattern
近來에 와서 ■抽象 pattern 이 單色으로나 複合 

的으로나 많이 展開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 

한 繪書的 touch 의 油繪調의 pattern 둥으로 多 

樣하게 表現할 수 있다.

⑤具象pattern
海外의 경 향으로는 女性用 服地나 scarf 뿐아 

니라 男性用 넥타이 등에서도 古代裝身具나 어 

린아이 또는 女性用 物品을 主題로한 디자인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寶石 기타 

加工物 또는 나무 果實 등의 自然風物이나 人物 

家屋 sport 物 둥의 豊富한 素材를 現代的인 感 

覺으로 表現하고 있다.

⑥ 물방울 pattern
圓의 大小로 構成되어 진 디 자인올 말하며 圓 

하나의 單一調와 다른 事物을 混合하여진 複合 

調의 두 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

⑦ stripe pattern
디 자인上의 motive 가 一律的으로 配列된 것 

을 말하며 縱線 또는 橫線으로 配列할 수 있다.

⑧ check pattem (格子)

⑨流通pattern
motive 의 變化感覺이 豊富한 디 자인을 말하 

며 主題에는 구애됨 이 없이 表現될 수 있으며 身 

體的인 條件으로 보아서 東洋人보다 西歐人들에 

게 適合한 pattern 이 다.

⑩ border pattern
⑪ one point pattern
衣裳의 一部 또는 衣裳을 强하게 表現하고자 

할 때 많이 볼 수 있으며 海外 fashion show 둥 

에서 가끔 表現되어 지고 있다.

⑫ type pattem (文字)

英語의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를 應用하여 

디자인된 것을 말한다.

5. pattern design 의 製作區分

(1) original design

獨創的인 全혀 새 로운 pattem 의 創作을 말하 

며 이 것은 消費者 및 fa아lion 올 리드 할 수 있 

는 새로운 디자인이라야 한다.

(2) mortify design

完全한 創作物이 아닐지라도 original design 
中의 一部 또는 類似하게 變化시 켜 製作한 것을 

말한다.

(3) series design

國內 또는 外國에서 好評받고 있는 pattern 
ample 올 copy 또는 模倣하여 original designs 
과 近似하게 製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것은 C이OUT 
motive, design 全般의 무드 등이 original design 
과 흡사하여 야 한다.

現在 우리 나라 섬유輸出 디자인 중 이러한 方 

法으로 製作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다.

(4) assort

어 떠 한 pattern design 이 完成되어 지 면 그 디 

자인에 對한 色의 配列이 必要하게 된다. 같은 

pattem 일지 라도 色相이 달라짐 에 따라 年齡충 

또는 色相의 기호度 등의 選擇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이것은 通常 5가지 方法으로 配列이 되어 

야 하며 colour combination 올 中心으로 이 루어 

진다.

6. 優秀한 textile pattern design 
의 要素

(1) textile design 의 3大要素

市場性 加工性 藝術性이 充分히 考慮되어 있 

어 야 한다.

(2) dassin 의 必要性

디자인上의 描寫方法에 있어서 造形技術이 基 

礎的인 美術知識 위에 있어 야 한다. 이것은 纖 

維本來의 價値를 하나의 線事物에 이르기까지 

充分히 表現함으로써 더욱 높여줄 것이다.

(3) colour

① colour combination 은 適正한 位置, 適切 

한 tone 으로 表現되 어 야 하며

② colour contrast 에 適正한 힘을 포함시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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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coloring 의 例로서의 커텐 디자인

（디 자인 : 日本通商產業省에서 선정한 good design）

— 

j府^^^當“^^^富二।

上카프 디자인 （디자인 : 프랑스）

하며 colour assort 에 充分한 變化와 balance 
를 주어 야 한다.

7. costume 에 對한 區分

야 한다.

③ 主題의 main colour, serve colour, accent 
colour (point colour) 의 使用 은 適正히 考 

慮되 어 야 한다.

④ step colouring 은 balance 가 유지 되 ①

(1) wear (woman)

—| formal —|

어 야 하며 優秀한 step-colouring 은 섬 유 

自體의 高級感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品位를 높여주는 역할까지도 한 

다.

. ⑤ 使用한 色數에 對해서 色의 効果가 

充分히 表現되 어 야 한다.

out 
wear

sport

I——------
—one piece
—dress
L民旅衣裳一

I—winter (스키服 둥) 一

—spring
I (casual wear) 둥
〔一summer (水泳服
j beach wear 둥)

'—autumn
(casual wear 등) 一

accessory

scarf, 손수건 
rain coat, 
hand bag, 
애프롱 등

(4) motive
②___

① motive 의 立體感 또는 流動感이 自 허 
然스럽게 展開되어 야 하며 motive 그 自 ।쯔%이

體의 變化와 調和가 balance < 유지 해 야

한다.

② main motive 및 serve motive 의 對
比感이 充分히 考慮되어 야 한다.

「까운------

—그^——negligee
________ —pajamar

1一그外 室內服」

；-寢具-

—메 드래 스

——cover
—各種cover•類

⑸ 空間의 適正한 balance

（6） 染色加工 工程上의 能率이 考慮되어야

I—— 
__________ |—slip 

— 화운데 이션--------

—stocking
—short 등

(2) wear (man)—

——
—마후라

—casual wear
—손수건 

一水泳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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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ior

—table close
—커텐

—carpet
—各種mat
一그外 室內裝飾物

레 저 붐의 상승으로 레 저月艮 （스키服） 에 서 도 다양한 Pattern 
이 요구된다

8•結 論

이 제 까지 天然섬 유 資源의 生產國이던 後進國 

에서도 섬유생산 시설이 導入되어 국제무역을 

形成하게 되 었고 國際市場에 서도 强力한 競爭 

이 되고 있다. 그러 나 西歐나 北美에서는 纖維產 

業의 根本的인 再調整期에 들어섰으며 現在에와 

서는 相互競爭關係로 生產國에 大混亂을 惹起하 

는 경우 規制措置로까지 調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 나라 纖維企業의 體 

質的인 改善은 設備의 徹底, 近代化生產의 集中 

化 , 專門化 , 新製品（디 자인 포함）의 開發 및 纖 

維製品의 市場開拓力의 强化 등올 들지 않올 수 

없다.

纖維製品의 品質을 가늠하는 基準으로서 物理 

的인 優秀性과 디자인의 優秀性을 말했듯이 一 

時的인 企業營利目 的을 떠 나 先進諸國의 技術導 

入과 더불어 우수한 디자인의 導入 및 開發로 

우리 나라 纖維輸出品의 高級化를 기 하여 야 할 

것이다. 特히 디자인 面에 있어서는 市場化된 

디자인의 등록制가 있어 模倣이 나 copy 가 있올 

수 없는 外國의 경우는 그만큼 質的 量的인 new 
design 이 生產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 서 도 디 자인에 對한 보호와企 

業相互間의 協助가 있어 야 할 時期가 온 것 같다、

간첩잡아 애국하고

유신으로 번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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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育的 側圆에서 본 造形의 表現

鄭 大 有

仁德藝術工科專門學校專任講師

L序 論

Design 表現의 優劣性은 Designer 自身의 哲 

學, 觀察力, 興味, 關心度, 素材의 選擇, 表現 

의 方法, 個性, 思考方式 둥의 諸與件에 따라서 

表現의 差異가 決定되어 진다. Design 表現의 

基礎槪念은 客觀性으로 導入되며 心理的인 槪念 

이 必要하게 된다. 다시 말해 自我의 哲學에 物 

理學的 表現方法을 添加한 自我心理를 槪念化한 

것으로 Design 表現 活動은 隣接學問과의 竝立 

狀態에서 成立되어 진다. 結果的으로 自我의 哲 

學에 表現方法이 缺乏 되어질 때 그 表現活動은 

弱해지 며 生命力은 잃어 가게 되는 것 이다. 反 

面 自我哲學과 表現方法이 成長 되어질 때 비로 

소 새로운 發展이 있으며, 創造意慾이 싹트기 

始作하는 것이다. 새로운 造形의 表現方法은 

Design의 未來像을 다른 次元의 觀點에서 客觀 

的, 理論的으로 把握하는데 漠然한 狀態에서 明 

確한 狀態로서의 秩序를 發見하게 하여 주는 것 

이 다.

2. 發見과 觀察

(1) 素材의 發見

素材를 發見하는 目的은 形態, 機能, 構造를 

把握하고 basic 한 訓鍊을 通하여 그 素材가 가 

지고 있는 特定한 性質을 目的에 따라 効果있게 

잘 使用하는데 있는 것이다.

從來의 旣成觀念에서 벗어난 態度로 素材의 

造形的 表現 可能性올 探究하여 그 素材가 지니 

고 있는 色彩, 形態, 材質 등에서 나타나는 審 

美的, 機能的인 側面을 追求하고 加工性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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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他物理的, 化學的인 面에서도 素材에 對한 

發見의 態度를 가져야 한다.

우리들 周邊을 둘러싸고 있는 素材는 無數히 

存在하고 있으나 大別하면 自然物과 人工物로서 

물 또는 흙은 自然物 中에서도 固定된 形態가 

없는 素材로 생 각할 수 있으며 가루, 음료수, 

시멘트는形態가 固定되어지지 않은 人工物로 

規定지 올 수 있다. 이런 類의 素材들은 外部로부 

터 힘이나 壓力을 加할 境遇 形態나 크기가 달 

라지는 것으로 流動性과 粘彈性的인 現象이 發 

生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球形의 素材를 觀察할 때 3가지 

의 現象올 發見하게 된다.

① 球는 地面에서 몇번 回轉하다 停止하는 彈 

性的(elastic)現象

② 粘土球는 地面에서 곧 바로 形態의 變化를 

가지는 塑性的 (plastic) 現象

③ 水銀球같은 球는 形態를 維持하면서 地面 

上을 流動하는 粘性的 (viscosity) 現象이다.

材質이 나 物理的 性質로서 素材를 區分한다면 

3次元的 面에서는 덩어리 (mass), 線材, 板材, 

2次元的 面에서는 點, 線, 面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러한 素材들은 連續的, 循環的 關係를 가 

지고 素材로서 形態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

또한 造形의 素材는 有形的인 自然物과 人工 

物로 우리 視覺에 비 추어 지 는 2次 또는 3次元의 

形態와 無形的인 形態로 理想 또는 幻像的인 視 

覺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心的 感情으로 表出되 

는 素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素材의 觀察

造形의 形態는 觀察로부터 始作된다. 册床은 

4角이다, 꽃은 아름답다고 하는 具體性이 없는 

漠然한 觀察의 行爲와 册床이 나 꽃의 材料가 무 

엇이며, 어떠한 模樣이며, 色相은 어떠하며, 크 

.기는 얼마나 크다는 細密한 觀察의 行爲로 區分 

지을 수 있다. 具體的이며 細密한 觀察의 態度 

는 造形의 形態把握에 있어서 思考方式의 展開, 

應用力의 培養, 創造力의 進步에 根本的 意義를 

갖게 하는 것 이 다.

素材의 觀察中 形態에 주어진 美的 感覺에 對 

한 觀察도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다. 美를 槪念 

的으로 分類하여 본다면

—物質美一 

美一生命美

—精神美一

—自然美一

-優美， 壯美，崇高美， 
怪奇美，悲裝美，

洗鍊美，單純美，複雜
一美，均齊美，統一美， 
滑稽美，

一人間美——自然美에 諷刺美를 添 
加한다.

도한 모든 造形의 素材에 있어 美的인 것은 現 

象領域에 따라 一般的으로 自然美 (the aesthetic 
in nature) 와 美術美 (the aesthetic in art) 로 大 

別해 볼 수 있다. 이 兩者는 美學上으로 beau
tiful 以上의 the aesthetic으로서 共通된 特質을 

가진 槪念이다.

이 以外에 兩者의 中間에 位置하여 實利的 功 

利性과 密接하게 結付된 美로서 工業的 내지 技 

術的 工作物의 美인 技術美를 들 수 있다.

一般的으로 自然美는 藝術美의 對立槪念으로 

서 自然的 現實의 美이며 風景의 아름다움의 美 

뿐만 아니라 人間, 人生, 歷史, 社會 등을 包含 

하여 現實生活에서 體驗되는 美를 意味한다. 한 

편 藝術美는 藝術的 所產의 美로서 人間의 藝術 

意慾에 依해 美的으로 價値가 있는 것을 創造하 

려는 意圖下에 自然에게서 주어진 素材를 加工 

形成하므로서 成立되 는 美이다. 自然美는 自然 

의 事物이 나 事象에서 주어지는 美이며 藝術美 

는 藝術作品의 美로서 人間에 依해 創造되는 精 

神의 所產이다. 그러므로 觀察할 수 있는 素材 

에 對한 美的 價値는 自然과 人工物의 素材에 對 

한 細密한 觀察과, 觀察된 素材를 再整理 시킬 

수 있는 能力에 있으며 應用할 수 있는 潜在力 

은 明確한 素材의 觀察이라는 體驗에 있다.

素材의 明確한 觀察에서 統一性, 對照性, 律 

動性, 均衡性 둥의 特質을 發見하여 素材와 人 

間과의 心理的, 生理的 關係나 素材와 素材와의 

物理的 關係의 密着性을 成立시켜야 할 것이다. 

그 結果 觀察되어진 素材는 美感과 快感올 줄 

수 있는 心理的(Psychological), 生理的(Biolo
gical), 物理的 (Physical) 의 複合된 造形으로서 

나타난다.

素材의 形態, 色彩의 心理的 精神的인 面을 追 

求하는 한 편 生理學的인 面과 人間工學 (Human 
engineering) 的인 工學과 技術과의 關係인 物理 

的인 面도 追求하여 素材自身이 가지고 있는 材 

質性, 時間性, 變化性, 構造性의 理論的 硏究가 

必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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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察의 目的은 素材에 對한 感覺과 直觀力, 

計劃的이고 進取的인 創造力 培養에 있다.

(3) 觀察의 態度

造形表現의 根本的 態度는 素材의 正確한 觀 

察에 依하여 形態와 色相을 媒體로 하여 視覺化 

된 表現올 많은 사람에게 傳達하는 한 편 社會的 

인 責任올 背景으로 한다. 自己思考의 表現을 

具現시킬 수 있는 態度에 그 根本을 두어 야 한 

다. 固定된 槪念에서 脫皮하여 새 領域의 造形 

感覺올 展開시 켜 어 떤 條件에도 廣域的인 反應 

에 應할 수 있는 柔軟한 頭腦를 開發하는데 있 

다.

3•研 究

Modern technique에 있어 表現活動에 根本올 

이루고 있는 것은 反復된 訓練이다. 이 訓鍊에 

依하여 가장 合理性 있는 單純化된 形態로 集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造形의 硏究活動은

① 社會的인 意味로 繪書, 彫刻, 建築

② 經濟的인 意味로 賣品, 非賣品

③ 材料的인 意味로 東洋盡, 西洋畫, 工藝

④ 地理的인 意味로 外國, 國內, 地方

⑤ 歷史的인 意味로 傳統, 現代

⑥ 年齡別, 性別의 意味로 年少, 男女

⑦ 職業別 意味로 Professiconal, amateur
⑧ 目的의 意味로 鑑賞作品, 實用作品

⑨ 量的인 意味로 一品製作, 大量生產

⑩ 季節的인 意味로 區分하여 볼 수 있으며 

造形敎育의 基礎的인 立場에서는

① 造形要素로 形(shape), 빛깔(color), 表面 

의 결 (texture), 量感 (volume), 空間 (space) 
둥

② 造形秩序의 要素로 調和 (hamiony), 對比 

(contrast)，均衡(balance),律動(rhythum)， 
反復(repeatation),對稱(symmetry),不均 

齊(assymetry),上匕例(proportion), 漸層 

(gradation) 둥
③ 表現의 技法으로 形의 表現方法，圖法둥 

으로 나눌 수 있다.

Des运口 活動은 生活環境을 보다 좋게 維持하며 

社會와 日常生活과의 距離感을 短縮시키는 役割 

올 한다. 그러므로 Designer의 素養은 優先的으 

로 平凡한 生活 속에서 育成되어야 한다. 그리 

고 生活中에 存在하는 素材를 對하였을 때 識別 

할 수 있는 姿勢가 必要하며 보다 生活人이 되 

어 야 한다는 것 이 다.

(1)形 態

形의 存在없이 造形은 存在할 수 없다. 形에 

는 色彩와 材質이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骨格은 形이 決定지워 주는 것이다.

形에 對한 硏究의 意味는 形의 再現이 아니고 

새롭고 美的 形올 創造해 내는 것으로 自然物이 

나 人工物에 人間이 아름답게 意識할 수 있도록 

하는 造形訓鍊이다. 이것은 自身의 感情과 思考 

가 內在하여 있을 때 生命力을 갖게 되는 것이 

다.

形의 硏究方法은

① 自然物과 人工物의 觀察, 分析, 描寫, 表 

現

② 幾何學的인 形의 構成 (mechanic)
③ 有機的인 形의 構成 (organic)

•④ 偶然的인 動作에 依한 形의 構成 (automa- 
tic)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色 彩

色도 形과 같이 造形의 基本的 要素로서 보다 

빨리 느낄 수 있는 方法은 色彩에 對한 理論知 

識을 生活과 學問全般에 걸쳐 實感있게 느끼게 

하여야 하며 造形에 있어서는 實際로 多種의 色 

料와 色彩를 體驗하여 配色에 對한 感覺과 理解 

를 높이고 더욱 色彩를 効果的으로 銳敏하게 使 

用할 수 있는 方法을 硏究해야 한다.

(3)材 質

各種 材料가 가지고 있는 特徵的 性質로서 材 

料의 表面上에서 여러 가지의 變化를 가진 材質 

이 人體의 末梢神經에 느껴지는 觸覺으로 造形 

의 感情을 誘發시 켜주는 要素로 새로운 材質의 

發見과 새로운 造形感情을 認識할 수 있는 動機 

가 되며 各種 材料를 造形의 素材로 다루어 볼 

수 있는 要因이 될 수 있다.

材質은 物體를 構成하고 있는 特質로 組織配 

列, 造成構造로서 材質이 가지고 있는 狀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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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의 感情에 視覺的이며 心理的 影響을 주는 

것이다. 材質의 硏究는

① 質感의 集合으로 質感이 가지고 있는 類似 

點과 相違點을 比較하며

② 質感의 結合으로 생기는 現象, 結果와 效 

果를 發見해 본다.

(4)材 料

造形의 表現과 技法은 材料選擇에 따라서 새 

로운 造形의 可能性의 範圍가 넓어지게 된다. 

制限된 材料의 選擇은 固定된 觀念속에서 創造 

性이 없는 思考方式으로 되어버릴 可能性이 있 

는 것이다

材料特有의 性質을 經驗하게 되므로 因하여 

未知의 造形表現의 可能性을 發見하며 造形올 

有効하게 使用한다면 創造力에 對한 基盤을 튼 

튼히 할 수 있다.

材料의 力學的 性質, 구부러지는 힘, 彈力性, 

늘어 나는 힘, 압력에 對한 抵抗性을 實驗하므로 

서 平面이나 立體構造에서 應用되어진 近代의 

建築, 工藝品, 產業製品에 더욱 利用되어질 것 , 

이 다.

現代는 새로운 材料와 Design올 要求하고 있 

으며 複合材料의 硏究는 더욱 切實하여 spoon에 

서 宇宙船에 이르는 發展올 가져오게 되었다. 

마찬가지 로立體造形에 서 도美的感覺, 機能, 材 

質, 特性에 對한 多角的인 經驗의 必要性이 要 

求되어 지 는 것 이 다.

造形의 描寫나 表現을 爲한 材料用具에도 

Painting material과 Drawing material의 效果 

的 調和의 結果 造形의 發見에 있어 重要한 動 

機誘發이 되는 것이다.

4•描 寫

造形의 描寫에 있어서 먼저 客觀的으로 正確 

하게 보아야 하며 아무리 複雜한 造形일지라도 

그 根本은 單純한 形의 複合이라는 事實이다.

細部的인 造形의 描寫에서는 자세한 說明이나 

徹底한 觀察이 必要하며 立體感이나 材質感을 

나타내 러 고 할 때 에 는 實在感올 느끼 게 하여 야 

한다. 物體와物體의 關係에 있어서 는 複合된 形 

態를 正確히 보아 距離의 客觀性을 나타내는 能 

力을 길러 遠近法에 對한 方法올 철저히 익혀 

야 하겠다.

5•表 現

造形活動은 表現이라는 狀態에 이르러 具體的 

이고 綜合的인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하나 

의 새로운 造形을 創造하는 價値있는 行爲로서 

傳達의 意味를 갖는다.

傳達이란 어떤 表現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狀態이기 때문에 表現은 描寫를 前提로 두어 생 

각하지 않을 수 없고 表現은 視覺言語인 造形物 

에 依하여 自身의 思考와 새로운 感覺이 他人에 

게 理解되고 느낄 수 있는 機會가 되는 것이다. 

嚴密한 意味에서 表現과 傳達은 區別할 수 없으 

나 實感의 傳達과 事實의 傳達이라는 方法에 依 

하여 區別될 수도 있다. 人間은 每日 느끼고 있 

는 形態는 無意識的 혹은 習貫的으로 順應되어 

지며 이러한 造形의 形態는 意識속에 記錄되어 

졌다가 造形活動의 어떤 動機에 依하여 그 記錄 

되어졌던 形態가 敏感하게 心的 精神的인 衝動 

에 依하여 複合的으로 表現의 行爲가 發生된다. 

이러한造形表現을 爲하여는 끊임없이 素材의 

細密한 發見으로부터 表現에 이르기까지에 努力 

이 必要된다.

Design的 表現은 自己에 處해 있는 對象에 直 

感할 수 있는 率直한 表現이다.

6•結 論

造形의 世界는 漸次 複雜多技한 可能性이 있 

으므로 敎育的인 面에서는 basic한 것을 取扱하 

여 可能치 못한 造形의 表現올 可能케하는 것이 

다. 造形敎育에 있어 Design 表現은 形式的인 

技術을 몸에 익히는데 그 目的이 있음이 아니고 

創造的 活動과 知覺的, 感情的 基礎 training과 

構造的, 機能的 硏究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Gyorgy Kepes의 "The visual art today" 中 

We must use our faculties 
to the full with 
the scientist's brain, 
the poefs heart,
the painter's eye.를 생 각하면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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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始의 

\李 慶
‘ 慶南大專任講師

繼何子的 紋禎

錫

베닌族의 머리裝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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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는 언제 나 有幾的인 構造로서 人間의 生의 근거 를 이 루어 왔고 

人類는 文化創造 以來로 자신들과 더 불어 文化를 保存, 發展시 키 면서 

生滅해 왔다. 文化는 모두 固有한 表現方法을 .가지 고 발생 하고. 調落

했던 것이다. 

宗敎와 言語, 藝術과 道具 둥은 原始時代부터 文化의 산물로서 둥 

창했으며, 文化논 어느 時代에 있어서 나 제나름의 特性과 類型을 지 

녀왔던 것이다. 

文化類型(Cultural pattern)은 한 時期의 과거와 未來률 向한 洞察

이 綜合 形成되어처 통일과 外延울 가지고 완결된 全體볼 의미한다.

이 러 한 全體는 文化를 創造한 主體로서 의 當代 人間의 情神이 그 미

개상태로부터 눈을 떠가는 과정이였다. 그리하여 形態없는 것, 무한

한 것, 恒久的인 것으로부터 形態믈 갖춘 것, 有限한 것, 無常한 것

英領 Guyana의 바구니 紋樣 패 턴 콩고지방의 木器

北美 인디언의 더자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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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認識되는 순간에 文化는 달성 되었다.

藝術이라는 文化영역올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그것이 지향되어 온 

업적은 확실히 表面的인 것이지만 自體에 있어서의 無意識的인 것, 

내지 美 그것은 存在의 表現이며 영혼의 表現인 것이다. 그러므로 殘 

存해 있는 여러 文化의 유산들은 모두가 다 內面的인 洞察에 대한 근 

거를 두는 것이다.

人類生活의 進化狀態를 살펴 보면 거기에는 확실한 한 줄기의 흐름 

으로 連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原因은 언제나 結果를 낳으며 結 

果는 또 다시 다음의 原因올 초래하기 마련이다.

우리들은 人間이 이루어 놓은 美術史의 初步的인 단계가 石器時代 

로부터 발생 되 었음을 알며 食糧調達이라는 그들의 現實的인 條件이

콩고의 木製裝飾마스크 뉴기니아의 木製裝飾品 英領 콜럼 비아의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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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의 全部였음을 알고 있다. 原始美術의 發生은 그들의 이러한 生 

活의 과정에서 形式的 감정으로 변모 되면서 그 形式이 정리됨에 따 

라 이루어 진 것이다.

原始生活의 모든 類型은 動的이라기 보다는 靜的이며 오늘의 우리 

가 가지는 變化와 확장의 內的 욕구가 가지는 의 미와는 다른 것이다. 

때문에 原始社會는 獨立主義的이며 外部에 대해 방어적 性格을 지니 

는 것 이 다.

原始人의 世界에 대한 관심과 그의 類推를 本稿에서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原始紋樣을 考察하는데 있어 보편적 자료를 제시 

하는데 그칠 뿐이다.

原始社會가 지니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은 그들의 呪術的 宗敎와 崇

Arkansas에서 나온 陶器

뉴아일런드의 패들 紋樣 Arkansas에서 나온 陶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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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意識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同時에 孤立的 성격의 집약인 

小數部族集團 形成이 그들로 하여금 形式의 多樣함을 表出케 하여 表 

現의 다양성을 이루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原始的 裝飾美術의 傾向은 描寫에서 상징으로 옮겨지며 이러한 현 

상은 오랜時間 동안 한없이 반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守護像들의 

形態가 오랜 시 간이 경과 함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에 그 姿 

勢와 모양은 그 起源的인 性格을 잃는 傾向이 있으며 單純化되고 抽 

象化된다. 그 좋은 例를 中國의 象形文字에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그림으로 始作하여 時間이 흐름에 따라 모든 表現的인 起源의 

흔적을 잃고 單純한 記號로 되어가듯 모든 原始美術의 單純化的 現象 

은 장식적인 무늬에서도 明瞭하게 나타나고 있다.

原始美術에서 때로는 種族들의 表現樣式이 두 方法으로 中絶된다.

Culhuacan族의 陶磁器 紋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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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民이나 征服의 結果로 다른 種族의 傳統이 강제로 配合될 수 있으 

며 可視的인 外樣의 世界로 돌아갈 만한 條件이 展開될 수도 있다. 

이러한 例가 Gabon의 北西쪽 수백마일 떨어진 Equatorial 아프리카 

沿岸에서 進行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南西 알라스카에서 나온 에스키모의 假面은 모든 原始人들의 裝飾 

的 形式이 對稱的인 구성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때로는 이례적인 것 

도 있다. 알라스카에서 나온 에스키모 假面이 바로 그것이다.

알라스카에서 나온 木製 투구들 가운데는 놀라울 정도로 寫實主義 

的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스키모에서 起源했다기 보다는 인 

디안들의 作品이고 또한 그들의 기능적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 

의 장식적 表現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은 에스키모와 인디 안 

들의 장식적 表現의 紋樣들은 同一한 樣式으로 展開된다는 사실이다.

冰庭睜颜 

、不"、

Bushongo의 幾何學的 紋樣 Culhuacan 族의

도자기 紋樣

英領 기니아의 바구니紋樣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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彫刻에 비하여 그림이 나 무늬는 原始社會에서 종속적 역할로 나타 

나고 있다. 表現의 태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用途는 대부분 

의 지 역 공히 木刻이 나 人體에, 때로는 복잡한 장식무늬로 색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獨立的인 裝飾美術로서의 그림은 例外的인 

條件에 의해 表現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北美 北西海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Vancowver島의 Nookta 인디 안은 넓은 면적의 木造家屋올 

이룩하였는데 이 家屋의 매끄러운 판자벽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部族神話의 場을 장식 하고 있는데 壁의 部分 部分에 우뢰새 (thunder 
bird), 뱀 , 여 우, 고래 등을 그려 보이 고 있 는데 이 와 같이 部族의 

神話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이들 動物들은 前에도 수없이 表現 되 었 

음에 틀림없다. 그들 하나 하나는 잘 確立된 傳統的인 公式에 따라 

고정된 구성부분이 集合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그 構成部分은 조그마

Kwakitut嗾의 모자 Nootka 인디언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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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外樣이 굳어버 린 色으로 보여 마치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며 한 단위로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무 

늬 意識은 이와 같이 遠大한 것이며 有名한 Totemboll도 이러한 裝飾 

的 樣式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現代文明에서 形式이나 色의 構成 

이 形式의 가치와 관계없이 상징적 의미를 所有하는 경우를 볼 수 있 

다. 이의 가장 뚜렷한 것이 國旗인 것이 다. 이는 장식일 뿐 아니라 강 

렬한 情熱的 理念을 갖는 것이다. 독일에서 2次大戰 前 反유태주의의 

상징으로서 卍字를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內在함으로 해서 장식적 

목적이 形式 속에서 表現하는 感情的 反應으로 인해 강렬한 熱情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形式과 意味 間의 관계는 강렬 

한 정서적 反應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原始紋樣의 저변에는 이의 

요소가 多變化 되어 침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알라스카의 用具 뉴질렌드의 紋樣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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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造的인 活動에 있어서 순수 抽象의 原理를 除하곤 모든 創造行爲 

의 根源올 自然속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藝術에 있어서의 創造的 

인 형상화는 自然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自然을 

「本然의 狀態」그대로 表現했을 경우나 人間이 功利的으로 또는 유희 

적으로 加한 變形과 그 表現의 경우에도 自然은 언제 나 根本올 이루 

는 것이다. 때문에 自然이 介在하는 관계는 藝術表現의 방법에 따라 

각기 그 형 상을 多樣化 시키면서 明瞭性을 內在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原始美術에 나타나는 수 많은 紋樣들, 예를 들어 粘土로 한 마리의 

동물의 形을 만든다는 것은 人間에게 주어진 自然과의 交合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自由로운 形式을 따라 裝飾的 상태를 이 

루어 自然으로부터 얻은 감성올 現實的 바탕 위에서 自由로운 表現으 

로 나타내 보이 는 것 이 다.

카메룬의 Head mask

• 9 2 •



精神文化는 石器時代 이후 이집트, 희 랍時代에 이르러 生活의 분리 

현상과 더불어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藝術意慾（生活意慾）으 

로 이루어진 여러 古代 樣式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生活에 

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幾何學的 樣式이다. 原始 무늬로서의 幾何 

學的 무늬가 機械生產의 工藝產品이 극도로 要求되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論爭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w. Gropius를 中心 

으로한 現代工藝運動의 指向을 問題로 내세운 現代科學을 토대로한 

기계적 기능을 주장하고 여기에서 生產된 工藝品들의 美를 내세울 때 

에도 原始의 幾何學的 紋樣들은 면면히 그들의 表現속에 흐르고 있었 

음은 原始美術이 지니는 自由로운 表現의 樣式에 근거한다 할 수 있 

으며 그들의 幾何學的 紋樣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지혜에서 사라 

져서는 안되며 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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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와 芸術
一詩 • 美術 - LD의 關係恢復을 위한 探索一

張 宇 潤
誠信女師大附設產業美術研究所長

이 論考는 詩와 美術 그리고 오늘날 高潮되고 있는 LD (Industrial 
Design), Industrial Art와의 關係 探索에 있다. 그 同質性을 追求하기 

보담도 關係 恢復의 努力인 것이며 多枝化한 現代 文化圈 속에서 새로운 

構造指向을 위한 資料 提示인 것이다.

主로 美術의 立場에서 살폈고〈機械〉와〈詩〉의 遠隔操作도 試圖한 

Essay 이다.

A.提言

詩와 美術은 一體이다

機能은 美를 낳는다

詩의 線과 美의 線, 機械의 

線은 같고 一體로 되었을 때 

힘 (生命)올 갖는다

住宅은 살기 위한 機械다

-Le Corbusier-

B. 作家들

1888年 英國에서 美術工藝協 

會(Arts & Crafts Exhibition 
Society) 를 結成한 윌리 암 • 모 

리스는 詩人이며 工藝家였다.

「레미제라블」의 作者 빅톨. 

유우고는 大文豪였기보다 오히 

려 大畫家였다. 그가 畫家로서 

名聲을 남기지 못한 것은 그의 

文學作品들이 워 낙 有名하기 때 

문이었다.

日常生活 속에서 끊임 없이 그 

림을 그리며 450點의 素描, 水 

彩畫 둥이 남아 傳하고 있다. 

그는 破格的 畫法으로 50餘點 

의 無主題 抽象畫도 그리는 등 

600餘點이라는 방대한 製作으 

로 보아「現代畫의 父」라는 一 

部의 主張도 看過할 수 만은 없 

는 것이다. 象徵派 詩人 보들 

레르는 그가 大詩人이 되기를 

願하지 않았던들 大畫家가 되 

었을 것이다 라는 評을 받았을 

만큼 繪畫에도 出衆한 才能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親友 드 

라크로와 마저 두 손을 번쩍 들 

程度였으니까.

「파우스트」의 괴에테도「詩 

와 眞實」에서 밝힌 것처 럼 그 

림 禮讃者였다. 油書 版畫 壁 

畫에 서 水彩 素描에 이 르기까 

지 숱한 그림을 남겼으며 公然 

한 雜談과 口舌을 嫌惡하고 그 

時間 차라리 素朴한 姿勢로 그 

림을 그렸던 것이다.

레 오 ・ 톨스토이 도 그림 올 그 

렸고 죠르쥬•상드, 메리메, 알 

프렛 • 뮤세, 헤르만•헷세, 장• 

콕토, R.L • 스티 븐슨, A•뿌쉬 

퀸, M・G 웰스, P •로티, R* 
키 플링 , 마크• 투웨 인 A • 랭 

보, 에드가• 알란• 포오, 고골 

D・H • 로오렌스, T • 하디 , V* 
마야코브스키, E・T・A • 호프만 

外 많은 作家들이 美術과 文學 

戀愛와 술, 放浪속에 餘恨없는 

人生을 살고 갔다. 東洋에서도 

文筆書家들이 얼마든지 傳한 

다.

「詩中藹 畫中詩」의 蘇東坡를 

들지 않더라도 詩書畫 一體思 

想은 藝術의 正統으로 받아져 

있다.

가까운 李朝의 姜希顏, 李栗 

谷，金時習，李恒福，朴趾源, 

許筠，南九萬，丁茶山，朴齊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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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일일이 列擧할 必要가 없올 

정도이다. 現代에 이르러서도 

글과 그림, 나아가 Designer의 

길을 함께 걷는 Artist들이 國 

內外에 적지 않다.

C.藝術

人間은 美的 體驗 (Aesthetic 
Experience) 에 依한 情緖的 表 

現 (Emotional Experience) 을 할 

줄 알고 美에 對한 觀念은 根 

源的인 欲望인 것이다.

Morris Weitz에 依하면 藝術 

이 라고 하는 構成體는 하나만 

의 美的 標札 (Aesthetic Label) 
이 붙여 져 있는 것 이 아니 고 創 

造的 過程(Creative Process)人 

爲的인 美的 加工形成 (Aesth
etic Artiface) 美的 體驗 둥 多 

樣한 構成要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藝術은 唯一無二한 

定義로 還元될 수가 없으며 限 

界나 恒久的 本質은 있올 수 없 

다는 것이다. 即, 限定的 槪念 

(Closed Concept) 이 아닌 非限 

定的 槪念 (Open Concept) 이 다.

貴族, 作家, 特定人의 專有 

物이 아니 고 東西와 老幼를 가 

리지 않는다. 그것은 自由로운 

形態로 表現(創造)되고 여러 

意味로 받아 들여 진다.

D.目的

William M(”ris는 「藝術의 

目的」에서 藝術을 指向하는 뭇 

사람들에게 警告하였다.

— 生命없는 外面을 어루만지 

듯하여 藝術을蘇生시키려는 試 

圖를 藝術行爲인양 錯覺하여서 

는 안된다고, 藝術 그 自體보 

다는 藝術을 指向하는 것이어 

야 하겠고 自身들이 荒凉하고 

空虛한 世界의 가운데 있는 것 

올 찾아내고 그 曖昧에 滿足할

수 없다는 것을 自覺해야 할것 

올

E.建築

一 建築家(藝術家)는 그림올 

그려 야 한다. 結局 그는 자기 

의 壁을 가지고 風景올 構成해 

야 한다. 그것이 自然的인 것 

이건 都市的이건 建築家는 恒 

時 風景을 構成하는 것이다. 

그는 外樣(展望)과 壁과 表面 

의 디 멘죤을 위하여 그림올 그 

려 야 한다. 그리 고 色을 위 하 

여 浮彫(巧妙한 太陽과 光線의 

장난 때문에 반드시 그는 計算 

해 야 하고 손 끝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를 위하여 그림 

을 그려 야만 한다.

Gio Ponti

— 누구든지 죽기 전에 한번 

悲鳴을 지른다. (죽는 瞬間이 

아니라 그의 生涯를 통해 죽는 

瞬間까지)

歷史는 그것올 蒐集한다. 그 

것이 眞摯한 것이라면.

지오 ・ 폰티는 또 이렇게 말 

한다.

Floor는 하나의 原理

階段은 소용돌이

房은 하나의 世界 

天井은 飛行이다 

발코니는 帆船 

窓門은 透明體一그것은 • 

眺望이며 生活

지붕은 하늘을 航海한다 

용골을 위로 하고 

Obelisk는 수수께끼 

噴水는 音聲

Luisa Gusberti는 또 덧붙힌 

다.

出入門은 招待

집은 하나의 꿈

摩天樓는 하나의 힘

建築 構造物은 建築家라도-詩 

人이 創造한 巨大한 作品이다. 

個個의 다른 손과 마음과 物質 

이 混入되 어 이 룩된 맘모스 造 

形이다. 그런 面에서 Le Cor. 
busier나 Frank Lloyd. Wvight, 
Gio Pomi는 뛰어 난 詩人이 고 

Designer다.

F.美術

美術은 繪畫一東洋畫, 西洋 

畫, 日本畫이는 日本에 局限 

된 獨特한彩畫方式이 다) 및 工 

藝, 書藝, 建築, 彫塑, 寫眞을 

內包한다. 이는 大別하여

純粹美術 (Pure Art) 과 應用 

美術 (Applied Art) 로 나누기 도 

한다.

純粹美術은 具象과 非具象, 

이들은 같이 美의 核 (Origins 
】ity) 을 끝없이 追求한다. 應用 

美術은 生活美術, 裝飾美術 (De
corative Art) 이 라고도 하며《註 

1》純粹美術이 詩的, 隱喩的인 

데 比해 應用美術은 散文的(具 

體的) 直喩的이다. 이는 美(裝 

飾)的인 것 보다는 用(機能) 的 

인데 더 關心한다.

《註 1》工藝(Craft) Design (Visual
Design 및 Product Design) 產: 
業美術(Industrial Art)陶誑(C- 

eremics) 등 廣範한 範疇를 形成• 
한다.

G.工藝

陶磁器는 最初 700℃의 火炎 

에서 초벌 구운 뒤 釉藥 象嵌 

둥의 妙를 넣고 1200℃ 以上의 

高熱로 가마에서 재벌 구워 燒 

成시 킨다.

陶土와 釉藥이 하나의 불덩 

이로 녹아 흐르는 刹那, 그 빛 

과 線과 볼륨은 太古에서 오는 

說話이며 詩의 凝固이다. 八角 

小盤이 나 竹細를 짜는 工匠의 

손, 그것은 詩의 縫裁師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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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H. Designer

쩰기의 建築家이며 工藝家인 

조lenri Vande Velde (1863—19 
26)는 이렇게 말한다.

•— 우리 들의 精神을 기 르고 

•우리들의 活動을喚起시키고裝 

飾藝術의 裝飾과 形態의 根本 

的 革新올 낳게한 種子는 죤 ・ 

러스킨과 윌리 암 ・ 모리스의 作 

品과 그 影響이다.

1894年 Otto Wagner는 오스 

트리아 비인에서 一모든 新樣 

式은 새로운 材料, 새로운 課 

題 및 생 각이 旣存形式의 變更 

또는 新形式을 要求하는데 成 

立한다 라고 主張하였다.

1916年 Walter Gropius를 主 

軸으로 한 Bauhaus는 工作敎 

育 (Werklehre) 과 形態敎育 (Fo 
rmlenre) 을 中心으로 오늘의 

Designer에 게 끼 친 最大의 功 

積이 다.

1927年은 美國工藝에 있어 注 

目해야 할 해다. 이해 美國의 

Industrial Designer는 이 標語 

밑에 모•였고 이 目的을 向해 일 

을 始作했다.

디자이너는 社會的 技術者이 

고 美의 調理師이다.

I. 美術과 產業

一우리 들은 美術品의 槪念을 

擴大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代 

生活에 使用되는 物件은 想像 

도 못할만큼 數도 많고 複雜하 

여 졌 다. 그러 한 物品(타이 프라 

이터, 石油램프, 冷藏庫, 眞空 

掃除器)이 生活用具로 使用되 

기 시작되었을 때 그것들은 지 

금까지 오랜 동안 美的 形態에 

適合한對象이 라고 생 각하였 던 

접시나 燭臺같은 것과는 다른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받아드려 

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 

면 디자인의 原理는 普遍的이 

어서 우리들이 製作하고 使用 

하는 중, 優美, 調和의 訓練에 

따르지 않는 것은 絶對 存在하 

지 않기 때문이다.

Herbert Read 

機能은 形態를 決定한다. 

디 자인은 形態를 위 한〈形態• 

機構〉와〈配列〉이 다.

참다운 美는〈器官〉과〈健全 

한 工學〉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 

이 1927年代 美國 Industrial 
Designer들의 機械 美學이 고 工 

藝上의 機能論이었 다. 多數人 

의 需要에 充足시키기 위해 量 

產 (Mass-production) 이 必要하 

고 機械로 만들어진〈새로운 

美〉가 提唱됐다. Walter* Dor- 
win Teague는 美 工業디 자인界 

의 리더이며 SID 의 創立者로 

〈產業美術〉時代를 연 사람의 

하나다.

J.機械

Oscar Wilde는 1882年 講演속 

에서一機械는 裝飾이 없어도 아 

름답다. 오히려 裝飾하면 안된 

다. 좋은 機械는 모두 아름답 

고, 힘의 線과 美의 線은 하나 

라고 생각한다一라고 하였다.

反面 英의 美術批評家 John・ 
Ruskin은 機械를 嫌惡하고 그 

것에서 派生되는 社會惡올 憂 

慮하였다.

人間과 機械, 人間工學 (Hu・ 
man Engineering) 과 Mechan- 
izm 人間에 依한 機械는 機械 

에 依한 人間을 낳고 있다.

K.定義

藝術의 神學的 定義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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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天地 創造의 첫 날,

神은 바람의 神이 되어 空氣 

와 바람과 구름을 創造하셨다.

둘째 날, 그는 땅 속의 寳物 

을 지킨다는 땅 神靈이 되어 우 

리가 미치게 黃金과 貴한 寳石 

들을 짓궂게도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세째 날, 그는 鉛管工이 되 

어 靈感에 따라 奇妙하게도 賢 

名한 計劃올 세워 물을 分布시 

켰다.

네째 날, 그는 能熟한 庭園 

師가 되어 草木을 創造하였다.

다섯째 날엔 動物學者가 되 

어 地球上의 모든 動物을 만드 

셨다.

여섯째 날, 最終의 作業으로 

우리 人間을 創造하고 마지 막

일곱째 날, 神은安息하셨다.

그로부터 天地創造의 6 日間 

의 課業올 끝내 고 神은 時間을 

創造하셨다. 神의 永遠性은 時 

間을 認知못하였기 때문에 天 

地創造 以前에는 時間은 存在 

하지 않았었다. 時間을 創造한 

神은 時間에 엉켜 들게 되 었고 

또한 部分的으로는 人性을 띄 

우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祖 

上들은 神을 모세처 럼 수염을 

기른 健康한 할아버지로 알았 

던 것이고 이러한 事實은 마치 

〈하나님, 당신에게도 역시 시 

간은 흐릅니 다〉라고 말하는 것 

과도 같은 것이었다.

神은 人間이 살아가는 길에 

知慧라는 禁斷의 열매를 故意 

(?)로 우리 손이 닿을 수 있 

는 곳에 놓아우리 를 避하지 못 

할 運命에 빠뜨리고 一'段 善과 

惡을 알게되자 自由意志와 善 

과 惡을 自 由로 選擇하는 演譯 

的인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 하여 神과 우리 人間 사 

이에는 길고 긴 旅路가 展開된 

것이다. 허나 모든 것올創造 

하신 神은 藝術은 創造하지 않 

았고 그가 만들어 낸 人間들에 

依해, 너무도 生命的인 藝術은 

創造가 된 것이다. 따라서 人 

間도 藝術의〈創造者〉라는 點 

에서는 神과 同格이다.

L. 詩와 記號

自 然現象이 나 生의 意味를 描 

寫, 誇張 或은 深化, 分解, 抽 

象, 再編하거 나 간에 約束된 記 

述의 符號가 따른다.

詩와 美術(產業美術도 包含) 

의相關關係에서의 點,線,方向, 

形, 크기 , Texture, 明暗, 色, 

Mass,動勢(movement),空間 

등은 어떤 意味를 賦與할까.

7種만 抽出하여 分析하여 본 

다.

M.線

線 (Line) 은 點의 軌跡이라는 

幾何學的 公理를 따른다면 點 

에 크기가 없듯이 線에도 굵기 

가 없다. 따라서 그 모양도 다 

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美術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가늘거나, 거칠거나, 鈍하거 

나, 날카로운 등 여러 形態로 

視覺的인 反應올 나타내며 性 

格도 各己 다르다. 線의 心理 

的 反應은 아래와 같다.

直線(男性的)一剛直，明僚， 

直接的，單純.

① 굵은 線一힘차고, 鈍重, 

鈍하다.

② 가는 線一銳敏, 神經質, 

날카롭다.

③zigzag線一不安定，焦燥 

하다.

直線이 男性的이라는 느낌은 

男性의 身體上 視覺的 特徵이 

우리 의 視覺經驗의 堆積으로槪 

念化된 탓이다.

마찬가지로 曲線이 女性的이 

라고 하는 것은 男性의 境遇처 

럼 骨格에 緊張된 筋肉이 붙어 

있고 이 骨格의 起點부터 起點 

까지의 間隔이 直線的이 아니 

고 부드러운 볼륨의 表面을 덮 

고 있기 때문이다. 視覺的인 

外에 男性과 女性의 思考나 性 

格의 差도 들 수 있으니 職能 

的인 緊張의 男性과 內面的인 

情愛의 女性, 思考形式에도 直 

裁的인 合理性과 間接的인 情 

緖性과의 差가 있다.

曲線(女性的)一柔軟，優雅， 

自由，不明僚，纖細，間 

接的.

①幾何曲線一明僚，確實，理 

解가 쉽다.

②自由曲線一(S曲線，C曲 

線，渦線)華麗，優雅.

男性的인 幾何曲線에 比해 女 

性的인 부드러움의 曲線은 자 

칫 지나치면 不明僚, 無秩序에 

서 混沌에까지 이르게도 된다.

N.方向

方向 (Direction) 의 心理的 反 

應은 아래와 같다. 線에는 方 

向이 있고 大體로 다음 3가지 

重要方向으로 볼 수 있다.

①水平方向一平和，靜寂，永 

久，制限，疲勞.

②垂直方向一權威，莊重，高 

尙，峻嚴，硬直.

③斜角方向一過敏，活動，生 

生，不確實，暴力.

運動의 方向 ①irection of 
Movement)
線의 方向에는 平面的인 것과 

立體的인 方向이 있다. 立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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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는 것은 空間 속에서의 

方向으로運動과關聯되 며 아래 

3運動으로 볼 수 있다.

①内方運動一收縮，畏縮，自 

己本位.

②外方運動一擴張，開放的， 

分裂.

③斜角運動一活動的，進歩 

的，亂暴，神經質.

視覺 디자인上의 方向 

(Direction of Visual Design)
方向에 關한 心理的 効果를 

視覺에 適用한 것으로 그 例는 

生活周邊에 許多하다.

印刷의 境遇一우리 視覺이 水 

平, 垂直의 習慣에 從屬하는 可 

讀力이 있어 (滿足感)때로 斜線 

을 쓰므로 讀者의 視覺에 刺戟 

을 준다든가 敎會나 法院 둥은 

嚴肅의 垂直을, 百貨店, 病院 

같은 곳은 親近과 和平의 水平 

올, 道路의 標識板같은 화살標 

(Arrow Sign of Show Direc
tion) 둥 數없다.

0.形

形은 平面形인 境遇 Shape 
라 하고, 立體形인 境遇 形態 

(Form) 라 한다.

Silhouette도 있다.

形은 아래 2가지 로 大別된다.

直線形

①幾何直線形一安定，確實， 

信賴，强力，明僚.

②自由直線形一强烈!，銳敏， 

男性的，明快.

曲線形

①幾何曲線形一明僚，自由， 

理解, 直線形 보다 부드러우나 

數理的인 秩序가 있음.

②自由曲線形一魅力的，女 

性的, 柔軟, 反對現象으로서 

不明僚, 無秩序도 나온다.



P. 크기

크기 (Size)는 대개의 境遇 等 

闕視되나 偉大性, 莊大한 感動 

을 준다든가 壓倒感이 있는가 

하면 可憐, 귀엽다, 貴하다는 

感情에까지 이르며 이는 크기 

의 函數關係에서 온다.

Q明暗

빛은 詩나 美術의 主要한 테 

에마이다. 우리는 빛이 있기에 

生存을 確認한다. 빛이 없으면 

事物을 볼 수 없고 모든 活動 

은 停止된다.

明暗 (Value) 은 陰影系列로 

볼 때 明度距離를 平均으로 9 
等分하여 1 • 2 ・ 3은 Low Key 
4 • 5 • 6은 Intermediate key 7 ・ 
8 • 9는 가장 밝은 High key로 

하며 對比의 程度에 따라 短 

調 (Minor key) 와 長調 (Major 
Key) 가 있 다.

이들 key에 對한 感情도 밝 

고 높은 長調는 積極的, 刺戟 

的, 快活, 現世的이며 높은 短 

調는 女性的 纖細한 雰圍氣이 

고 思索的이다.

中間 key는 사랑의 느낌, 낮 

은 長調는 爆發的으로 苦腦를 

갖게 한다. 낮은 短調는 밤, 죽 

음과 같은 우울한 느낌올 준 

다.

明暗의 種類(밝고, 어둡다) 

性質(빛 나고, 鈍하다) 

무게(무겁고, 가볍 다) 

温度(따뜻하고, 차다) 

明僚性(흐리고, 날카롭다)에 

따라 心理的 反應이 다르다.

Transparency 같은 빛과 空 

間에 對한 表現手段올 美術에 

適用하여 한없는 創造의 表現 

이 올 수 있듯이 詩에도 實驗 

할 하나의 段階가 아닌가 본다.

R・ Texture

物體의 表面上의 特徵올 觸 

覺이 아닌 視覺을 통해서 느끼 

는 性質을 말한다. 따라서 材 

質感, 觸感이라고 하는 表皮感 

覺과는 다르다.

苦痛이라든가 冷温, 壓迫같 

은 觸角經驗올 視覺經驗과 結 

合하여 우리에게 느껴오는 心 

理的 快, 不快의 反應이 있다. 

같은 材料, 같은 技法이라 할 

지라도 느껴오는 Texture의 狀 

態에 따라 그 美的 價値가 다 

르다.

S. 色과 詩語

興奮의 感情은 色의 反應으 

로는 붉다. 詩語의〈淸淨〉은 色 

으로는 白色이다. 紫色은 오랑 

캐 꽃, 창포, 포도를 나타내고 

橙色은 火炎, 오렌지, 단풍,赤 

色은 불, 피, 太陽,黄色은 빛, 

레몬, 線色은 풀, 잎, 숲, 白 

色은 눈(雪) 흰구름, 灰色은 

재, 흐린 날, 쥐, 黑色은 밤 

먹, 숯이다.

T.色

色 (Colour) 이 란 빛이 눈올 朿IJ 
戟하는 것으로 생기는 視感覺 

이다.

色을 硏究하려 면 光源에 서 나 

온 빛이 透射光이 되고 物體에 

서 反射光이 되어 우리 눈에 들 

어와 網膜에 이르기 까지를 物 

理的으로 硏究하고 눈에 들어 

와서 腦에 感覺을 일으킬 때까 

지의 作用올 生理的으로, 感覺 

에서 知覺까지의 過程을 心理 

的으로 硏究해 야 하며 色彩의 

디자인 感覺, 造形硏究를 보다 

깊이 美學的, 色彩學的으로 다 

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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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作業, 디자인作業은이 렇 

게 整理된 感覺이 思念과 윗트, 

번뜩이는 才氣를 通해 文字 및 

記號라는 媒介過程을 거쳐 固 

着되 어 지 는 現象이 라고도 볼 수 

있다.

色의 感情 (Feeling of Color)
色이 주는 心理的 効果로 그 

表象感覺이 보는 사람의 感情 

올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있다.

色의 感情은 보는 사람의 主 

觀에 따르므로 個人展 差도 많 

지만 大體的이고 普遍的인 것 

을 考慮할 때

①興奮色(Stimulating Colo- 
ur)—暖色系

② 沈着色(Subduing Colour)
—寒色系

興奮色올 積極的 色彩 (Posi・ 
tive Colour) 라고도 하고 沈 

着色은 消極的 色彩 (Negative 
Colour) 라고도 하며 이 모두가 

彩度가 낮아지면 興奮이나 沈 

着의 感情이 減少된다.

綠色, 紫色은 中性이다.

暖色(Warm Colour)—赤橙 

黃色系

寒色(Cold Colour)-靑，靑綠 

系의 感情을 가지고 있으며 輕 

(밝은 色系列) 重 (어 둔 色系列) 

의 感, 柔軟의 感情이 있다.

色의 聯想 (Colour Associati
on) 色의 象徵 (Colour Sym
bolism)

色의 象徵은 民族, 國家에 따 

라 다르나 大體로 赤은 革命, 

綠은 平和이다. 色의 抽象的 

聯想은 아래와 같다.

(具體的 聯想은 S 色과 詩語 

에 言及)

赤一情熱，革命，危險，活力 

橙一温和，嫉妬，嫌惡，歡喜 

黃一希望，光明，活動，平凡 

綠一平和，安定，新鮮，理想 



靑一平靜，理智, 

紫一高貴，優雅, 

白一神聖，潔白, 

灰一憂鬱，平凡, 

黑一嚴肅，剛健,

淸澄，悠久 

神秘，幻想 

光明，不吉 

謙遜，不安 

絶望，恐怖

色의 調和 (Colour Harmony)
이에 대한 硏究는 主로 19世 

紀 Chevreul《註 2》Ostwald 
《註3》Munsell《註4》Barry 
Moon敎授《註 5》둥 色彩學者 

들의 努力에 힘 입은 바가 컸 

으나 數理的 合理的으로 풀 수 

없는 非合理와 感性, 靈魂과의 

對話를 트는 美術家, 作家에게 

서 보다 論議되어 야 할 分野로 

있다.

《註 2》Michel Eugene Chevreul 
(1786〜1889)
佛의 色彩學 光學專攻의 化學 

者, 그의 色彩理論은 新印象派 

畫家들의 點描, 楠色의 技法에 

크게 影響을 주었다.

《註 3》wilhelm Ostwald (1853—19 
32)
獨의 色彩學 光學 專攻의 化學 

者, Ostwald Colour는 彩度와 

明度를 包含한 標準色을 일컫는 

다.

《註 4》Albert H.Munsell (1858〜 
1918)
美의 色彩敎育家, 書家, 만셀色 

票系를 創案

《註 5》Barry Moon
美마사츄셑 工大 敎授로 助手인 

Domineberle Spencer孃과의 協 

同硏究로 色彩調和論을 科學的 

으로 硏究, 定性的인 原則을 定 

量的으로 發展시켰다.

U.關係

詩를 칼라와 線, 明暗, 形, 

크기, 方向 텍스츄어로 그려낼 

수 있다. Disign으로 詩와 作 

品의 世界를暗示할 수도있다. 

心理療法으로 患者를 治療하듯 

때로 美術의 盲目을 詩가 날카 

롭게 分析,批評,提示를 잊 지 않 

고 病든 詩의 精神分析學的 療 

法은 美術이었 다.

作品의 製作은 理論이나 配 

色, 配列의 道具로 解決할 수 

없다. 여기에 藝術이 科學 以 

前에 創造할 수 있는 無限한 沃 

土가 있다.

美學의 밑거름은 Baumgarten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曠野의 소리豊 

숨죽여 귀 기우리며 詩人과 美術家 Designer들은 時代를 앞질러 煩腦하 

고 있다.

公害와，資源枯渴, 人口爆發과 壁, 幻想과 幻滅, Mass-Media와 遮斷 속 

에 現代의 美와 產業은 病들어 있다.

汚染된 開拓地.

끝없는 藝術의 田杳에 누가 眞正한 創造者인가.

參考文獻

• 工藝槪論前田泰次

• 詩와 意識 蘇漢津

• 空間空間社(月刊)

• 工藝디자인基礎의 點考 白泰元

• 圖學 및 製圖 張潤宇

• 工藝槪論李慶成

• Art & Industry.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design 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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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age

그래픽 디자이너가 본

日本의 오늘과 来日

李 和 樹
同德女大敎授

序 論

고도 멀가까운 나라

확실히 日本은 우리 나라와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나라이 

기도 하다.

金浦空港에서 트랩에 오르면 

東京까지 1시 간 40분, 大阪까 

지는 불과 淸凉里에서 仁川까 

지의 電鐵走行時間보다 오히려 

빨리 도달한다.

言語와 風習이 다르고, 바다 

가 두 나라 사이에 가로 막혀 

서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보다도 36년간의 日帝의 

강압적인 植民地 統治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쳐서 그러는 

것일까?

그러 나 과거 의 뼈 아픈 사실 

들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世代 

들은 제 나름대로 日本올 상상 

의 世界에서 생각하려 든다.

東京5輪大會，EXPO'70,世 

界美人 콘테스트, 歌謠 패스티 

벌이 華麗한 幕을 열고, 6. 25 
動亂과 越南戰爭을 기화로 갑 

작이 富强해진 나라라고......확 

실히 日本은 현재 살기 좋은 나 

라가 되 었다.

美 空軍의 猛爆으로 폐허가 

다 된 焦土 위에서 싹은 자라 

불과 20餘年만에 世界 列强으 

로 성장한 것 은 奇蹟에 가까운 

사실이다.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가 보 

다. 國民性이 다르고 團結心이 

강한 탓일까?

어쨌든 倭小한 體軀를 한 敗 

戰國 섬 나라 百姓들은, 8.15

• 100 ・



解放올 맞이하고 당당히 獨立 

을 宣布한 우리 나라에 比해 

너무도 격차 심한 나라로 변모 

한 것이다.

새삼 문외한 주제에 이 稿에 

서 花郎道와 日本 武士道 精神 

올 가려내는 식으로 펴볼 생각 

은 없다. 다만 筆者가 世界2次 

大戰 당시 日本에서 살았고, 그 

후 戰後와 최근 몇 차례 美術 

세미너 관계로 오고 가는 동안 

感懷와 認識이 새롭고, 나날이 

변모하는 日本의 實態와 樣相 

이 뜻있는 同人들에게 다소라 

도 참고가 되 었으면 싶다. 가 

급적 文化, 藝術分野, 특히 畫 

壇界에 觀點을 둘 셈이지만 지 

루함을 피하기 위해 日本의 世 

情을 背景으로 엮어갈 셈이다.

단적으로 오늘의 日本은 그 

리 평탄하고 안정된 社會만은 

아닌상 싶다.

다음 詩句는 현재 日本이 처 

해있는 고뇌의 일부를 어느 정 

도 描出하고 있다.

交通事故로 그 누가 죽었다.

싸움터에서 누군가가 戰死했 

다.

어쩐지 뭔가 비슷하다.

GNP世界第X位

어느 海域에서 日本海軍 大 

戰果

大本營 發表하고 근사하다

總理大臣의 얼굴이 그 時節 

의 大臣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

愛國班一回覧板一國民服과

몬빼이를 입고——똑 같은 물 

건을

配給받으며,

一家口에 한 칸씩 四角의 房 

을

配給받는 맘모스 團地

暗 行商列車와 通勤電車의 러 

쉬

똑 같은 현상들이 일어 나고 

있다.

百貨店에 풍성한 상품들

그 때는 어느 가게에도 물건 

은 없었다.

물건이 홍수를 이루는 것과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어느 편이건 무언가 空虛한 

感이 들어……

그 때 나 지 금이 나 

가난한 젊으니 들은 상처를

입고

피와 죽엄의 댓가로 

어른들은 더욱 肥大해 진다.

戰爭올 모르는 철부지 애 들一 

아니 다.

너희들은 이미 戰爭을 알고 

있 는거 야.

1. MONNA・LISA에의 彳亍歹U

昨年 5月, 지금 Denmark에 

滯留中인 同僚 L兄의 東洋畫 

個人展과 세미나 關係로 東 

京에 잠시 머물은 적이 있었 

다. 때 마침 神秘에 쌓인 微笑 

로 話題를 일으킨 다뷘치의 모 

나리자의 展示가 우에노（上野） 

에 자리한 美術舘에서 선을 보 

인다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 車 

를 몰았다.

우에 노 파아크에 들어 서 자 黃 

金의 年休를 맞이한 탓인지 數 

萬의 人波가 人山人海를 이뤄 

숨이 막힐 지경, 展示場 쪽으 

로 한참 걷다가 문득 數千인 

지 數萬인지 헤아릴 수 없는 

長蛇陣을 발견하고 行列 속에 

갓 上京한듯한 村夫차림 에 게 

말올 건냈더니

「아 모나리 자를 모르신가요 ? 

보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된다고 

하기에 아침부터 줄을 섯는데, 

운이 좋으면 해질 때까지 보게 

되겠죠」하도 기가 차서, 기 

왕 나온 겸에 줄을 서 보겠다 

는 L兄을 남겨두고 건너 茶房 

에서 시간 약속을 하고 인파를 

빠져 나왔다.

茶房 안은 몹씨 붐비어 간신 

히 창가에 자리 하나를 얻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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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건너 편 의자에 40 가량의 

쟈나리스트풍의 사나이가 힐긋 

날센 시선을 보내드니

「보셨읍니까?」

「아니요 行列에 질여서 되돌 

이" 왔읍니 다」

「왜들 저렇게 어중이 떠정이 

저 야단들인지 모르겠군요 뭐 

가 그리 대 단하다구...... 」

「모처 럼 바다건너 온 名畫인 

데 다소는 호기심도 작용한 탓 

이겠죠」

「그게 바로 틀렸다는 겁니 

다. 툭 하면 와아——몰여들어 

야단법 석 을 떠 는가 하면 다음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냉대시 

하는 표리 부동한 섬 나라 근성 

，이 싫다 그겁니다.」

신경질적이지 만 이 야기 상대 

는 될상싶어 담배를 권했드니 

몇 해 前, K 通信社 特派員으로 

巴里 駐在 當時, 루우불 博物 

舘에서 싫근 보았다는 이 친 

구, LA. JOCONDE (프랑스에 

서 는 모나리 자 대 신 라 • 쪼콘 

드 라고 불음) 에 대 하여 非凡 

한 識見을 지니고 있었다.

對話는 시 간 가는줄 모르고 

지속되었는데 모나리 자에 대 하 

여 새로운 흥미있는 사실을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모나리자의 모델은 누구 

일까?

프랑스의 JOCONDOLOGIE 
•學說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마 

을의 商人 안토니 오 ・ 게 랄디 니 

의 딸 엘 리 자벧(愛稱 리 자)이 

라는게 定說로 되어 있다.

리자는 1479年 피 렌체의 썬* 

스피리트地區 태생으로 열여섯 

이라는 나이에 富豪인 프란체 

스코 - 쪼콘드에 게 시 집 올 갔다.

쪼콘드는 두 번째 夫人마저 

死別하고 모나리자를 세 번째 

夫人으로 맞이한 셈인데, 레오 

나르도 • 다뷘치 의 모델이 된 것 

은 24歲 前後(1503年頃)로, 다 

뷘치는 남편 쪼콘드의 부탁으 

로 그렸다.
이 肖像畫가 MONNA.LIZA 

라고 불리 운 까닭은 짐 작이 가 

겠지만 愛稱 리자 위에 伊太 

利 特有의 有夫女에 대한 尊稱 

(MONNA)을 얹어서 소위 御 

夫人이라는 뜻이 되겠다.

또 다른 說에 따르면 모델이 

무슨 公爵夫人이다. 심지 어 伊 

太利의 어느 부호의 愛妾이라 

는 說도 나돌고 있다.

그러 나 가장 奇抜한 說은 모 

나리자의 모델이 女裝한 美男 

子다 라는 說인데 이는 그림 

상으로 눈섭 과 속 눈섭 이 거 의 

없는 것과 다뷘치 자신이 1474 
年에 호모 行爲로 起訴된 사실 

둥에서 발설된 모양인데, 에피 

소드로서 는 재 미 있지 만 근거 는 

없는 상 싶다.

눈섭說에 대해서 는 肖像畫가 

完成된 다음 약 60年 後에 크리 

닝 時, 그만희 박해졌다는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한 편 16世紀 

의 프로렌스의 上流階級 婦人 

들 간에 눈섭 빼 는 풍습이 있 었 

음을 지 적 하고 있 다.

(2) 肖像書 크기와 蠡幅面積 

에 대한 比率

K記者와 이 야기 에 熱中한 나 

머지 實畫를 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모나리자를 처음 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한 공통점 

은 그림 자체가 퍽 작고, 顏色 

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 야기 다

① 書幅의 크기

從 77cm
橫 53cm

周圍의 길이 2m 60cm
對角線 93cm
물감의 두께 3.68mm 
使用 폐 인트 量 1. 5Z

② 書幅面積에 대한 比率 

顏面 4.9%
목, 가슴, 손 14% 
左右(背景)의 景致 25.7% 
하늘 11.7%
衣服과 毛髪 48.5% 

以上은 프랑스의 JOCONDO 
LOGIEST인 쟝 - 말가氏의 測 

定에 의한 統計이지만 이 그림 

의 約 半이 모나리자의 衣服으 

로 占有되고, 顏面이 5%도 체 

못된다면 問題의 微笑의 部分 

은 극히 微細한 存在가 아닐 수 

없으며 糸勺 1% 정도라고 말하 

는 徵笑를 띄는 部分으로 世界 

的인 名書로 君臨했으니 알다 

가도 모르는 일이다.

(3) 그녀의 微笑와 音色은

어쨌든 지금이 야 말로 모나 

리자는 루불美術舘에서 완벽한 

調節아래 잘 보존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방에서 장작을 때 

는 그런 형편이었음으로 畫面 

이 燻製狀態에 빠저 니스를 치 

려 야 했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까 發色을 잃고 자연 顏色도 

나빠지고 눈섭 둥이 消失 되 었 

을런지 모른다.

그런가 하면 英國의 醫師로 

서 모나리자에 대한 연구를 30 
年이 나 했다는 K. D 킬 博士는 

「모나리자는 妊娠하고 있다」라 

고 美國 예일大學에서 발설하 

여 全 世界 모나리 자 펜들을 깜 

작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선 앉아 

있는 자세가 椅子 깊숙히 둥을 

기대여 파묻혀 있고, 묵직한 

동작으로 나른하게 왼편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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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 랄지 얼굴 표정 을 잘 관 

찰하면 거기에 떠오르는 것은 

妊產婦만이 가질 수 있는 만족 

감 둥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피아노의 詩人 F쇼팡 

과 戀聞이 자자했던 프랑스의 

女流作家 쫄쥬쌍드는

「모나리 자에 表現되어 있 는 

美는 感動없이는 이를 바라볼 

수 없고, 잠시만이라도 이를 

바라보면 영원히 뇌리에서 떠 

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 

움이 다.

그것 은 젊 음과 천진성, 지 성 

과 선 량함의 극치 이 다」라고…

그러 나 日 本의 노까미 ・ 야에 

꼬 女史의 歐米紀行文 가운데, 

모나리자의 印象記가 나오는 

데, 여성 특유한 섬 세 하고 재 

미있는 상상력 이 엿보인다.

「..만일 그녀 (모나리 자) 가 

소리를 낸다면 어떤 音聲일 것 

일까? 나는 문득 그런 생 각올 

해 보았지만 音色이나 억양 둥 

좀체로 想像이 떠 오르지 않는 

다. 오히 려 그녀 는 피 렌체 에 서 

살고 있을 때에도 결코 입을 

여 는 일이 없는그런 女人이 아 

니 었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약 

간 끄덕 이 거 나 고개 를 흔들 정 

도로, 모든 것은 이 微笑만으 

로 인간이 구사하는 言語의 한 

도 이 상의 思想과 感情올 표시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혹 그녀는 벙 

어 리 었을런지도 모른다. 달과 

꽃도 다 같이 벙 어 리 가 아니 겠 

는가……이유야 어쨌든 난 어 

쩐지 그녀가 벙어리었으면 싶 

다.

꼬챙이 소리로 마구 지껄이 

는 수다스러운 伊太利 부인들 

이 연상되기 때문일까......

모나리자가 그녀들 틈 세에 

끼 어 마구 지 꺼 리고 그 아름다 

운 풍만한 가슴속에 감춰진 胃 

속에 퓌렌체의 큼직한 비프스 

텍 덩치를 밀어넣는 따위는 꿈 

에도 생각하기 조차 싫은 것이 

다.」

(4) 그 商魂

모나리자의 日本公開를계기 

로 그들의 商術과 商魂은 극성 

스러울 정도로 철저했다.

LP 가게 는 물론 音盤이 돌아 

가는 가게나 茶房마다 지금은 

가버린 넷킹 • 콜의 哀傷에 젖 

은 멜로디가 모나리자를 찬미 

하고, 全國 各處의 美術商들은 

때 를 놓칠세 라 앞을 다투어「모 

나리자 訪日記念保存版」이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數 百 

種의 칼러 풀한 肖像書를 찍 

어내어 市販하는가 하면, 金 ・ 

銀• 銅의 記念메 달, 패 난트, 

코인, 심지어 레리프, 胸像, 

彫塑物마저 둥장, 무덤에서 되 

살아 나온 모나리 자를 맞이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들뜬 祝祭 분위기 는 실로 可觀 

이었다.

하기 야 과거 外誌에 서 八字 

수염 의 모나리 자를 戯畫化한 

例는 더러 있었지만 여기서는 

한 술 더 떠서 行길 食堂 가게 

앞 立看板엔 미 니 스카트 차림 

의 모나리자孃이 안내하는 모 

습에는 그만 두 손올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어쨋든 日本政府에서는 루불 

美術舘에서 문제의 그림 한 點 

잠시 빌여오는데 百萬弗이라는 

엄청난 保險料를 걸 정도였으 

니까 對 內外的으로 철저하게 

우려먹자는 公算인듯 싶었다.

우리 나라에 서 도 去年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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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illet의 （代表作은 아니 었지 

만） 展示 行事가 있었지만 극 

히 조용한 가운데, 美術人, 學 

生충, 그 밖에 뜻있는 동호인 

들의 눈 길을 모았을 뿐 그저 

담담하게 會期를 넘긴데 比해, 

日本의 狂的인 분위기와는 해 

무도 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어 느 편이 옳다고, 是非를 가 

르기에 앞서 우선 한 가지 사 

실만은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日本의 基本的인 文 

化政策의 姿態이기도 하지만

“그 들은 뭘 가져 오던지 손 

너보는 장사는 決코 안하는 그 

런 나라이다”

말하자면 따뷘치의 그림 한 

점 가지고 그들은 多角面에서 

百% 以上 効率的으로 소정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모나리자가 10년 前, 난생 처 

음으로 美國을 訪問해서 熱狂 

的인 환영을 받았다는데

『아메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드디어 日本에서 公開되다』

이 한 마디 로 日 本은 자기 나 

라의 國力올 암암리 에 온 世界 

에 과시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 

다.

가령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 

운 호오프 鄭京和, 明勳 姉弟 

가 世界 音樂.頂上에서 榮光을 

차지 했는데 우리는 이 感激의 

순간을 얼마만큼 간직했던가?

萬一 日本 音樂徒가 이런 榮 

光을 차지했다면 아마도 日本 

列島는 火山처 럼 폭발했올 테 고 

對外 文化 政治面에 펴는 그들 

의 宣傳攻勢와 콧대 높은 姿態 

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 

올 것이다.

2. 어떤 交通標語

日 本 都心地에 는 우리 나라 

처 럼 도처에 陸橋가 있고 의 례 

큼직한 標語가 눈에 띄우기 마 

련인데 再昨年 渡日했을 때 印 

象깊은 標語 하나가 아직도 잊 

어지질 않는다.

우리 말로 옮기면 대체로 다 

음과 같다.

"비좁은 日本땅 그렇게 서둘 

러 車를 몰아 어디로 가려하는 

가”

車窓 밖으로 스쳐 가는 글귀 를 

처음엔 무심코 받아 넘겼지만 

또 다른 길목에서 대했을 때는 

이건 단순한 交通標語만은 아 

니라는 것을 痛感하게 되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 이 다르 

겠지만 최소한도 이 標語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 

다.

하나는 外的인 표현으로

「너무 성급히 車를 몰다가 

소중한 生命과 바꾸지 말라」라 

는 일종의 계 몽성을 띄 었고 또 

하나의 숨은 뜻은「2, 3分 빨리 

목적 지 에 도착해 봤자 別달리 뾰 

족한 수 없지 않는가. 비좁은 

땅에서 머물지 말고좀 더 視野 

를 넓은 世界로 돌려라.」

정말 얄미울 정도로 깔끔하 

고, 설득과 호소력을 지 녔다고 

보는데 솔직히 필자는 머리를 

호대게 한 대 얻어 맞은 그런 기 

분이었다.

「車는 車道로, 사람은 人道 

로…」

「서울은 아름답다. 市民은 

행 복하다」

式의 안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句節에 比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생 각하는 次元올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車가 都心을 벗어나 住居地 

域에 들어서면 또 한가지 뼈저 

리게 痛症을 불러 일으키는 사 

실이 있다

길가 兩 쪽에 즐비하게 기와 

지붕과 담벽올 맞대고 늘어선 

소위 倭式（오오가배） 木造建物 

들…

화장기（彩色）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아니 10年 前, 30年 前 

에도 역시 그랬었다. 鐵筋 스 

라브와 육중한 大門, 人造大理 

石, 化粧타일, 花崗石 따위로 

마구 겉치레를 다하는 우리의 

建築樣相과는 天地差異다.

그야 地震國이 기 에 스라브 지 

붕을 피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要는 外觀은 별게 

아니지만 內實있는 그들과 外 

觀은 번쩍거리지만 내용은 실 

속없는 그 어리석음…

그것 도 모자람인지 아무게 집 

본올 따서, 기존 지붕을 홀랑 

벗 겨 놓고 西歐式이니 무슨 프 

랑스式이 다 하고 야단법 석 올 떠 

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그 

저 얼굴이 자꾸만 벌겋게 달아 

오를 뿐이 다.

허기야 이 런 풍조에 면역이 

된 사람일 수록 한달에 고작 

30萬원 벌어서 운전수 모셔놓 

고 半을 내 놓자니 기가 찰 일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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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올 텐 

데 그들은 뭘 하고 지 냈을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 

게 조용히 숨을 죽이 고 움직 이 

고 있지 않는가. 남의 눈에 띄 

지 않게… 거리언］ 별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도 그 

럴 것이 男子는 직장에 나가고 

아녀자는 집에서 일올 하기 때 

문이다. 웬만한 길목의 가게는 

가게마다 주인은 으례 뜨개질 

일손을 멈추지 않는 부인들이 

家事와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 

이 다.

어 디선가 무슨 소리 가 들려 

온다.

쓰윽싹 ! 쓰윽싹 !

분명히 무언가 가는 소리 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과 

兄弟를 위하여 숨을 죽이며 

칼올 갈고 있올 것이다.

來日을 占치어 가면서 쉴새 

없이

오늘도 칼올 갈고 있는 것이 

다.

往年의 遊廓 거리가 底人宿으로 변모한 

모습

3•日 展

日展은 日本書, 西洋畫, 彫 

塑, 工藝, 書藝의 五科를 包含 

한, 말 하자면 우리 나라의 國 

展에 상당한 日本에서는 최대 

의 規模와 오랜 傳統올 자랑하 

는 綜合 美術展이다.

明治40年創設以來，文展， 

帝展, 新日展 등으로 呼稱이 

바꾸어 왔지만, 60餘年의 긴 

세월과 함께 수 많은 사람들 

에게 信賴와 愛好를 받아 온 

것이다.

（1） 日展의 沿革

참고로 日展의 沿革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明治40年美術審査委員官 

制가 制定되어 여기에 基因하 

여

第1部（日本畫）

第2部（西洋畫）

第3部（彫亥U）
의 3部制로 구성되어 文部省 

（文敎部） 主管 아래 第1回 美 

術展覧會가 開催되어 大正 7年 

（1918年） 第12回 展覧會까지 지 

속 되 었다. 俗稱 文展이 라고불 

리 운 것 이 바로 이 것 이 다.

그간 第6, 第7回 展覧會에 있 

어서 第1部는 第1科, 第2科制 

였었다.

大正 8年（1919） 새로이 帝國 

美術院 規定이 制定되어 帝國 

美術院 第1回 미술전람회가 開 

催되어, 大正12年（1923）의 關 

東大震災의 해를 除外하곤, 19 
34年, 第15回展까지 계속되다.

그간 1926年부터 第4部（美術 

工藝）가 설치되고 또 한 第2部 

가운데 版畫部分이 加해졌다. 

俗稱 帝展이 라 불리 워 지다.

1935年 새로 帝國美術院 官 

制가 制定되어 新規定의 交替 

制에 따라「日本畫」日本風 彫 

刻 및 工藝의 第1回 帝國美術 

院 美術展覧會가 1936年 봄에 

開催되었지만, 1回만으로 廢止 

되다.

같은 해 가을, 帝展은 文部 

省으로 移替되어, 文部省 美展 

이 鑑査에 의한 展覧會와 招待 

에 의한 展覧會로 區分되어 연 

이어 開催되다.

1937年 새로 帝遨藝術院 官 

制가 制定되어 세삼 第1回 文 

部省 美展이 開催되고, 1940年 

소위 紀元 26二0年 奉祝美展이 

開催된 해를 除外하고 1943年 

第6回展까지 계속되다.

1944年에는 美術展覧會 取扱 

要綱에 따라 一般 公募의 美展 

은 禁止되 었지만 文部省 主催 

로 戰時 特別美展이 開催되다.

1945年봄, 文部省主催로 第 

1科（日本需），第2科（西洋畫）， 

第3科（彫塑），第4科（美術工藝） 

의 4科制度로 第1回 日 本美術展 

覧會가 열리 고, 同年 가을에 第 

2回展을 열어 以後 每年 回를 

거듭하여 1957年, 第13回展까 

지 계속되다.

그동안 1947年에 帝國藝術院 

은 日本藝術院으로 改稱되어 

1948年 第4回 日展을 日本藝術 

• 院 主催로 열게되고 同年 第5 
科 （書藝）가 新設되 다.

1949年 새로 日本藝術院會가 

制定되고, 또 한 同年, 日本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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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科日本書

第2科西洋晝

第2科西洋畫

術院 會員의 有志에 의하여 조 

직된 日展 運營會가 設立되어, 

第5回展부터 第13回展까지 日 

展은 日本藝術院과 日展 運營 

會와 함께 共同主催로 行하다.

1958年, 社團法人 日展이 創 

立되어 日本藝術院과 分離되어 

完全한 自主運營機關으로 발족 

하여, 새로 第1回 日本美術展 

覧會가 開催되어, 1968年（第11 
回展）까지 계 속되 다.

1969年, 役員改選을 기화로 

종래의 日展올「改組日展」으로 

改稱，改組第1回日本美術展 

올 開催, 今年들어 （1975） 第6 
回를 맞이하게 되다.

以上으로 日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 셈인데 創設 60餘年 

의 파란만장한 風霜올 겪어온 

만치 끈질긴 정통적인 氣風이 

엿보인다.

筆者는 요행히 73年 正月 下 

旬頃에 愛知縣（名古屋市 所在） 

美術舘에 서 全國을 巡回하는 第 

4回 日展올 鑑査할 기회를 얻 

게 되었다.

愛相縣 美術舘은 中部 日本 

에서 가장 대표적인 展示場으 

로서 施設의 規模도 대단하려 

니와 휴계실 로비에 나 붙은 

次期 展示를 豫告하는 대문짝 

만한 靑銅色 포스터 가 감히 이 

美術舘의 權威를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待望의 Bourdelle 彫塑展

드디어 本舘에서 開催되다” 

자기 나라에 가만이 앉아서 

靑銅의 證人이라고 불리운 불 

데르의 作品을 감상할 수 있다 

는 것은 부러운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第1科日本書部門

『…今年 들어 改組 第4回展을 

맞이한 셈입니다만 各科가 한 

결같이 改組 後부터는 더욱 嚴 

選主義로 나가기 때문에 充實 

한 內容을 보여 주고 있읍니 

다.』세 미 너 席上에 서 알게 된 

日展評議員 S氏의 친절한 안내 

를 받으면서 먼저 6室에 걸쳐 

마련된 日本畫 코너부터 살피 

게 되었다.

理事, 評議員, 特選作品 둥 

全國巡回의 代表作品 73點과 該 

當地方出品作24點，計97點 

이 展示되어 있었는데, 作品素 

材는 人物書, 花鳥獸類, 風景 

靜物 둥 대체로 우리 나라 東 

洋畫 畫題와 비슷했지 만 日本 

畫 特有의 多元化된 彩色 때문 

인지 발라에티 는 있 어 보였고 

技法的인 면에서도, 전통적인 

畫風에서 近代畫風에 걸친 各 

樣의 流派가 표출되어 소위 現 

代 日本畫의 全貌가 드러난듯 

싶었다.

改組 後 대체로 전체 水準 

이 높아졌고, 젊은 作家의 進 

出과 더불어 外面 描寫에서 內 

面的 追求라는 方向으로 나가 

고 있다는 氏의 말올 귓전에 

들으면서도 무어라고 形容할 

수 없는 허전함이 따라오고 있 

었다. 그것은 아마도 異邦人들 

의 직감적인 寸感에서 오는 버 

룻 일런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 나라 만이 지 켜 나가야 할 

참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 

일 까. 물론우리 의 東洋畫도 이 

와 유사한 고충의 양상과 문제 

점올 충분히 안고는 있지만 여 

기서는 더욱 時代와 感覺과 意 

慾들이 한정된 材料속에서 갈 

등을 비져내고 있었다.

日本 고유의 고색창연한 墨 

畫의 靜寂은 거의 빛올 잃어갔 

고 우리 國展에서 새로 마련된 

非具像 系列은 한點도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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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日展의 傳統的인 通例라지 

만 西洋畫, 彫塑部門도 非具像 

은 없다）

10餘年 前부터 소위 “日展의 

三山”이 라고 불리운 人士가 있 

는데 즉, 東山 魁夷, 杉山 寧, 

高山辰雄올 뜻하는 것이며 이 

세 분은 日展의 理事로서 언제 

나 의욕적인 작품을 발표해서 

장내의 눈길을 모으기 때문이 

라고 한다.

東山의「白馬의 숲」은 靑一 

色의 樹林 중심부분에 白馬를 

配한 書面으로서 淸凉한 숲의 

精氣가 전해오는 듯 自然을 再 

現시켜 주고 있었다.

杉山의「曆」은 빛이 交錯하 

는 幻想的인 배경속에 어린애 

를 안은 젊은 어머니를 사실적 

으로 처리해서 寫實과 抽象의 

格調높은 톤을 보여주고, 高山 

의「坐人」은 岩石과 瀑布와 사 

람을 立體派風으로 설정 人間 

의 孤獨感 같은 것을 暗示해 

주는 듯 싶었다.

日本畫 部門에선 風景畫가 가 

장 많이 눈에 띄었는데 단순히 

描寫만을 유지로 한 作品은 별 

로 없었고, 心象을 부여 한다 

던가•作家나름의 獨自的인 표 

현을 追求하려는 흔적이 엿보 

였다.

特選作品은 그 해의 新人을 

代表하리만치 일련의 審査基準 

도 참조가 되어 퍽 홍미있게 

볼 수 있었다.

松本 榮「和具의 女人」둥, 3 
點의 風俗畫와 山崎忠明「正倉 

院」둥, 4點의 風景이 選出된 

모양인데, 前者에서는 人物의 

構成, 뎃상力이 評價 되 었는지 

모두가 意慾이 넘치는 力量들 

이었고, 後者에선 山崎의 靜寂 

의 畫境, 正井和行「澤渡」의 

簡潔淸澄한 畫面이 분위기를 살 

려주고 있었다.

名古屋 藝大의 老大家 嶋谷 

自然의 「길은 明快한 色彩로 

新綠올 그려 시선을 모았는데 

전통적인 日本畫의 경지를 세 

삼 보여주는 듯 싶었다.

한참 몇 室을 거쳐 다음 室內 

에 들어서자 강렬한 原色畫調 

가 달겨 들어, 드디어 西洋畫 

가 시작 되었나보다 했더니 그 

게 아니었다. 가까히 가보니까 

우리 나라 C女史가 즐겨 다루 

는 熱帶의 女性, 나무 그늘 밑 

에 앉아 있는 女人의 건강한프 

로필은 Gauguin의 타히티 여 성 

과 별로 다를게 없었다.

잠시 여기서 出品한 新進 몇 

분의 作意를 물어본다.

「時」 N氏（岡崎）

社會는 사정 없 이 앞으로 나 

가는데 人間은 더욱 더 孤獨하 

기만……그런 점을 노렸다.

「古物商 가게」S氏（名古屋）

古物과 G판, 판타롱차림의 

現代女性과의 對比를 그렸다.

「園」 I孃（春日井）

熱帶温室올 배 경으로 새와 어 

린애 가 無心히 뛰 노는 모습올 

人形으로 표현해 보았다.

「덤 풀」 T氏（名古屋）

第4科工 藝

雜草의 꽃이 좋아서……昆虫 

도 있다. 그런 점올 意圖했는 

데 뜻대로 되질 않아 유감…… 

끝으로 出品作 밑에 文, 委, 

理, 評 둥의 略字 표시가 나 붙 

어 事由를 물어 보았다.

（略）齬解） 

顧一顧問 

韩——事m rm 「 

理一理事 

前理一前理事 

評一評議員 

會一會員

審一審査員

- ---品委囑 

無一無鑑査 

總一總理大臣賞 

文一文部大臣賞 

特一特 選
第5科書 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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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 칼럼

消費는 美徳이냐 惡徳이 냐

李 慶 成

弘益大博物舘長

3년 전의 일이었다. 大阪藝大 

와의 交流展 關係로 大阪에 며 

칠 머무른 일이 있었다. 그 때 

도심지의 인상은 몹씨 화려하 

고 이른바 근대화가 이루어져 

서 鮮明하였다. 그러나 일단 

도심지를 떠나거나 근교에 이 

르면 도로 주변에 잡다한 폐품 

이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띠었 

든 것이 기억에 난다. 그 폐품 

이란 자전거의 망가진 것이라 

든지 손발이 떨어진 인형이라 

든지 상품을 꺼 내 낸 포장지 나 

포장갑 등 다양하였다.

말 하자면 우리 나라의 경우 

라면 고물상의 손올 거쳐서 재 

생이 가능한 정도의 손상을 입 

은 폐품이 었다. 그 때 이와 같 

은 광경올 본 나의 놀라움에 

동행 하던 大阪藝大 敎授의 한사 

람인 田中 敎授가 말하기 를 이 

폐품의 누적이야말로 日本이 대 

량 소비시대로 돌입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사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기계생산의 능 

률을 증가하고 대 량생 산이 이 

루어져 싼 가격으로 모든 물건 

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게 되 

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량소비시대의 윤리 

는 대중이 물질을 대량으로 소 

비 하면서 생 산을 촉진하고 경 

제력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함 

으로 결국은 자기의 소득올 증 

대시키는 순환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 다. 이 대 량소비 시 대 는 디 

자이너 의 대 량 등용으로서 그 

야말로 디 자이 너 의 시 대 라고 해 

도 좋을 것이다. 한 때 일본에 

서 는 다음과 같은 말이 유행 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돌을 

던지면 십중 팔구 디자이너에 

게 맞는다는 것 이 다. 이 이 야 

기는 일본에 그 만큼 디자이너 

가 많고 그 많은 디 자이 너 들이 

그 나름대로 일이 있다는 이야 

기 가 된다. 앞에 서 이 야기 가 나 

온 大阪藝大의 디자인 敎授들 

은 학교의 일 보다도 디 자이 너 

로서의 일이 山積해서 일년올 

두고 일이 밀려서 쩔쩔맨다는 

이야기다. 가령 弘益大學校의 

교환교수로서 2주일간 한국에 

오면 그 동안 일본에서의 일이 

밀려서 돌아가서는 밤잠도 못 

잘 정 도로 바쁘다는 이 야기 를 

들었다. 이처럼 디자이너의 사 

회적인 존재가 뚜렷한 것은 그 

나라의 경 제 가 대 량소비 시 대 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른바 “소비는 미덕이다” 또는 

“고객은왕이다”라는개 념이 통 

용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 

명 을 의 미 하는 것 이 다. 한 때 

우리 나라에서도 백화점 둥에 

서 경기 향상의 진흥책으로서 

소비는 미덕이니 고객은 왕이 

니 하는 일본의 유행어가 그대 

로 직수입 되어서 이야기꺼리 

가 된적도 있었다. 그러 나 원 

래 발전도상에 있는 한국의 경 

우는 이와 같은 소비가 미덕이 

되기 까지에는 아직도 극복해 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십년내 나는 대학에서 工藝 

槪論과 工藝史 둥 공예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는데 나의 강의 

노트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 

와 같은 대량소비시대를 바라 

보는 消費性이 그의 생산성을 

촉진하는 의 미 에 서 미 덕 이 라고 

가르친 적도 있다. 그때 한학 

생이 이야기 하기를 “선생님은 

소비 가 미 덕 이 라고 하시 지 만 국 

민생활재건본부에서는 소비를 

억 제 하고 물자를 절 약하라고 하 

니 모순이 아닙 니 까”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 나는 확실히 그 

때 이 원칙과 현상의 상극에서 

오는 모순 속에서 당황했던 것 

이다. 그러나 나는 그 때 미 

술은 사치의 아들이다. 어느시 

대 어느 민족이든 간에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의 보장 없이는 

工藝는 물론이요 그림이나 彫 

刻같은 것도 발달되지 않는 것 

이 미술의 생리인 것이다. 따 

라서 미술이 발달되려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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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민족이 부강해 야 한다. 과 

거 미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나라는 몹씨 가난했는데 미 술 

은 참으로 발달했다는 예는 절 

대로 없다. 즉, 미술과 경제는 

정 비 례 하면서 발전하여 가는 것 

이다. 물자가 모자라서 절약을 

해야 한다면 디자이너의 역할 

도 그만큼 없어질 것이고 디자 

이너가 필요 없는 사회라면 미 

술의 발달은 바랄 수 없는 것 

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말 

올 바꾸어 한다면 디자인이나 

미술은일종의 사치의 부산물 

인지 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의 

물질적 생활올 조정해야 하고 

소비 생 활올 규제 하는 경 우에 있 

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소비는 

악덕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우리들 미술에 봉사하는 사 

람들은 그야말로 모순에 봉착 

하고 갈길올 잃어버리고 만다.

n

최근 日本에서 돌아 온 사람 

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본 

의 사정도내가삼년전에 경 

험한 것과는 몹씨 달라진 것 

같다. 말하자면 거리에 방치되 

었던 폐품이 자취를 감추고 그 

폐품올활용하는 직업이 생겨 

서 한참 바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일본의 소비시대도 이른 

바 유류파동 이후에 닥쳐 온 세 

계적인 불황 속에 서 이 미 지 나 

친 낭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작년 

연말 우리 나라에서도볼수있 

었다. 연말 경기를 한참 앞두 

고 시내 큰 백화점들은 몇 십억 

의 매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 

표액 이 기 한 전에 초과하는 등 

이 상한 현상을 일으키 는가 하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서 민의 소비 와 직결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경기가 후퇴 

하여 전년의 반도 매 상이 오르 

지 않는 불황에 허덕 인 것 같 

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적인 악순환인 富益富 貧益貧 

원칙이 작용하여 빚어낸 현상 

이 라고 생 각한다.

물론 백화점 경기가 그만큼 

활기를 띄운 것은 그 나름대로 

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찰제라는 것

둘째, 품질이 보장되어 있다 

는 것

세째, 디자인이 좋다는 것

네째, 고객에게 판매를 강요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백 

화점이 전체적으로 고객의 신 

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둥이 

다.

반면 시장의 상품을 보면 앞 

에서 이야기한 백화점의 경우 

와 반대의 경우가 많다.

첫째, 정찰제가 아니어서 에 

누리가 많다는 것, 같은 물건 

의 경우 같은 시장인 데도 가 

격의 진폭이 크다는 것, 그래 

서 고객은 무조건 깎아야 하고 

그 깎은 것이 혹시나 비싸게 

사지 않았나 걱정할 정도이다.

둘째, 품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어떤 메이커의 것은그 나 

름대로 쓸 수 있어도 대부분기 

군소 수공업자들이 만든 이것은 

때문에 품질은 고사하고 규격 

둥도 맞지 않는 수가 많다.

세째, 디자인의 문제는 전혀 

미 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오직 

쓸모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볼 

품이 적다는 것이다. 이 디자 

인의 문제는 상품 디자인 뿐만 

아니 라 포장지 디 자인에 까지 미 

쳐 백화점에서는 고급 포장지 

나 패키지로서 물건을 에워싸 

그 것대로 곧 선물이 가능한 것 

인데 시장의 것은 그와 같은 

포장 디 자인의 고려 는 고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악한 종이나 

심지어 헌 신문지 같은 것으로 

물건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네째, 고객에 판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류 

백화점과 삼류 백화점의 차이 

점일 뿐더러 백화점과 시장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가령 시내 

S 백화점이나 M 백화점 같은 

일류 백화점에 윈도 쇼핑을 갈 

때에 점원은 먼 발치로 손님의 

거동을 바라다 볼 뿐 그 손님으 

로 하여금 최대의 자유와 시간 

속에 물건올 선택하고 결정할 

여 유를 준다. 그러 나 삼류 백 

화점일 경우에는 고객을 놓칠 

소냐 하고 손님이 접근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 

할 때에는 원하지도 않는 쉐터 

를 꺼 내 들고 입 히 는 시 늉을 해 

서 매우 불쾌한 기분을 돋군 

다. 이 와 같은 사태 는 시 장의 

경우 더욱 불쾌한 장면이 연출 

된다.

얼마 전에 이 랬다. 겨울 쉐터 

를 하나 사려고 동대문 시장에 

들른 일이 있었다. 시장문 어 

귀에서부터 유혹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헤치고 안보는 척 하 

는 태도로서 어느 가게를 골라 

서 들어 갔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겨울 쉐터가 있었 

다. 내 가 사고자 하는 것 은 까 

만 색깔의 쉐터로서 목이 덮히 

는 것이었다. 그래서 까만쉐터 

를 고르는 데 까지 는 상인과 나 

사이에 의견 충돌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바라는 목이 깊숙히 덮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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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물건이 없는 데서부터 사 

건은 발단된 것이다. 내가 요 

구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에 나 

는 더 좀 목이 깊은 것이 없느 

냐고 물어 보았더 니 상인은 물 

건을 팔려는 집념에서 우리 나 

라의 상품으로서는 이 이 상 더 

목이 깊은 것이 없다. 만약에 

손님이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사실려면 손으로 짜거나 특별 

히 주문해 야 한다는 것 이 다. 그 

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건 

을 고르고 흥정을 시작했으니 

다소의 불만이 있드라도 이 쉐 

터 를 사야한다는 것 이 다. 그 말 

투가 먼저 상품을 권유할 때의 

태도와는 반대로 점점 강압적 

으로 되고 그 강압은 드디어 위 

압적인 것으로까지 고조된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손님이나 

심장이 든든치 않은 여자 손님 

들은 대개 마음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흥정을 했다는 죄 때 

문에 그 물건을 사야만 된다. 

그 물건올 사지 않고 그대로 나 

오는 용감한 손님이 있올 경우 

에는 그 손님은 한 아름의 욕 

을 둥지 고 그 곳올 떠 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원시 

적인 시장의 풍경은 우리 시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지 

만 너무나서글픈 풍경이다. 이 

점이 바로 시장과 백화점의 차 

이점이고백화점의 신용에 비 

해서 시장이 신용되지 않는 점 

이라 하겠다.

in

언제 어느 시대건 낭비는 악 

덕이다. 또한 낭비가 심한 시 

절에는 물질적 생활의 포만에 

서 비롯한 정신적 타락을 초래 

하여 그 민족이 나 국가는 멸망 

하는 수가 많았다. 역사상에서 

보는 로마시대의 낭비 생활이 

그것이고 가까이는 루이왕조시 

대 의 로코코 문화가 그것 이 다.

이들 로마나 로코코의 귀족 

들은 역사상 드물게 보는 사치 

속에서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 

명올 누리고 그것 때 문에 마침 

내 정신의 타락을 가져와서 도 

덕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도덕 

을 바탕으로 사회가 허물어지 

고 말았던 것이다. 이 경우 소 

비라기 보다 낭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문제는 좀 다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 적 

으로 비난 받아야 할 퇴폐적인 

낭비시대에도 불구하고 工藝史 

上에 는 다른 시 대 가 따를 수 없 

는 절묵하고도 아름다운 많은 

工藝藝術을 창조했던 것이다. 

로마의 유리공예품이며 로코코 

의 가구공예, 그리고 타페스트 

리, 금속공예, 더 나아가서는 

건축공예 같은 것은 인류공예 

에 하나의 극치라고 칭찬해도 

좋을정도다. 여기서 문제는생 

기는것이다. 정신적 타락을초 

래하여 마침내 사회의 붕괴를 

가져왔건만 그 원인이 된 工藝 

文化는 예술상에 빛나는 가치 

로 남다니 말이다.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미술은 사치 

의 부산물이요 잉여 가치라는 야 

룻한 명제가 성립되고 마는 것 

이 다.

IV

지금 사십대된 사람이면 누 

구나 저 무서운 일제 말의 물 

자 궁핍에서 오는 생활고를 겪 

은 사람들이다. 일본이 큰 전 

쟁을 치를려고 세계에서 고립 

하여 나가자니 가뜩이나 모자 

라는 물자인지 라 그 때 국민들 

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더 

욱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그 심 각성이 눈으로 볼 수 없 

을 지경이었다.

우선 나 자신을 하나의 예로 

들어 본다면 의복은 몇년 전에 

배 급받은 카키 색 의 군복에 다 전 

투 모를 쓰고 신은 이른바 지 

까다비라는 신올 신고 있었다. 

그 지까다비도 바닥이 다 나가 

서 털럭거리거나 뒷꿈치가 떨 

어져서 비 가 오는 날이 면 물이 

그 곳을 통하여 발로 스며든다 

옷도 국방색의 조악한 질의 단 

벌 작업복이라 볼품이 형편없 

다. 이와 같은 외양 속에서는 

오직 의복이란 나체를 면하게 

해주고 체온을 보존해 주는 최 

소의 기능밖에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판 

국에 디자인이라든지 색이라는 

등 미적 인 고려 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식생활은의생활에 지지 않게 

비 참한 것이 었다. 요사이 는 구 

분도니 칠분도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때는 쌀이라고 

는 일년에 몇 번 명절날에 나 조 

상의 제삿날 같은때 귀하게 쓸 

뿐이지 평 상시는 밀가루에 다 먹 

는 풀을 개서 먹는다든지 기름 

을 짜고난 콩찌 꺼 기 같은 것 을 

바탕으로 해서 식 량을 마련했 

던 것이다. 이 얼마나 인간 생 

활치고는 바닥을 헤메었던 것 

인가. 따라서 미각이라든지 압 

맛같은 것은 그야말로 사치의 

대명사로 쓰여졌던 것이다. 한 

편 주생활은 옛날부터 있는 집 

에 살고 있은지 라 가장 나은 쪽 

이지만 피난민이나 집을 잃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시 적 인 동 

굴생활에 가까운 것을 서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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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실행하였던 것이다. 옛날 

부터 살아온 버젓한 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지관리가 

곤란해서 도배는 낡고 벽은 퇴 

각하고 집은 새고 하는 둥 말 

이 아니었다. 더욱 땔감이 없 

어서 무연탄 가루를 각자 집에 

서 고구마만한 덩어리로 뭉쳐 

태양 빛에 말려 그것을 아궁 

이에 넣어서 온돌을 덮혔던 것 

이다. 이와 같은 일제 말의 한 

국사람의 생활 속에서 누가 감 

히 미술이니 디자인이니 하고 

나설 수 있느냐 말이다. 만약 

에 그 때 그러한 환경 속에 

서 디자인올 입에다 담는 사람 

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미친사 

람 취급을 당했을 것 이 다. 나 

체에 가까운 생활이다. 동물적 

인 최저의 생활 속에 오직 생 

명 만을 이 어 간다 하는 무서 운 

본능만이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15해 방 후만 하더 

라도 조국광복의 기쁨 속에서 

정신의 자유는 회복 되었으나 

물자의 궁핍은 여전하였다. 거 

리에 쏟아져 나온 일본 군대의 

군수물자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일본사람들의 군복과 지까다비 

를 신고 그 후 미군의 진주로 

말미암아 미군 물자가 거리에 

범람하여 이번에는 모든 국민 

이 미국의 군복과 그의 군화를 

신게 되었다. 규격과 동일형을 

바탕으로 하는 군대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의 외 

양을 갖고 있고 특수성 이 란 찾 

올 길이 없었다. 다른 점이 있 

다면 형편없던 디자인이었던 일 

본식에서부터 기능과 멋을 곁 

들인 미국적 군복으로 갈아 입 

은 것이 있을 따름이다. 이 때 

한국 사람들은 의복 뿐만 아니 

라 담배를 비롯한 쵸코렛, 껌, 

그리고 깡통에 이르기까지 미 

군들의 군수용 식료품에서 그 

진기한 맛과 더불어 그것을 포 

장한 디 자인을 눈으로 보고 피 

부로 느꼈던 것이다. 뿐더러 

찦차를 비롯한 무기의 디자인 

이 또한 우리 의 눈을 놀라게 했 

던 것이다. 우리의 조형감각에 

는 생활감각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던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고도로 발달된 디자인 感覺이 

하루 아침에 한국 사람들의 생 

활속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여 

기 에 역시 일종의 한국 사람들 

의 디자인 감각상에 비약적인 

발전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 

때부터가 말하자면 미제물건의 

수용이 라는 습관이 생 기 고 지 

금까지도 우리들 생활 습관의 

어느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외래적인 디자인 감 

각이 점차 발달돼 가는 국내산 

업의 뒷받친을 받은 한국적인 

디 자인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 야 

말로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 

금에 이르는 한국 디자인의 역 

겨운 행로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오늘이라는 

시점도 5, 6년 전의 호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중진국올 치 닫 

는 나라답게 한 때 풍성한 표 

정올 보였다. 그러나 차차 기 

울어져 가는 세계적 인 불황속 

에서 소비는 악덕이라는 윤리 

속에 우선 국민의 물질 생활을 

절약과 검소로 전환시키고 백 

화점 둥의 과대포장을 금지하 

는 둥 긴죽정책 을 족진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소비생 

활과는 관계 없 이 국제 수지 의 증 

가를 목표로 수출의 증대를 바 

라는 뜻에서 수출상품의 포장 

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적 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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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유지하고 아울러 국제 시 

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겨낼 우 

수한 디자인과 재료가 요망되 

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에는 억제 를, 국제 에 는 장려 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적 디 

자인 정책이다. 이와 같은 이 

원적인 정책은 비단 한국의 경 

우만이 아니 라 이 미 부강한 외 

국의 선진국도 다 채 택 하고 있 

는 디자인 정책이다. 가령 우 

리가 국내에서 한 때 흔히 마 

시 던 고급 양주는 그 나라에 가 

면 여행자의 주머니 사정으로 

는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 

로 고가한 것 이 고 또 영 국의 양 

복지가 좋다한들 영국사람들은 

울 제품의 양복제품을 전적으 

로 수출하고 자기들은 그 것보 

다 떨어지는 혼방이나 면 제품 

을 입고 있는 형편이다.

V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가 

면서 나는 서두에 제시한 명제 

인 소비 는 미 덕이 냐 또는 악덕 

이 냐는 문제 를 다루어 보았다4 

결국 결론으로서 이 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소비 는 미덕 인 동시 

에 악덕 이 라는 것 이 다. 이 이 

야기 는 소비 하는 사람과 소비 

하는 시 대 적 배 경 과 소비 하는 

물질적 사정 에 따라서 같은 소 

비 가 때로는 미 덕도 되고 때로 

는 악덕도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요는 그 소비 하는 주체 인물의 

양식 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 

이 내 려 지는 것 이 다. 그러 나 

끝으로 이 야기 할 수 있는 것 

은 지금의 전체적 인 한국 사람 

들의 현실로 보아서 소비 는 미 

덕 보다도 악덕 에 가까운 것 이 

있다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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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価節減을 위한 包装政策

韓 羲 泳
서울大 經營大 敎授

이른바『物價高속의 不況』이라는 이름의 스 

테그플레이션과 에너지 쇼크라는 이름의 油類 

波動이 한꺼 번에 밀어 닥친 以後로 온갖 景氣 

指標들이 매양 下降一路만올 더듬기 시작한지 

는 이미 오래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低生產性 

과 販賣難의 二重苦에 시 달리다 못해 倒產지경 

에 다다른 企業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소 

문이 다. 이미 두 손 바짝 들어 버 린 企業도 相當 

數에 달하고 있다는 公式的인 統計만도 수두룩 

하다. 이러한 版局에선 차라리 모든 經營活動을 

中止하고 속시원히 工場의 문을 닫아버리는 쪽 

이 훨씬 高踏的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全體經濟의 一員으로서의 個別經濟가 

한결같이 그 모양이 된다면 一國의 國民經濟란 

都是 成長하게 될 까닭도 없어진다. 따라서 最 

少限의 經營活動이라도 展開해 야할 立場이 造成 

되어지게 마련인 것이 요즘의 經營的 디렘머 

라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언제 부턴가 외쳐 오 

기 만 한듯한 經營合理化運動이 하루 속히 汎產業 

的인 레벨에서 具體化 되어야할것 같다. 특 

히 그 가운同 에 서 도 原價節減이 나 物資節約을 통 

한 經營合理化運動의 推進은 原資材의 確保難과 

油類 쇼크를 어느 정도라도 克服하기 위한 지 

름길임 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大韓商議에서는 올해를 物資節 

約의 해로 定하고 不況과 資本不足을 克服하기 

위한 汎國民的인 節約運動을 展開하겠다고 다짐 

한 것은 그나마 多幸이다. 즉, 大韓商議는 全國 

의 39개 地方商議를 母體로 하여 傘下 50萬 商 

工人으로 하여금 物資의 웨이스트 防止와 에 

너지의 10% 節約運動을 果敢히 展開할 것을 決 

議한 모양이다. 如斯한 消費節約運動올 위해서 

는 그 基本方向으로서 첫째 經營指標의 設定과 

인센티브制의 導入, 둘째 로스率이 65%에 達 

하는 熱管理의 効率化, 세째 廢資源의 再活用, 

네 째 輸入代替의 促進 등을 模索할 計劃이라 하 

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原價節減을 위한 새 

로운 包裝政策의 導入이 야 말로 그 核心일 수 밖 

에 없다는 느낌 이다. 왜 냐하면 거의 모든 商品 

이 어떠한 形態로던 일단 包裝되어 販賣되어지 

는 것이 前提條件인 이상 過剩包裝이나 非適正 

包裝에서 빚어지는 物資浪費와 原價上의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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率은 대단히 엄청나다는 表現을 빌려야할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만은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마디로 原價節減올 위한 包裝政策이 

라해도 그 政策의 構想과 執行에 있어서는 그렇 

게 單純한 對象만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實際 

로 原價節減을 위한 包裝政策을 導入하기 위해 

서는 그 効果와 槪念自體가 觀點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包裝材料나 包裝 

手段, 혹은 包裝機器의 改良化나 効率化를 통해 

單位當 코스트는 節減되어질지 모르되 總費用 

（토탈 코스트） 面에서는 오히러 原價高가 될 경 

우가 있게 됨이 許多하다. 이 경우 가령 이제 

까지의 手動式 包裝道具를 電動式自動包裝機械로 

代替했다고 假定했을 때 單位當商品包裝費用은 

節減되어질 수 있으나 新包裝機械의 減價償却代 

나 動力費는 總 코스트 面에서 훨씬 上昇하게 

되어 도리혀 經營總費用面에서 코스트 업의 要 

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反對로 單位當 코스트는 原價高가 될지 

모르나 토탈 코스트 面에서는 거꾸로 原價節減 

이 이룩되어지는 수도 많다. 이 경우의 例로는 

가령 新包裝材料의 開發로 從來의 包裝手段올 1 
回使用에서 反複使用으로 向上, 改良시켰올 때 

그 包裝材料의 耐久性價値 때문에 1回當 包裝費 

用은 코스트 업이 될지 모르되 回收된 包裝手 

段으로 再包裝할 때마다 節減되는 包裝費用을 考 

慮한다면 오히 려 經營總費用 （토탈 코스트） 面에 

서는 原價가 훨씬 節減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計 

算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를 가리켜 包裝政策論에서는 前者의 경우를 

原價節減을 위한 이른바 直接的 包裝政策이 라 하 

고 後者의 경우를 間接的 包裝政策이라 呼稱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어느 경우에든 窮極的으로 

는 原價節減과 直結되는 包裝政策이 애써 導入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2 ；

결국 그러한 意味에서는 原價節減올 위한 包 

裝政策이란 두 가지 觀點에서 構想, 執行되어져 

야 하지만 우선 直接的인 包裝政策의 見地에서 

부터 言及해 나간다면 맨먼저 包裝材料나 包裝 

手段의 改良 내지 開發로 이룩되어지는 原價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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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을 손꼽을 수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를테 

면 유리 （包裝材料）나 유리 병 （包裝手段）을 플라 

스틱이나 플라스틱 병으로 代替開發함으로써 包 

裝手段내지 包裝材料） 自體의 原價節減을 期하 

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플라스 

틱 이 라는 包裝手段이 유리 병 이 라는 包裝手段보 

다는 코스트 面에서 되 도록 값싸야 하는 것 이 그 

前提條件이지만 包裝의 機能面에서도 保護機能 

과 販促機能이라는 2大 機能이 조금이라도 減殺 

되어지지 말아야 함이 原貝U이다.

오히려 機能發揮面에서의 効果가 代替내지 開 

發） 以前의 効果보다도 훨씬 더 强力해질 경우 

코스트 面에서 若干의 上昇傾向이 엿보인다고 

해서 그다지 걱정할 必要는 없다. 가령 플라스 

틱병이라는 包裝手段의 代替로 因해 전보다도 

販促機能의 發揮가 倍增된다면 코스트面에서와 

原價가 倍增되지 않는 이상 企業的인 損害는 

전혀없기 때문이다. 다만 플라스틱 병의 廢棄로 

因한 公害는 오늘날 現代文明社會에 대한 一大 

害毒으로 看做되어 國民經濟的인 立場에서는 커 

다란 마이 너스 要因의 : 하나인 것이 크나 큰 걱 

정이다. 특히 플라스틱 系統의 包裝材料나 包裝 

手段은 廢棄後 酸化作用이나 炭化作用에 依해 

전혀 自然界에 還元되어질 수 없는 性質의 物質 

이어서 플라스틱 系統의 包裝手段이 販促機能 

을 통해 그 使用이 빈번해지면 해질수록 環境汚 

染의 深化度는 더욱 加增되어 진다는 計算이다. 

따라서 包裝廢棄物로 因한 公害가 되도록 極少 

化되어질 수 있는 包裝手段의 代替, 開發이야 말 

로 個別企業의 立場에서 뿐만 아니라 全體經濟 

의 立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 야할 包裝政 

策의 ABC임엔 틀림 없다.

그러 한 角度에 서 본다면 이 른바包裝公害가 最 

少限으로 抑制될 수 있는 包裝手段, 이를테 면 유 

리병의 경우엔 종이 容器나 板紙容器의 代替, 

開發이 대단히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一例로牛 

乳병 이라면 보통 透明한 유리 병 이 壓倒的이지 만 

近間 유리병 自體의 코스트 업이나 回收費用 

의 앙둥과 一回使用包裝 （one-way packaging） 容 

器化의 普及 둥으로 原價節減面에서도「牛乳병 

의 板紙容器化」가 暫次 普遍的인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端的인 證據의 하나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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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그 선을 보인지도 

오랜 正三角形 四面體의 牛乳병 用 板紙容器는 그 

代表作의 하나다. 이 板紙容器는 원래 테트라 

팍(Tetra Pak®) 이 라고 일컬어 지 는 스웨 덴의 特 

許며, 가까운 日本의 例에서 보더라도 180cc 
(1合)用 스탠다드 타입의 牛乳板紙容器의 경 

우 個當 1圓50錢(1970年 基準) 정도로 1回使用 

容器中 가장 安價한 包裝手段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한 편 包裝手段自體의 代替, 開發이 單位當費 

用面에서는 代替(내지 開發) 以前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코스트 업이 될지모르나 代替된 包裝 

手段에 依한 販促機能發揮의 加速化로 토탈 코 

스트面에서 오히려 企業的 利潤이 增加되어질 

뿐만 아니라 包裝公害의 面에서도 그다지 걱정 

해야할 必要도 없는 경우의 事例로는 가장 代表 

的인 것으로 소위 에어졸(aerosol) 容器라고 通 

稱되는 새로운 包裝手段의 出現올 들 수 있다. 

이 에어졸 容器는 內容物을 保護한다는 包裝本 

來의 基本機能에다 便利性이라는 販促機能까지 

도 適切히 具備한 包裝手段으로서 近代包裝革命 

의 寵兒라고 呼稱되고 있을 정도이다.

元來 包裝이 열기 쉬워야 하며 內容物올 쉽게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機能은 包裝販促機 

能 가운데의 便利性機能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便利性機能의 發揮를 强調한 包裝容器가 

바로 단추를 가볍게 눌르는 것만으로 足한 에 

어졸 容器라 할 수 있다. 에어졸 容器에 依한 包 

裝이 가장 普及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며, 이 

미 1970年에 約 20億本의 에어졸 容器가 消費되 

어진 것으로 推測되며 , 그 年平均 伸張率은 20% 
를 上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 

서 오늘날 에어졸 容器는 殺虫분무用에서 各種 

化粧品用은 물론, 生크림이 나 벌꿀 둥의 食品 

包裝에 이르기 까지 多角的이며, 날이 갈수록 그 

使用幅은 幾何級數的으로 늘어 나고 있기만 하 

다는 統計이다. 결국 에어졸 容器包裝의 경우 

에는 그 包裝材料自體의 高價性과 製造工程의 複 

雜性 때문에 單位當 包裝費用은 在來式 包裝容器 

보다도 훨씬 코스트 업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性質의 것이지 만 앞서 말한대로 包裝公害度가極 

少하고(왜냐하면 에어졸 容器는 古鐵化를 通한 

再使用이 可能하기 때문), 相對的으로 全體經濟 

的인 立場에 서 의 社會的 寄與度도 充分하다고 믿 

어짐으로써 直接的 包裝政策의 見地에서는 대단 

히 바람직한 包裝政策의 對象이라 할 수 있다.

；3 ；

그런데 包裝政策 가운데에는 보다 더 高次的 

인 것에 新包裝技術과 新包裝機械의 導入에 依 

한 包裝政策을 들 수 있다. 包裝材料나 包裝手 

段의 代替, 開發로 因한 原價節減政策을 直接的 

包裝政策이 라 한다면 이 경 우를 間接的 包裝政策 

이라 할 수 있으며, 가령 兩者를 다같이 微視的 

인 包裝政策이 라 일컷는다면 微視的 包裝政策 가 

운데에서는 그나마 巨視的인 性質의 것으로 錯 

覺되어질 정도의 高次的인 包裝政策이기도 하 

다. 그 까닭은 新包裝技術이나 新包裝機械는 技 

術革新의 所產임으로 大部分 高價인 것이 常例 

이긴 하되 包裝能率의 倍加로 因한 生產性 增大 

로 결국 토탈 코스트 面에서 節減効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生產性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유달리 販 

賣部門에 隘路가 加增될 때 오히려 코스트 프 

쉬의 原因이 되어 原節價減은 커녕 原價上昇이 

고작일 경우가 있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新 

包裝技術이나 新包裝機械의 導入에 依한 原價節 

減効果는 大量生產과 大量販賣가 같은 規模로 항 

상 併行할 때에 追求되어야 하는 것이며, 오늘 

과 같은 이른바『物價高速의 不況』이나 世界的 

인 레벨에서의 스테그 프레이션의 渦中에서는 

아무런 도움조차도 주지 못하는 :包裝政策의 하 

나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意味에서는 自體企 

業의 對內外的 環境을 綿密히 檢討한 연후에 導 

入되어져야 할 愼重한 考慮 對象인 것만은 틀 

림 없다.

어쨌든 最近 包裝業界에서의 流行인 新包裝技 

術의 代表作으로는 一名 收縮包裝이라고 일컬어 

지는 슈링크 (shrink) 包裝이 으뜸이지만, 그 가 

운데에서도 특히 파렛트(pallet) 輸送包裝時의 

파렛트 슈링크 (pallet shrink) 包裝技術의 導入 

이 눈부시다는 소식이다. 즉, 在來의 파렛트包 

裝은 크라프트(craft) 包裝이 壓倒的이 었으나 슈 

링크 包裝의 導入에 依해 파렛트當 原價節減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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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만도 이를 테면 다음의 ＜表 1＞처럼 엄청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1＞ 파렛트當 코스트 比較
(單位：日本圓)

크라프트 
包 裝

슈 링크 코스트 
低減額

低減率
包 裝

簡易包裝 1,140 860 280 25%
個 裝 980 810 170 17%
平 均 — — 225 21%

資料 :包裝프란, 合成工業樹脂工業新聞社, 大阪, 1972年
4月號，p. 83

이 처럼『러프 (rough) 하게 싸서 타이트 (tight) 
하게 패 킹 (packing) 한다』는 캐 치 프레 이 즈로 20 
世紀 末葉의 包裝界를 휩쓸고 있는 슈링크 包裝 

은 近代輸送方式의 合理化旗手인 파렛트제이션 

(palletization) 化에 더 욱 拍車를 加하게 하는 新 

包裝 技術이며 , 원래 슈링크 包裝方式의 元祖國 

인 西獨에서는 파렛트 輸送貨物의 거의 60%가 

이미 70年 初에 슈링크 包裝化되고 있다고 推測 

되고 있올 정도로 原價節減을 위한 새로운 包 

裝政策의 一環으로서는 그 앞날이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新包裝技術의 

導入은 보통 이 에 알맞는 新包裝機械에 依해 可 

能해질 경우가 많음으로써 새로운 包裝機械나 

包裝器具의 導入 自體가 벌써 新包裝技術의 導入 

을 뜻한다고 보아도 잘못은 아니 다. 오히 려 오 

늘날과 같은 高度의 大量生產時代에 있어서는 

新包裝技術은 新包裝機械의 導入없이는 거의 이 

룩되 어 질 수도 없는對象이 며 , 現代가 自動化時 

代인 이상 包裝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만「新包 

裝機械=新包裝技術」이라는 公式만으로 集約되 

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슈링크包裝도 其實은 

슈링크包裝올 할 수 있는 슈링크 包裝機械의 導 

入에 依해 비로소 可能해질 性質의 것임은 물론 

이 다.

그런 意味에서 이를 테면 파렛트 슈링크(pallet 
•shrink)包裝의 경우에도 파렛트 슈링크 包裝을 

할 수 있는 機械裝置가 必須的이며, 보통 이 機 

械裝置로는 固定設置되기 쉬운 大型 히트 터널 

(heat-tunnel) 이 利用되게 마련이다. 즉, 파렛트 

슈링크하게 될 目的物을 리프트車로 固定, 設置 

된 히이터 터넬까지 運搬해서 收縮包裝하게 되 

는 것 이 一般的이 다. 그러 나 多品種이 거 나 小 

롯트 (lot) 의 包裝을 高能率과 低 코스트로 파렛 

트 슈링크 包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從來의 機 

械裝置로는 適合하지 않다는 것이 衆論이 되어 

진 이후로는 다시 여러 가지 新機械裝置의 開發 

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從來의 히트 터널의 경우 包裝目的物 

의 運搬이 번잡하며, 또 大小 各種 品種의 파 

렛트 슈링크 包裝올 위해서는 터널 사이즈 以上 

의 것은 아예 收縮包裝을 포기 하던지 , 터넬의 

사이즈에 包裝目的物올 마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더욱그럴 수 밖에도 없어진다. 물론 

1日當 파렛트 處理量이 가령 60 파렛트 以上이 

나 되는 大企業의 경우에는 原價節減上 내지 企 

業採算上 오히 려 從來의 히 이 트 터 널式이 가장 

合理的일지 모르나(表 2參照) 우리 나라의 경 

우처럼 기껏해야1日當파렛트處理量이 고작 20 
파렛트 以下일 것이 大部分일 경우이거나 그들 

의 包裝目 的物自體가 또한 多品種 • 小 롯트인 것 

이 特色일 때에는 그에 알맞는 파렛트 슈링크 

包裝機械裝置의 再開發이 매우 時急한 것은 당 

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日本에서는 이러한 目的의 達 

成을 위해 5kg의 輕量 小型이며 , 機械의 運搬 

이 自 由自在인 多品種, 小 롯트의 파렛트 슈링 

크 包裝機械를 이미 開發, 實用化시키고 있다는 

소식 이 다. 이 機械는 一名 유니 세 트 캬논 (Uniset 
Canon®) 이 라고 불리 워 지 는 파렛 트 收縮包裝機 

械이며 , 從來의 大型 히이트 터널式과 比較해서 

一日當 파렛트 處理量이 60 以下의 경우에는 대 

략 다음의 ＜表 2＞와 같은 節減効果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表 2에서 明確해지는 것은 우리 나라 

와 같은 多品種 - 小 롯트의 中小企業이 壓倒的 

일 경우의 파렛트 收縮包裝機械로는 :從來의 히 

이트 터널式 보다도 유니세트 캬논과 같은 輕量 

•小型이 原價節減面에서 가장 알맞는 新包裝機 

械의 하나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事實에서 眞正한 原價節減을 위한 包裝政策이 

란 덮어놓고 新包裝技術이나 新包裝機械를導 

入하는 것이 아니라 仁自己의 體格(企業規模)에 

알맞는 옷(機械와 枝術)을 골라 입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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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파렛트 슈링크 包裝兩方式의 三스트 比較 （1972年）

（單位：日本圓）

1日當「파렛트」處理量 20 40 60 80( 100| 120

年間 파렛트 處理量 4, 800 9, 600 14, 400 19, 200 24, 000 28, 800

히이트 터널式
總 코스트 3, 484, 000 3, 568, 000 3, 652, 000 3, 736, 000 3, 820, 000 3, 904, 000

1파렛트當 코스트 725 371 253 194 159 135

유니 세 트 캬논式
總 코스트 2, 525, 056 2, 556,112 2, 587,168 5,112, 224 5,143, 280 5,174, 336

1파렛트當 코스트 526 266 179 266 214 179

資料 : 包裝프란, 前揭書, 1972年 7月號, p. 111

4

이상 原價節減을 위한 包裝政策이란 直接的이 

건 間接的이건 간에 대체로 包裝手段의 代替, 

開發이 나 新包裝技術（내지 新包裝機械）의 開發, 

導入으로 要約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浮刻된 셈 

이 지 만, 같은 微視的인 立場이 면서 도 若干 그 觀 

點을 달리한 코스트 다운的인 包裝政策에 이른 

바 適正包裝政策이라고 일컬어지는 部類의 包 

裝政策이 있다. 이 適正包裝政策은 전혀 새로운 

것의 開發이나 導入에 依해서 可能해질 性質의 

것이 아니라 이 미 있는 形態의 旣包裝을 되도록 

適正하게 바로 잡는 데에서 손쉽게 達成되어질 

수 있는 性質의 包裝政策이 어서 잘만하면 物資節 

約과 費用節減이 한꺼번에 이룩되어질 수도 있 

는 一擧兩得的인 것이기도 하다.

말 하자면 包裝手段의 代替, 開發이 우유의 유 

리병에서 板紙容器로 表現되듯이 대개 전혀 새 

로운種類의 包裝材料에 依해 導出되거나, 슈 

링크 包裝技術이 슈링크 包裝機械의 새로운 開 

發로 依해 誘導되어지 던지 해서 原價節減이 期 

해지는 경우와는 달리 다만 現在 流通되고 있는 

包裝을 좀 適正하게 再設計 함으로써 原價節 

減効果를 이룩해 보겠다는 包裝政策이다. 특히 

요즘 世界的인 레벨에서 展開되고 있는 資源節 

約運動의 一環으로써 크게 클로즈 업되고 있는 

이른바「過剩包裝追放運動」은 바로 이러한 適 

正包裝政策의 執行으로서 可能해질 對象이며, 

사실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立場에서는 전 

혀 새로운 包裝手段이나 包裝技術 내지 包裝機 

械의 代替, 開發로 依해서「어 렵고」「비싸게」原 

價節減을 期하는 것 보다도 이 미 있는 過飾된 包 

裝올 適正化시킴으로써「쉽고」「값싸게」그러한 

目的을 達成하는 쪽이 훨씬 合目的的일 것이다. 

따라서 適正包裝政策의 推進이야 말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處地에 알맞는 가장 適格한 對象이 

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대 한 마디로 適正包裝이라 해도 本質은 

가지 각색이어서 어떤 경우의 包裝이 실은 適正 

包裝인지 그 基準을 明確하게 밝히기 란 힘들다. 

우선 適正包裝의 反對槪念인 過剩包裝의 名稱서 

부터 過重包裝, 過大包裝, 誇張包裝, 過飾包裝 

혹은 非適正包裝（?） 등 가지가지며, 각기의 名 

稱사이 에 는 아직 그 어 떤 뚜렷 한 槪念上 區分이 나 

限界가 그어진 바도 없다. 왜냐하면 企業의 立 

場에서는 어쨌든 過剩包裝되면 될 수록 包裝의 

販促機能이 보다 發揮되어질 수 있어 곧장 收益 

의 極大化와 直結되어 질 수 있지 만, 消費者의 立 

場에서는 販促機能의 過剩發揮에서 消費者價格 

이 항상 에스컬레이트하게 마련이며, 그렇다고 

해서 販促機能의 發揮를 줄이면 줄일 수록 包裝 

의 保護機能이 弱化되어, 결국 어디서 어디까지 

가「適正」인지「過剩」인지의 區別이 지극히 애매 

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래서 는 都是 過剩包裝을 追放하고 適 

正包裝을 摸索하게 될 발판마저 잃게 된다는 觀 

點에서 대략 先進諸國에서나 비록 政策的인 立 

場에서 이긴 하되 소위「適正包裝基準」올 마련 

해서 그런대로 그들 國內事情에 알맞는 包裝政 

策上의 試金石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차라리 오늘 

의 現實이 다. 그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 도 昨年 봄 

께부터 各界代表로 構成된 이른바「適正包裝推 

進委員會」가 商工部와 韓國디자인포장센터의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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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下에 結成되어 여러 차례의 會議를 거듭한 끝 

에 몇 가지의「適正包裝基準」이 成案되었으며 그 

一部는 이미 工業規格으로까지 發展하였을 정도 

이다. 그러한 意味에서는 비록 日本의 경우를 

大部分모방하였으며, 主로一般消費財商品의 包 

裝이 그 對象이긴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過 

剩包裝과 適正包裝의 限界가 뚜렷해질 수 있는 

바탕이 생겨난 것만도 多幸이 다.

어떻든 우리 나라에서 成案된 適正包裝基準에 

依하면 先進諸國에서의 實例와 마찬가지로 適正 

包裝올 包裝空間의 容積比（空間容積比）와 消費 

者價格의 對包裝比率（比較包裝費）의 두 가지 觀 

點에서 評價하여 그 基準値의 超過包裝은 過剩 

包裝이라 規定하고 있다. 즉, 空間容積比는 容 

器의 容積 對 內容物을 收容時의 空間容積의 100 
分比로 表示되며 比較包裝費는 商品價格 對 包 

裝材料費의 100分比로 表示된다. 결국 그러한 

計算（適正包裝基準）에 依하면 大部分의 消費財 

商品包裝의 空間容積比와 比較包裝費는 각각 10 
% 정도가 고작 그 平均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平均에 비추어 본 우리의 消費 

財商品包裝의 實情은 果然 어떨까? 空間容積比 

에 關해서는 자세한 統計資料가 없어 그 全貌를 

把握하기가 힘들지만,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령 食品類의 包裝空間容積比가 10%는 커녕 무 

려 平均 60% 以上을 맴돌고 있다는 統計가 壓 

倒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나라의 경우라 

해서 물론 그 例外가 아닌 것으로 推測되고 있 

다.

한 편 比較包裝費의 경우는 몇가지 探索的인 

調査 데이터가 있어 그 片貌라도 엿볼 수가 있 

어 多幸이다. 一例로 언젠가 韓國디자인포장센 

터가 행한 實地調査結果에 依하면 某社의 調味 

料선물 세트의 比較包裝費率이 무려 51.3%였 

었다는 統計가 나왔다. 즉, 出庫價格이 996원인 

데 內容物이 485원에 包裝費가 511원이 었다는 計 

算이다. 또 某社의 맛김 통 （金屬罐入） 은 比較包 

裝費率이 52%에, 某社의 크렉커菓子는 29.8 
% 며 , 某社의 果汁통 （金屬罐入） 은 54 %였 다. 이 

렇 게 되 고 보면 우리 나라 食料品의 大部分은 比 

較包裝費率이 10 % 는 고사하고 平均 50 % 線을 웃 

돌고 있다는 기막힌 結論만이 뛰어 나올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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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利潤의 極大化가 至上目標인 個別企業의 

立場에서는 過剩包裝이건 過少包裝이건 간에 그 

것은 어디까지나 企業의 自由인지는 모를 일이 

다. 그러 나 包裝의 販促機能이 必要 以上으로 强 

調됨으로써 造作되는 過剩包裝이 資源節約은 둘 

째치더라도 그것으로 因해 包裝公害의 促進과 그 

加速化에 크게 貢獻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個別企業을 떠 나 社會經濟的인 立場에서 는 그 

냥 내 버려 두어도 相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單純한 問題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 

다.

더구나 過剩包裝된 分量만큼의 費用이 個別企 

業에 依해 負擔된다면 모르되 쓸데없이 包裝된 

過剩分量이 결국 소비자에 依해 負擔되어야 할 

바에야 過剩包裝은 全的으로 個別企業의 責任일 

따름이다. 오히려 個別企業은 過剩包裝올 一般 

소비자에게 負擔시켜 놓고 商品에 대한 소비자 

의 눈을 현혹시켜 販賣促進만을 서두르게 되는 

結果를 낳게 된다. 그래서 個別企業은 二重利得 

올 얻는 대신 소비자는 二重의 損害를 보게 되 

는 셈이 된다.

이래가지고는 소비자를 위한 包裝이라는 것이 

도리혀 經濟面에서의 過重한負擔만을 끼치게 되 

는 對象일 수 밖에 없어지 기 때문에 適正包裝올 

통한 原價節減策을 애써 摸索한다는 것 自體가 

벌써 企業이 다하게 되는 훌륭한 社會的 責任의 

一端인 것은 물론이 다. 따라서 原價節減올 위한 

包裝政策으로서는 包裝材料나 包裝技術 내지 包 

裝機械의 代替, 開發 以前에 이미 自己企業이 生 

產, 流通시키고 있는 過剩包裝을 되도록 適正包 

裝할려는 方向에서 摸索되어져야 할 것은 두 말 

할 나위조차도 없다.

그런데 實際로 過剩包裝을 適正包裝化하는 作 

業이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簡單한 對象 

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이미 生產, 流通되고 있 

는 商品의 包裝을 過剩包裝이라고 해서「適正包 

裝基準」에 따라 만들어진 空間容積比率이나 比 

較包裝費率대로 再設計하는 作業이 여러 가지 面 

에서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過 

重한 空間容積比率을 낮추는 데에는 必要에 따 

라서는 그에 알맞는 包裝機械의 改作 내지 代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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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絶對的일 것이며, 過大한 比較包裝費率을 늦 

추는 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알맞는 包裝 

材料의 代替開發이 必須的일 것이다.

一例로 요즘우리 나라 製糖業界에서는 다방 

에서 大量소비되고 있는 10g包裝 미니설탕을 

8g으로 줄이 라는 當局의 時限附 指示를 둘러싸고 

異見이 분분한 것이 바로 그 좋은 例의 하나이 

다. 物資의 消費節約과 消費者保護라는 觀點에 

서이긴 하나 사실 이 10g짜리 미니설탕의 경 

우 설탕量을 줄이 고 空間容積比率을 줄이 는 （즉, 

包裝紙를 줄이는） 作業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 

어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10g짜리 미니설 
탕은 外國에서 導入되어 온 數 io萬달러 d당 

의 最新式 自動包裝機械로 包裝되고 있는 데도 8g 
짜리 規格에 맞는 包裝올 하자니 그 自動包裝機 

械의 部品올 갈아 끼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 

며, 더구나 機械 1臺當 交替部品代가 자그만치 

4〜5만 달러 에 達해 당장은 節約効果보담도 部 

品代가 더 들게 마련이라는 計算이 튕겨져 나오 

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설탕이라 

는 原資材의 消費를 節約시키며, 消費者의 負擔 

價格을 輕減시키는 일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같 

은 開發途上國 企業들의 任務일 것이며, 오늘날 

과 같이 世界的인 資源節約運動이 한창일 때의 

『物價高속의 不況』時代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의 企業이던 率先垂範해 야 할 일 일 것 이 다. 제 

아무리 機械代替나 部分品 交替로 因한 損害가 

節減効果보담도 더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디까지나 短期的인 意味에서의 損害일 따름이지 

長期的인 眼目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러한 損害 

는 累積되는 節減作用에 依해 언젠가는 補償되 

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原價節減을 위 하건 안하건 包裝政策이 라면 長期 

的인 眼目에서 構想, 執行되어져야 하는 것이 原 

則인 이 상 過剩包裝을 追放하기 위한 適正包裝 

은 어떠한 경우에든 항상 追求되어야 할 企業의 

窮極的인 政策이어 야 하는 것 이 다.

⑸

대충 이제까지의 包裝政策들은 대략 個別企業 

의 立場에 서 의 微視的인 包裝政策이어 서 그로 因 

한조原價節減効果가 單位當 코스트의 節減에 依 

해 서 誘發되던 （直接的 包裝政策） , 혹은 總費用 

（토탈 코스트）面에서 誘導되어지 던지（間接的包 

裝政策） 간에 어디까지나 個別經濟的（個別企業 

的）인 包裝政策인 것 이 特色이 다. 다시 말해 서 

이러한 類의 包裝政策은 個別企業의 立場에서 全 

體經濟的인 經濟體制와는 相關없이 얼마던지 自 

意的으로 構想, 執行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 면 包裝手段이나 包裝機械를 開發 내지 代 

替하던지 안하던지, 혹은 適正包裝을 摸索하던 

지 안하던지는 전혀 個別企業自體의 意思決定에 

달린. 問題며 , 資金과能力만 있으면 언제 나實現 

可能한 包裝政策의 對象일 따름이다.

그러나 個別企業이 제 아무리 自意的으로 構 

想• 執行하고 싶어도 全體經濟面에서의 收容態 

勢가 갖추어지지 못한 體制下에서는 전혀 實現 

되어질 수 없는 包裝政策의 對象이 있으니 이를 

가리 켜 巨視的인 包裝政策 （내 지 社會經濟的 包裝 

政策） 이라 한다. 사실 엄 밀한 意味에서의 原價 

節減을 위한 包裝政策이란 이 런 경우의 包裝政 

策이 어 야 하며 , 그 節減効果는 어마 어 마하다는 

表現을 빌려야 할만치 그렇게 어마 어마하며 도 

저히 個制企業을 中心으로 한 그러한 微微한 節 

減効果의 類도 아니다. 다만 巨視的인 包裝政策 

의 實現을 위해서는 個別企業과 全體經濟가 一 

體가 되어 모든 社會經濟的인 與件이 完備된 環 

境下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 그 前提條件일 

따름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의 좋은 例가 다름도 아닌 

콘테이 너 리 제 이 션 （containerization） 이 라 할 수 

있다. 흔히 콘테 이너 化라고도 일컬어 지 는 20 
世紀 末葉的 輸送革命의 主體는 어 디 까지 나 콘테 

이 너 包裝이 며 , 또 그것 이 결국 今世紀 最大의

〈表 3> 海上 콘테이너 赣送의 費用節減効果

節 減 項 目 節減効果（％）

包 裝 費 25 〜70
苛 役 費 10 〜40
勞 動 力 40 〜70
運 賃 10 〜20
盗難, 紛失保險料 45 〜75

資料 : 韓國貿易研究所, 主要輸出入商品의 輸送需要豫測과

輸送費節減方案에 관한 研究, 1972年 4月,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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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國鐵 콘테이너에 依한 코스트 다운의 例
（單位：日本圓）

品- 名
重 量—

侬）包

콘 테 이 너 輸 送 | 在 來 國輸送

裝費
運 賃|合 計j

包裝費 運 賃 合 計

被覆電 線 1, 79o| 5, 000 18, 800l 23, 800 10, 200 27, 990 37, 990
醫藥 用 3, 780 12, 320 15, 200 27, 520 15, 374 23, 090 38, 444
印刷用 紙 5, 000 1, 100 14, 800 15, 900 11, 400 12, 290 23, 690
玩 具 2, 400 — 13, 400 13, 400 8, 000 15, 440 23, 440
T V 2, 360 10, 000 25, 000 25, 000 28, 000 16, 500 34, 500
移金貨 物 4, 000 3, 000 19, 800 19, 800 20, 000 19, 240 39, 240
塗 料 5, 000| — 17, 000 17, 000 55, 700 20, 000 52, 700

合 計 1 31,420 111, 000 142, 000 88, 474 134, 530 223, 004

包裝費는 65%減, 運賃은 12%減, 都合 36%減 
資料：西澤脩，流通費，光文社，1970. p. 192.

包裝革命의 旗手이기도 한 것이다. 왜 냐하면 콘 

테 이 너 化는 가령 海上 콘테 이 너 輸送의 경 우만 

하더라도 ＜表 3＞처럼 여러 가지 面에서 어마 

어마한 節減効果가 誘導되어질 수 있기 때문 

이 다.

그 以外에도 運航時間과 港口寄港時間을 短縮 

시켜 船舶運航費自體를 節減시켜줄 뿐만 아니라 

輸出入貨物의 輸送回數를 增大시켜 주는 등 기 

타 面에서의 利點만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 

도로 수두룩하다. 비근한 例로 설사 海上 콘테 

이너 輸送의 경우가 아니라 國內陸上輸送의 경 

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面에서의 節減効果에 

있어서 는매마찬가지 이 다. 一例로國内輸送의 경 

우를 例로 들어 가령〈表 4〉처럼 지난 70年에 

'日本國鐵이 調査한 豫測表에 依하면 在來式 輸 

送보다도 콘테 이너 輸送에 依할 경 우 7개 重要 

品目의 物的 流通費（包裝費와 運賃） 만도 都合 

36%나 削減되어질 수 있다는 計算이다.

그 뿐만 아니 라 어 느 特定企業이 콘테 이너 

의 使用에 依해 實際로 코스트 다운을 이룩할 

수 있었던 事例를 紹介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日本藥業界의 重鎭인 東北製藥이 從來 木箱子에 

依하던 包裝올 콘테이너로 轉換시킴으로서 다 

음처럼 1개월에 包裝材料費 面에서 15萬圓, 包 

裝勞務員 L1 人을 節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資料；西澤脩，流通費，共文社，1970, pp. 193 
〜194）

① 包裝材料費의 比較（單位 ； 日本 圓）

⑧ 木箱子의 경우

木箱子 —1個170圓X1, 590個
=270, 300圓

못, 새끼代 -1 個 6圓XI,590個
=9, 540圓

古木箱子賣却代一1個45圓X I,590個
= -71, 550圓

計 208, 290圓
® 콘테이너의 경우

〔콘테 이너 （密閉 4型）使用數……1개월 4回轉, 1 
個에 木箱子 4個分 使用, 따라서 콘테 이너 數는 

約 100個（1,590+4個+4回）〕

1개월 使用料 -式個 350圓X100個
=35, 000圓

空콘테이너 返送料 一彳個 200圓X100個
=20, 000圓
計55, 000圓

©差弓［減約額（⑧一⑹）-153, 290圓
② 包裝勞務費의 比較

⑧ 木箱子의 경우

1個當 못박기 （4分） +새끼치기 （3分）

+짐 풀기 （2分） =9分
9分义1,950個=238時間30分

® 콘테이너의 경우

1個當 組立 （1分） +짐 풀기 （1分） =2分
2分X100個X 4回=13時間20分

©差引節約分（⑧一@）t225時間10分
〔1人 1 日 8時間 勞動이 라 한다면 約 28 日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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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25勞動日로 보아서 約 L1人이 削減〕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첫째로 國內의 輸送網 내 

지 輸送體制가 能히 콘테 이너 輸送을 맞아드릴 

수 있는 諸與件이 아무런 차질도 없이 造成되어 

야 可能한 것이며, 한 마디로 表現해서 소위「門 

前에서 門前까지」(door to door) 의 輸送體制가 

完備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一國의 輸送體制 

뿐만 아니라 기타모든社會經濟的인 體制, 나아 

가서는 一國의 法體系까지도 콘테이너化에 알 

맞는 體系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한 政策 

的인 支援은 最大限의 線에서 保障되어야 하는 

법 이 다. 이를 테면 콘테 이너化를 模索하는 企 

業에 대해서는 財政的이며 技術的인 政策的 支援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全國의 道路網 

은 콘테이너輸送車輛이 自由自在로 疾走할수 

있도록 幅넓게 擴張, 포장되어 야 하며 , 아울러 

現存하는 關係法令도 이에 따라 改廢되어야 하 

는 것 둥이 다.

一例로 全國의 道路網이 幅넓게 포장되지 않 

는 限 콘테 이너 化의 必然的인 所產인 도어 투 

도어(門前에서 門前까지 ) 輸送이 實現될 까닭 

도 없지만, 그것 보다도 먼저 콘테이너의 陸 

上輸送에 있어서의 法律上障害는 맨먼저 除去되 

어야 할 對象이다. 가령 우리 나라의 現行 道路 

輸送車輛保安基準令(62. 3. 29,交通部令第111 
號)은 道路를 通行하는 車輛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制限을 設定하고 있음으로써 제 아무리 個 

別企業이 콘테이너化를 導入하고 싶다고 해서 

콘테이너化에 依한 原價節減効果가 期해질 理 

致는 없다.

'幅 2・5 m以下

第1條5項 높이 3.5 m 以下 

길이 12 m 以下 

.總重量20 ton以下

第4條•軸重10 ton以下 

.輸荷重 5 ton以下

이제 이 保安基準令에 一例를 들어 8feet X 8 
feetX20feet型 콘테 이너의 칫수와 重量을 맞추 

어 그 合當與否를 살펴 본다면 幅에 대해서는 

8ft., 즉 2・43m로 그 使用이 問題視되지 않으나, 

높이에 대해서는 相當한 問題가 대두되며, 길이 

는 20ft., 즉 6. 09m로 使用 可能한 反面 總重量에 

있어서는 그 許容總重量이 20 ton이 기 때문에 滿 

載하면 도저히 不可能해진다는 計算이다. 더구 

나 콘테이너의 陸上輸送에 있어서는 8X8'X2(r 
型 콘테 이너를 1個만 運搬하는 것보다도 同 

型 콘테이너를 2個, 혹은 8今＜8今＜40'型 콘테이 

너 1個를 運搬하는 쪽이 훨씬 有利하며 그 

래서 美國 같은 나라에서는 점차 그러한 方向 

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적어도 現 時點에서는 콘테이너를 運搬하는 車 

輛의 높이나 總重量의 面에서 現行保安基準令에 

低觸하게 되어 결국 製造業者의 構內에서 鐵 

道까지 , 혹은 콘테 이 너 터 미 날 (container ter- 
minal) 까지 의 輸送은 在來의 輸送方式에 의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더 구나우리 나라의 경우 그 

나마 콘테 이너를 받아 들일 수 있는 道路가 製 

造業者의 構內와 鐵道 혹은 콘테 이너 터 미 날 

까지 一貫해서 통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이러한 例는 그러한 基準令을 고치기만 

하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性質의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르되 우리 나라에서도 一部의 輸出入 

商品이 이 미 콘테이너 에 依해 輸送되고 있으 

면서도 아직도 콘테이너化의 導入을 위한 극 

히 基本的인 이러한 隘路事項조차 是正되지 못 

하고 있는 現實임에 비추어 볼 때 모든 社會經 

濟的이며 社會政策的인 諸與件의 造成은 콘테 

이 너」化를 위 한 前提條件임엔 틀림 은 없을 것 이 

다. 따라서 個別企業이 제 아무리 :獨自的으로 

콘테이너化에 依한 原價節減 効果를 摸索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摸索되어질 性質의 것도 아 

니다. 때문에 이러한 類의 包裝政策올 巨視的인 

包裝政策내지 社會經濟的 政策)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 며 , 결국 우리 나라의 企業들이 

窮極的으로 摸索해야 할 包裝政策의 對象은 바 

로 이 巨視的인 包裝政策이며, 이를 위한 社會 

經濟的인 政策支援이 또한 必須的인 것은 두 말 

할 나위 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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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工食品의 適正包装과 包装材의 選択

張 震 杓
롯데工業（株） 資材部

食品工業은 그 國家의 經濟的 開發의 程度, 食品工業의 企業化度, 

流通圈의 大小 및 傳統的인 食習慣에 따라 相違하며 時代의 要求에 

따라 크게 變化하여 流動性이 높으므로 他社의 기존상품 包裝올 모방 

하거나 습관적 인 태도로서 包裝材나 包裝方法을 選擇하여서는 消費者 

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製品開發은 물론 그 企業의 發展을 기대할수 

없으므로 各社마다 독창적 인 硏究가 계속되어 야 하며 食品包裝을 理 

解하는 데는 原料（食品）의 集荷, 選別, 輸送, 加工, 包裝, 變質腐敗 

의 原因 및 特徵, 物的流通 둥에 關하여 一貫된 知識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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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 리 말

食品올 大別해 보면 生鮮食品과 加工食品으로 

나눌 수 있으며 加工食品은 果實, 野菜, 穀類, 

調味, 嗜好品 등의 農產物加工品, 食肉, 乳製品 

둥의 畜產加工品 및 魚貝類, 海草類 둥의 水產 

加工品 둥으로 나눌 수 있는데 生鮮食品은 細胞 

組織이 있으므로 各 温濕度에 따라 代謝를 行하 

고 있지 만 加工食品은 死滅된 細胞로서 代謝가 

없는 代身에 環境에 따른 微生物學的, 物理學的 

및 化學的 變化를 일으키게 되어 變質하는 수가 

있다.

이 와 같이 生鮮食品과 加工食品은 質的으로 다 

르므로 包裝도 當然히 달라져야 하며 本稿에서 

는 加工食品의 適正包裝을 爲한 資材選擇의 기 

초적 인 사항 및 包裝設計에 對하여 언급코자 한 

다.

加工食品도 近來에 와서 大量生產, 大量消費 

와 國民所得의 增大로 말미 암아 사람들의 消費 

慣習의 變化 즉, instant 食品이 나 즉석 에 서 먹 

율 수 있는 完全加工食品 둥의 극도로 便利한 食 

品을 찾게 되므로서 包裝材 및 包裝方法도 多種 

多樣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包裝에 대한 인식 

결여로 過少 혹은 過大包裝이 범 람해온 것도 사 

실이다. 뿐만 아니라 A라는 包裝材를 選擇하여 

야 內容食品의 保存을 効果的으로 할 수 있는데 

包裝에 대한 知識의 미 비로 A보다 高價인 B라 

는 包裝材를 使用함으로서 內容食品의 保存期間 

율 단축시키고 企業의 利益에도 위배되는 경우 

가 왕왕 있었다.

그려 나 現在는 모든 企業들의 包裝에 對한 인 

식 도가 높아지 므로서 이 러 한 극단적 인 事例는 찾 

아보기 힘들지만 아직까지 過少, 過大包裝은 政 

府機關의 지 도와 계 몽에도 불구하고 많이 行해지 

고 있지 않으며 消費者에게 不當한 부담을 轉稼시 

켜 주고 있는데 過少, 過大包裝이 아닌. 즉, 適 

正包裝에 對하여 는 “KSA 1005 商業包裝의 適正 

基準”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企業自體에서도 자 

발적으로 適正包裝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시 

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것은 生產物量의 增加로 加工食品에 있어서 

도 適正包裝을 할 경 우 막대 한 금액 이 企業의 利 

益으로 돌아가게 되며 製品生產의 合理化에 못 

지 않게 重要한 것 임 올 인식 하고 있 기 때 문이 다

이러한 加工食品의 適正한 包裝을 하기 爲하 

여는 무엇보다도 食品包裝에 대한 綜合的인 知 

識이 必要하며 食品包裝을 設計하는 基本的인 

要件을 알아야만 된다.

2. 加工食品包裝의 設計要件

하나의 完全한 食品包裝이 設計되기까지에는 

보통 생 각하기 보다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內容食品의 性狀을 充分히 파악하고 包 

裝된 食品과 包裝材와의 化學的인 반응에 의한 

變質腐敗 여부 및 包裝材가 食品에 미치는 臭 

氣, 毒性 둥의 衛生的인 問題를 檢討하여 거기 

에 適合한 包裝材를 選擇하고 원하는 形態의 包 

裝構造를 設計하여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表面設計(Surface Design)

① 製品認識(Identification)
②製品說明(Explanation)
③製品廣告(Advertising)

⑵造形設計(Configuration Design)

①形 式

②칫 수

③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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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모 양

⑤성 질

⑥ 사용법

(3)便利性(Convenience Utility)

① 크기 가 알맞고

② 使用時 開閉가 용이하고

③ 使用後 처리가 용이하고

④ 魅力的, 衛生的이어서 진열한 상태에서 

눈에 띄게할 것.

(4)保護性(Protection)

流通期間中 温度, 濕度, 光線, 細菌, 해충으 

로부터 內容商品을 保護할 수 있게 設計되어야 

하며

(5)販賣性去來促進(Marketing)

消費者의 嗜好에 맞는 색채, 형태 둥으로 구 

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게 設計되어야 한다.

(6)生產性・作業性(Manufacturing)

包裝構造 및 包裝材의 機械適性 둥을 檢討하 

여 量產可能한 形態의 包裝設計를 하여야 하며

(7)經濟性(Economy)

內容食品과 包裝材와의 包裝費構成과 包裝內 

空間比率 둥 適正한 包裝費를 투입한 適正包裝 

인가를 檢討하여야 한다.

以上 諸要素를 충족하여 商品의 全體的 經費 

節減과 販賣促進効果를 가져오는 것이 包裝의 

現代 機能이라고 볼 수 있으며 再言하는 바이지 

만 加工食品 包裝設計에 있어 무엇보다도 重要 

한 것은 適當한 包裝材의 選擇인데 여기에는 많 

은 種類가 있지만 그 중 大種을 이루고 있는 

plastic film은 가장 보편화된 듯하면서 도 종류가 

많고 物性이 복잡하여 包裝業務에 종사하는 사 

람들까지도 plastic film의 物性에 대하여 혼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국내외의 문헌을 참 

고하여 각종 plastic film의 物性 및 用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加工食品 包裝用 Plastic Film의 

選擇方法

食品을 包裝하는 가장 큰 目的은 貯藏性의 延 

長에 있다.

食品은 그 種類에 따라 各各 相異한 貯藏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 貯藏性을 延長하기 為하여 그 

食品에 適合한 包裝을 하게 된다.

食品包裝의 第2의 目的은 適當한 量으로 小分 

하여 輸送, 販賣, 使用을 便利하게 하는데 있으 

며 第3의 目的은 商品價値를 向上시키고 販賣를 

促進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個裝, 內裝, 外裝이 總合되어 食品을 

包裝하는 目的이 만족되어져야 하지만 그 中에 

서 도 가장 重要한 것 은 內容食品의 品質保全, 衛 

生, 簡便性에 直接關聯이 있는 個裝이다.

現在 各種 包裝材를 使用하여 個裝을 하고 있 

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는 것은 

Plastic 材料이 며 이 것을 無視하고서는 食品의 生 

產, 貯藏, 加工, 輸送, 消費를 통하여 內容品의 

品質保全을 論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Plastic film 은 그 種類가 많고 性質도 多樣하 

여 各 film 마다 특수한 性質을 가지 고 있으므 

로 食品包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單體 film 
(1種)으로 使用하는 경우는 드물고 2種 以上의 

복합 필름 (코팅 혹은 라미 네 이팅 ) 을 使用하여 個 

個의 物性에 대한 短點을 보완시켜 食品保存의 

目的을 달성시켜 주고 있다.

(例 1) 含水食品 包裝에 있어 强度, 透明度, 

印刷効果가 좋은 cellophane 을 使用할 경우 

cellophane (PT)^ 防濕性이 나쁘고 熱封緘 (heat 
seal) 이 되 지 않으므로 防濕性과 熱封緘性이 좋 

은 PE 를 라미네이팅하여 PT 의 단점을 보완 이 

용하고 있다. (라면, 빵類, 菓子類, 各種 스낵類 

등)

(例 2) CPP, OPP 둥에 도 PE 를 使用 하여 熱 

封緘이 可能하게 하며 透濕度를 보강한다.

(例 3) 햄 , 食用油, 잼 둥의 간이포장 및 保 

香을 要하는 長期保存用 食品包裝에는 nylon 
cellophane. OPP 둥에 PVDC(saran) 을 內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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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Plastic Film 物性表

—
PVDC LDPE PE

度에

D
 
密리
렌

H
 
高폴
틸

PVC PVC PT MST Polyest Polycar- 
hrmatp Nylon PP

試驗項目 單位 試驗方法 鹽化비 低密度폴 鹽化 無可塑 普通 防濕 er 폴리
폴리 카보 
네 이 트 나일론

폴리 프
닐리 덴 리에틸렌 비 닐 鹽化비닐 셀로판 셀로판 에스 텔 로필렌

두 께
1/100 

mm JIS Z 1702 3〜7 3〜10 3~10 3〜20 2〜3 2〜3 2〜3 1〜10 3〜5 2〜7 3~10

比 重
1.6〜 0.91〜 0.93〜 1. 25〜 1.4〜 1.4〜 1.4〜 1.38 〜 1.20 1.1〜1.2 0.90〜

1.7 0. 93 0.96 1.4 1.45 1.5 1.5 1.39 0.91

引張强度 Kg/cm2 JIS Z 1702 800〜 
1,200 100〜200 300〜 

450 200〜500 500〜
7, 000

200〜
1, 000

200〜
1, 000

600〜
1,800 850 600〜

1, 500
200〜 

400

伸張率 % 속 25 〜65 150-650 600〜
1, 000

10〜 
300 10-40 15〜40 15 〜90 70-100 60 〜150 200-400 200〜

600
引裂强度 Kg/cm JIS P 8116 4〜5 30〜]00 10〜 

300 40 〜80 4〜7 2〜4 2〜4 2〜5 — — —

破裂强度
Kg/cm2 

/ mm JIS P 8112 60 〜70 6〜10 20 〜25 40 〜60 50 〜70 40 〜70 40 〜70 — — — —

耐折强度
往復曲回 
數

JIS P 8115 80, 000 
以上

30, 000
以上

— — — 1, 500〜
5, 000

1, 000〜
5, 000

80, 000
以上

80, 000
以上

— —

耐油度 hr JIS z 1515 50〜s 15〜 40〜co 50-100 S S S S S — 35〜

吸水率 % ASTM
D570〜59aT <0.1 <0.1 <0.1 0.1〜0. 5 0.1 40 〜]00 — <0.1 <0.2 1.2〜2.0 <0.1

透濕度
g/m2/

24hr
JIS z 0208 
두께 0. 03mm) 1~2 16 〜22 5~10 25 〜90 25 〜40 大 10 〜80 22 〜30 40 〜50 120〜150 10

cc/m2/ 52〜 830〜 60〜 1, 300〜 1, 300〜
大

520〜 1,140〜 2, 070〜 6, 220- 520hr
ASTM

D1434—58 
두께 0. 03mm)

104 1,140 520 4,660 2, 070 4,140 1,550 2, 590 7,700
氣體透過度 

Co2
24°c dry 
cc/m2 
hr. atm

2.12 1,480〜
1, 700

424〜
636 212〜848 21.2 〜

42.4
10.6〜

106
2.12〜

10.6 4.24 700 2.12 530〜
740

o2 if 0.88 380〜470 117〜
175 117〜467 14.6 2.92~

29.2 2.92 2.34 114 0.88 146〜
234

N2 n 0.33 100〜133 33.3〜
50.0

66.6〜
266 — 9. 99 9.99 — 20.0 — —

軟化點 ℃
ASTM

D1525—58T
60〜

100 85 〜95 115〜
125 60 〜90 80—100 — — 150 130〜150 110〜190 100〜

105
脆化濕度 ℃

ASTM
D746—57T

0〜 
-30 -55 —55〜

—60 0 〜一30 — — — —60 — -50 —35

資料：Modem Plastics食品包裝技術便覧

Plastic Fflm 의 簡易性能表磷2>

種題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셀 로 판 폴리에틸
폴리 鹽化비닐

폴리 鹽 
化비니

폴리스 
틸렌

PS
폴리 카 
보네 이 
트

폴리 에 나일론
性業'、 LDPE HDPE CPP OPP PT MST 렌 + 셀로 

판 軟質 硬質
리 덴
PVDC

스텔

透明性

伸張率 

引裂强度 
耐藥品性 
耐油性 
舒水性 

水蒸氣透過性 

氣體透過性 
필름의 腰 
Slip 性
帶電性 
熱接着性 

加工適性 
印刷適性

最高使用温度。C 
最低使用温度。C

0.91 〜
0.96

XX
XX

75 〜85
-60

0.93〜
0.96 

XX

XX
O 
O

XX 
◎
O 
△

90-110
—

0.88〜
0.90

—10

0.90〜
0.91

XX

XX 
X
O 
△
120

-50

1.4〜1.5
◎ 
◎ 
◎ 
X
X 

XX 
◎ 

XX 
XX
◎註1 
◎ 
◎ 
◎

XX註2 
◎ 
◎

1.4〜1.5

◎註1 
◎ 
◎ 
◎ 
◎

◎ 
◎

L00〜
1.40

1.25 〜 
1.40

XX 
X 
X

◎註3
X 
△

1.40〜
1.45

XX
。註3
◎ 
O
60

-20

1.6〜
1.7

XX 
XX
X

△註3
X 
X 

90~
150 

-50

1. 05 1.20

XX 
△
△ 
O
135

-100

1.38〜 
1.39

XX 
◎ 
O 
260

—60

1.10〜
1.20

◎註1

60〜
233 

TOO

凡例：◎秀。優△良义可XX不可 資料：Plastic Film（日本日刊工業新聞社）

註 1 : 温度가 높아지 면 커진다.

註 2 ： 糊에 의 한 接着은 容易하다.

註 3 ： 高周波接着은 容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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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口/原價節減을 위한 包裝의 改善詁

코팅하여 수증기와 氣體의 透過性을 적 게 하므 

로 長期保存의 目的을 달성하고 印刷잉크 냄새 

의 食品內 침투를 방지하며 마찰에 의한 印刷面 

의 손상을 방지한다.

一般的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各種 Plastic fib 
m의 種類와 物性을 比較해 보면 表1, 表2와 같다.

（1） 低密度 폴리에틸렌 （LDPE）

LDPE는 Low Density Polyethylene의 略字로 

高壓法으로 製造된 film이며〔-CH2-CH2-〕* 構 

造로 되어 있다. 보통 폴리 에 틸렌이라 하면 低密 

度 폴리에틸렌（LDPE）을 말하며 가장 보면적으 

로 使用되고 있다.

1933年 英國의 Imperial Chemical Industry 
Ltd 實驗室에서 Fawcett와 Gilson에 의해 ben- 
gene과 ethylene으로부터 stylen을 얻으려는 실 

험과정 에 서 얻어 진 것으로 比重은 0・ 910〜0. 925 
이 다.

1）長 點

① 고무와 같은 탄력성 이 있고

② 防濕性과 耐化學藥品性이 强하고

③ 熱封緘性이 좋으므로 他 film에 라미네이 

팅 （Laminating） 하여 많이 利用되며

④ 水分이 많은 食品包裝에 適合하고 價格이 

싸다.

⑤ 無味, 無毒, 無臭하다.

2）短 點

① 氣體透過性이 크고

② 透明度가 나쁘며

③ 印刷効果가 不良하다.

3）用 途

① 食品包裝 : 菓子, 靑果物, 食鹽, 빵類

② 重 包 裝 : 肥料, 시 멘트, 穀物, 工業藥品, 

海產物

③其 他：農業資材，土木建築用

（2） 高密度 폴리에틸렌 （HDPE）

HDPE는 High Density Polyethylene의 略字이 

며 低壓法으로 製造된 理m으로 比重은 0.941 〜 
0. 965로서 LDPE보다 무겁 다.

1）長 點

① LDPE보다 防氣性이 좋다.

② 高温에도 耐力이 있고 耐藥品性이 좋다.

③ 含油食品（例 Pop-Comb^ 적합하며 機械部 

品 包裝에도 利用할 수 있다.

2）短 點

① LDPE보다 透明性이 나쁘고

② 伸張强度, 衝擊强度, 引裂强度 둥이 LDPE 
보다 못하다.

3）用 途

① 食品包裝 : 빵, 菓子, 麵類, 冷凍食品

②其 他：事務用品，產業資材，工業部品

⑶ 無延伸 폴리프로필렌 (Unoriented Poly- 
prophylene)

1955年 Italy에서 發明된 것으로 보통 PP라고 

하면 無延伸 PP film올 말하며 CPP와 IPP로 區 

分할 수 있다.

CPP는 T-다이法으로 製造된 것이며 IPP는 

Inflation法으로 製造된 것올 말한다.

IPP는 필름 製造後 急冷이 곤란하므로 透明 

性, 低温時 衝擊强度가 나빠지기 쉬우며 CPP는 

다소 IPP보다 物性이 改良 되 었다고 볼 수 있지 

만 一般的인 性質은 큰 차이 가 없고 가능하면 

CPP, IPP 공히 겨울철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좋

다.

延伸, 無延伸 PP는 모두 化學的으로

〔一CH2—CH-〕口의 構造를 가지고 있다.

ch3
1）長 點

① 防濕性, 耐熱性이 좋다.

② 無色, 無臭로 食品에 無害하다.

③ 價格이 싸며 plastic 材料中 가장 가볍다.

（비 중 0. 89）
2）短 點

① 氣體透過性이 크고

② 熱接着性, 印刷適性이 나쁘며

③ 帶電性이 크다.

④ 低温時 衝擊强度가 나쁘다.

3）用 途

①食品包裝：畜肉，魚肉，乾燥食品，加工食

品（라면, 스낵）, 빵類, 菓子, 調味料, 靑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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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U/原價節減올 위한 包鼓의 改善玷

物

②其 他：醫藥品，化粧品，肥料，農藥， 

纖維製品, 機械包裝 둥

(4) 延伸 폴리프로필렌 (Oriented Polypro- 
phylene)

無延伸 film의 gas透過性, 透明度, 機械的 性 

質, 低温時 衝擊强度를 改善하기 爲해 延伸한 

film으로서 一軸延伸과 二軸延伸 (Biaxial Orient
ed) film이 있으며 보통 OPP라고 하면 二軸延伸 

PP를 말한다.

1)長 點

① 機械的 性質, 透明度, 光澤이 우수하다.

② 防氣性, 防濕性, 電氣絶緣性 둥이 無延伸 

PP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③ 特히 低温時 衝擊强度가 아주 우수하다.

18〜22℃의 상온에서는 無延伸 PP보다 2〜3 
倍의 衝擊强度를 가지고 있지만 3〜5。(：의 低温 

에서는 20〜30倍의 衝擊强度를 가진다.

④ 一50。(：에서 120℃까지의 넓은 온도 범위 

내에서 使用可能하다.

2)短 點

① 熱接着性이 좋지 못하므로 PE를 라미네이 

팅하여 使用한다.

② PP보다 價格이 비싸다.

3)用 途

① 食品包裝 : 빵, 菓子, 라면, 스낵 , 乳製品, 

햄, 소세지 그 外의 冷凍食品, 含水, 含油 

食品

② 其 他 : 文房具, 家庭用品, 완구, 機械

<表 3> OPP 및 CPP의 物性比較

項 目 單位| OPP CPP

明 性 透 透〜半透

께 0. OOlin 0.3 〜2 0.75以上

重 0.90 〜0.91 0.88-0.90
張强 度 PSi 15, 000〜27, 000 3, 000—10,000

張 率 % 20 〜200 200〜500
擊强 度 kg/cm 15 〜20 1〜3
裂强 度 g/mil 4〜30 40 〜330

Heat Seal温度 ℃ 175〜205 160〜205
水蒸氣透過率

g/24hr /nF. 
38℃90%RH 4〜6 8〜10

氣體蹤X)
・低 中〜高

工具

(5) 鹽化비 닐 (PVC)

PVC는 Poly Vinyl Chloride의 略字로서 

〔一CH2-CH-〕n의 構造를 가진 plastic이며 軟
I
C1

質, 硬質, 半硬質의 3種으로 大別되 며 PVC film 
이라고 하면 一般的으로 軟質을 말하며 可塑劑 

가 30〜60% 含有되어 있어 탄력성과 伸張性이 

있으나 食品衛生上 問題가 되는 안정 제의 移行 

浸出로 食品에 직접 접촉되는 食品包裝에는 不 

適當하며 近來 무독안정제를 使用한 製品이 生 

產되고 있으나 害毒여부는 不分明하다.

1)長 點

① PE보다 透明性이 좋고 印刷가 잘 되며 氣 

體透過性이 적다.

② 熱封緘 (Heat Seal) 이 잘 된다.

③ 耐油性, 防氣性, 防濕性이 좋다.

2)短 點

① 可塑劑의 配合量이 늘 수록 材質이 低下되 

며 食品包裝에는 問題點이 많다.

3)用 途

①一般包裝：瓶類，缶類，化粧品

② 其 他 : PVC Sheet는 완구 및 기 타 잡 

화제품의 Blister包裝(眞空成形)

(6) 無可塑性 鹽化비닐 (PVC)

可塑劑를 使用하지 않고 製造한 鹽化비닐이며 

一般的으로 食品包裝用 flm으로는 使用이 곤란 

하다.

1)長 點

① 질기고 透明度가 크며 光에 대한 安定性이 

좋고

② 可塑劑移行의 결점이 없으며 毒性이나 臭 

氣가 없 어 콘테 이너 (容器) 式의 食品包裝에 

適合하다.

2)短 點

① 유연성 이 없어 flexible package (유연포장) 

에 不適當하다.

⑺ 普通 셀로판 (PT)

Cellophane은 섬유소의 Cello와 透視한다는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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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I /原價節滅을 위한 包裝의 改書點

味의 Diaphane의 어휘에서 만들어전 둥목상품 

명으로 木材의 팔프를 주원료로 제조되며 엄밀 

히 구분하면 플라스틱 필름류에 속하지 않는다. 

보통 셀로판은 PT로 불리우며 P는 Normal 

Cellophane, T는 Transparent Paper (두 명 한 종 

이)의 뜻을 가지고 있다. 

比重은 1.4~1.5 

1) 長 點

® 透明度가 극히 좋고 고속다색체의 인쇄가 

可能하며 印制勃果가 극히 우수하다. 

® 帶電性이 거 의 없으므로 高速加工印屈lj時에 

기계장치에 부착되거나 반발하거나 잘 접혀 

지지 않거나 하는 일이 없고 먼지가 잘 부 

착되지 않는다. 

® 引張强度가 크며 伸張率이 적 다. 

2) 短 點

® 防濕勉果가 나쁘다 (PE를 라미 네 이 덩 하여 

使用한다) 

@ 熱接着性이 없다. 

® 水分의 증가에 따라 gas透過度가 높아진다. 

@ 乾操時에는 잘 파손된다. 

® 가시광선의 約 90%를 透過시키므로 행, 소 

세지 둥 食肉加工品의 包裝온 着色 Cello

phane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강도 차이가 크 

다. 引張强度는 세 로 방향이 伸張과 引裂强

度는 가로 방향이 각기 반대 방향보다 크다. 

3) 用 途

® 食品包裝 : 乾操食品(김, 표고)， 라면, 빵 

類, 各種 스낵, 菓子

(8) 防濕 셀로란 (MT 혹은 MST)

防濕 셀로판은 PT에 樹脂系의 락카롤 코팅 하 

여 防濕性을 부여한 것으로 

M : Moisture Proof 

T : Transparent Paper 

S : Heat Sealing의 意味를 가지 며 MST는 防

濕性과 熱接着性울 가전 透明한 종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 長 點

® 熱接着性이 있다. 

® 防濕性, 防氣性이 PT보다 우수하다. 

® 其他 特性온 PT와 同一하다. 

2) 用 途

® 食品包裝 : 행, 소세지, 베이콘 둥의 眞空

包裝, 분말 쥬스, 과자 둥의 包裝

® 其 他: 담배의 防濕包裝, 醫藥品 包裝

(9) 폴리염화 비닐리덴 (PVDC)

PVDC는 Polyvinyldene Chloride의 略字이 며 

鹽化 비 닐 리 맨 (Vinylidene Chloride) 과 鹽化 비 닐 

(Vinyl Chloride)의 共重合物로 利用되고 있으며 

〔一CH2—C一Jn의 構造로 되 어 있 다. 

現在 “Saran”

이란 商品名으로 販賣되고 있다. 

1) 長 點

® 수중기 및 기체의 透過性이 가장 적고 

® 嗣藥品性, 嗣油脂性, 嗣熱性이 좋으며 

® 食品衛生上 無害하기 때 문에 高價의 食品

包裝에 많이 利用되 고 있으러 

@ 셀로판, opp, nylon, 加工紙 둥의 物性보강 

을 위 한 coating劑로 많이 使用된다. 

2) 短 點

® 價格이 비싸다. 

3) 用 途

® 食品包裝 : 마요네이즈, 쟁, 食用油 둥의 

간이 포장, 닭, slice ham 둥의 眞空 包裝"

행, 소세지 둥의 加熱殺菌 包裝, 두부나 

떡 둥의 長期保存用 包裝

® 其 他:機械類 둥의 濕氣防止 및 其他

食品의 保香性 包裝材

(10) 폴리 에스터 (Polyester)

Ethylene Glycol과 Terephthal酸의 축합물로 

서 합성섬유로서는 테리랜 둥이 있으며 film으. 

로 製造하여 食品包裝에 使用되고 있다. 

1) 長 點

CD plastic中 最大의 抗張力울 지 니 고 彈性率도 

크다. 

® 透明性이 좋고수중기나gas透過性이 칙다. 

® 嗣寒性, 兩熱性이 우수하여 (-70°C~150°' 

C) boilable bag이 라는 instant 食品包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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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된다.

（註） boilable bag: boil in pack이라고도 하 

며 食品을 film에 넣고 밀봉하여 冷凍保存하여 

두었 다가 必要時 봉지채 로 加温하여 식 탁에 제 

공할 수 있는 包裝을 말한다.

2）短 點

① 耐油性, 耐알카리性이 좋지 못하다.

② 價格이 비싸다.

3）用 途

① 食品包裝 : 加工食品, 인스턴트食品, 調理 

食品，冷凍食品

（11）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탄산 Ester型 構造를 가진 樹脂의 총칭 임.

1）長 點

① 透明度, 印刷性이 좋다.

② 耐熱性이 좋으므로 뜨거운 食品올 냉각하 

지 않고 충진이 可能하므로 製造工程이 간 

략화 된다.

③ 耐寒性이 Polyester보다도 우수하다.

④ 충진봉함 후 살균소독이 可能하다.

2）短 點

① 價格이 비싸다.

3）用 途

① 食品包裝 : instant食品의 boil in pack
②其 他：電氣關係，寫眞關係

（12） 나일론 （nykm）

메틸렌 單體들에 依해 結合된 반복되는 아미 

드 계 열올 포함하고 있는 아미드류를 말한다.

無延伸 film과 延伸 film이 있고 emblam 또는 

bonyl이란 商品名으로 販賣되고 있다.

1）長 點

•① 耐油度, 防氣性이 좋다.

，② 引張, 衝擊, 破裂强度가 크다.

•③ 耐寒性이 좋아 冷凍食品包裝에 適合하다.

2）短 點

① 透濕度, 熱接着性이 나쁘다 （PE를 라미네 

이 팅 하여 使用 한다. ）

② 伸張率이 크며 價格이 비싸다.

3）用 途

①食品包裝：冷凍食品，煮沸調理品，眞空包 

裝食品

②其 他：電線被覆用，電氣絶緣材料用

4•맺 는 말

加工食品의 原價를 節減시킬 수 있는 重要한 

方案으로서 生產 및 流通의 合理化, 包裝의 標 

準化 （外包裝用 골板紙 箱子）와 適正包裝의 실현 

둥을 들 수 있겠으나 世界的인 資源파동으로 物 

資의 節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있어 무 

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適正包裝이라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商品價와 包裝費의 適正한 비율, 內容 

物과 包裝과의 空間比率 둥올 기준한 適正包裝 

도 重要하지 만 이 에 앞서 根本的으로는 內容物 

保存에 適當한 包裝材를 選擇하는 것이 최우선 

적인 問題라고 할 수 있다.

近年에 와서 加工食品의 包裝은 驚異的인 發 

展올 하고 있는데 그 流通機構의 改革, 販賣方 

式의 合理化와 同時에 消費者 志向의 商品化가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다.

이러한 動向은 包裝內容物（加工食品）의 長期 

保存性이 當然히 要求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要求에 대한 性能을 가진 包裝 

材의 物性이 重要한 課題로 대두되는 것은 周知 

하는 바와 같다.

즉, 防濕性, 防氣性, 保香性, 耐油性, 耐藥品 

性, 耐紫外線性 둥이 特히 食品包裝에 要求되는 

重要한 機能인 것이다.

그리고適正한 包裝材의 選擇과 適正包裝의 

問題外에 사람이 먹는 食品이라는 견지에서 包 

裝材의 毒性 여부와 包裝材에 印刷하는 印刷問 

題까지도 깊이 고려하여 包裝材의 PE 라미 네이 

트층 （CPP,OPP,PT 둥+PE） 올 통한 印刷잉 크의 

臭氣, 毒性의 透過, 印刷잉크 成分中 溶劑, 保 

助劑 등의 食品에 미치는 영향 등의 衛生的인 

問題도 檢討하여야만 되며, 이것은 消費者에 對 

한 企業의 當然한 의무인 동시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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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装機械化에 依한 物流原価節減

朴 重 根
當센터 包裝開發室 主任研究員

(사진 1) 라면 自動製袋充塡 (over wrapper)

1•序 論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급격한 輸 

出伸長은 1980年度의 100億弗 輸出目 標達成과 

더불어 物量의 大量化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包裝의 機械化 내지 包裝 System化에 

의 接近은 비단 產業界 自體內의 經濟的 技術的 

與件의 成熟 뿐만 아니라 치 열한 國際市場 競爭 

力의 培養과 資源節約 및 勞動力 不足에의 對處 

와 大量生產 大量流通 大量消費體制에 副應하는 

方法의 一環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抵賃金올 甘受하는 勞動力 

이 豊富하여 大部分의 企業體는 製品의 包裝 및 

物流工程을 勞動力에 依存하는 前近代的인 方法 

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製品의 生產 Li고e은 이 미 오래 전에 最新 高性 

能 機械를 導入하여 物量의 大量化를 期하고 있 

는데 이것을 받아 處理하는 包裝 및 物流工程만 

은 前述한 바와 같이 低賃 勞動力의 集中配置로 

對應하는 現象이 오늘날 우리 나라 企業의 現實 

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企業이 이와 같은 低賃金 勞動力에 

계속 依存하고만 있을 수 있올지는 關心事가 되 

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 서 도 勞動力 需給은 產業構造가 高 

度化됨에 따라 必然코 供給이 지금처럼 豊富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部分的으로는 不足現象도 

일어날 것이며 賃金水準도 比例해서 上昇될 것 

이다.

勿論 包裝의 機械化 促進은 비단 省力化를 爲 

한 方法만은 아니 겠으나 우리 나라 企業이 長期 

的인 眼目으로 볼 때 包裝 및 物流의 機械化가 

切實하다고 하는 覺醒은 때늦은 감마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包裝機械化에 對한 면밀한 檢討가' 

始作되 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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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包裝機械化와 物流 시스템

包裝의 機械化는 製品의 品質向上과 物的流通 

合理化에 依한 企業의 採算性을 높이는데 그 目 

的이 있다.

따라서 企業이 利潤을 追求하기 爲해서는 製 

品의 質的向上과 合理的인 販賣價格 政策이 수반 

되어야 할것이다. 즉, 良質의 製品이 適正한 價 

格으로 消費者에게 供給될 수 있는 經營의 合理 

化 方案이 模索되어 야 한다.

이러한 方案의 一環으로서 國內外 市場에서 顧 

客에게 視覺的으로 强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우 

수한 商業包裝 機能과 內容物이 最大限 保護될 수 

있는 工業包裝 機能이 具備됨과 同時에 包裝을 

中心으로한 物的流通過程의 機械化 時代에 들어 

가는 段階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包裝機械化와 物流의 自動化를 爲해서는 關聯 

機器에 對한 最小限의 知識과 企業囘 採算性을 

考慮해야 하며 自社 實情에 알맞는 範圍에서 包 

裝의 機械化를 推進하고 許容될 수 있는 限度에 

서 物流 시스템의 自動化를 計劃해야할것이다.

3・ 包裝 機械化와 物流시스템 

改善事例

包裝機械化에 따른 物流 시스템 改善은 包裝 

을 中心으로 하여 工場內 搬送 出庫 輸送 保管 

荷役에 이르기까지 Line의 自動化 또는 機械化 

를 이 루는 것 을 말하는 것 이 다.

이러한 物流 시스템의 設計는 상당한 技術과 

產業工學的인 知識을 가진전문가로 組織되 어 오 

뢘 기간을 두고 硏究檢討되어야 하며 包裝의 機 

械化와 Line의 自動化는 企業의 採算性을 높이 

는데 그 目的이 있는 만큼 自動機械化에 있어서 

는 무엇보다도 機械化에 따른 機械投資費와 維 

持費 減價償却費 人件費 둥에 關한 諸費用과 現 

在의 費用을 比較하여 採算性을 算出해 보는 것 

이 重要하다.

本 事例에서 는 選定된 業體의 物流시스템을 短 

期間 實査하고 實務者와의 對話에서 발췌된 資 

料를 根據로 하였기 때문에 本 事例가 모든 問 

題點올 解決할 수 있는 完全無缺한 것으로는 생 

각될 수 없다.

그러나 本 事例가 하나의 標本이 되어 다소나 

마 關聯業界에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麺 類(Instant Noodle)

우리 나라에서 Instant 食品이라고 하면 代表 

的으로 라면 類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原料에 配 

合되는 첨가물과 商標에 따라서 몇가지 種類로 

分類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Instant Noodle의 生產業體로서 는 三養食 

品工業 (株) 과 롯데 工業 (株)이 있으며 兩大業體 

에서 國內需要를 90% 以上 擔當하고 있다.

이러한 Instant Noodle은 이미 國民生活 깊숙 

히 침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生產 Line의 近代 

化와 衛生食品包裝에 萬全올 期하고 있다.

Instant N(xde의 現行 包裝方法올 具體的으 

로 略述하면 먼저 철저한 衛生管理에서 製造된 

Noodle이 單位包裝用 폴리셀로 (Poly Ethylene 
Cellophane) 나 OPP (Oriented Poly Propylene) 필 

름에 包裝되는 過程은 完全機械化되어 있다.

그러 나 單位包裝 (Bag Packaging) 된 라면의 골 

판지 箱子 積入 및 結束은 手作業으로 處理되고 

있으며 倉庫保管 및 場內 運搬도 人力作業에 依 

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作業人員올 必要로 하 

며 包裝 및 搬送作業의 混亂올 야기하고 있울 

뿐만 아니라 內容物의 破損率을 높이고 包裝工 

程예서의 經費增加를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 經營의 合理化를 期 

하기 爲해서는 Instant Noodle 包裝과 골판지 箱 

子 自動供給 및 積入의 機械化는 불가피 하리라 

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의 條件을 設定하 

고 設定된 條件에 따른 機械化와 採算利益올 算 

出하여 보고자 한다.

(1) 實査된 條件 및 資料

①現行包裝

O Instant Noodle 單位包裝 ； 16臺의 Over 
Wrapper

O Over Wrapper의 能力 ; 100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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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림 1) 自動 製函 過程

O 골판지 箱子 組立 및 供給 ； 人力作業

O 골판지 箱子 積入 및 結束 ; 人力

。人力配置(包裝班)；總64名(1個Line 4名
义16個 Line)

內譯；1個Line 班長2名X 16個Line 
=32名 檢包班長；6名 

勞務職；26名
O人件費(1人當月平均支給額X人數)X 12月 

包裝班員 ； 36, 000원 X 32名 = 1,152, 000원 X 
12月 = 13, 824, 000원 

檢包班長 ； 36, 000원 X 6名 = 216, 000원 X 
12月 = 2, 592, 000원

勞 務 職 ; 24, 000원 X 26名 = 624. 000원 X 
12月 = 7, 448, 000원

年間 人件費 總計 ； 23, 904, 000원
O 賞與, 管理, 維持費 ； 14, 342, 4000원 (人件 

費의 60%)
O 골판지 箱子 치수 ; 최대 540(L) X 360(W)

X 200 (H) mm
최소 400 (L) X 270 (W) 
X 180 (H) mm

O 使用 골판지 ; 兩面 골판지 (SWI) 種

② 包裝機械化와 採算利益

前項에 提示된 資料와 같이 16臺의 Over Wra- 
pper가 稼動되고, 衛生的인 包裝이 實現되므로 

날개 包裝에 있어서는 별문제점이 없겠으나 골 

판지 箱子는 一定한 場所에서 手作業으로 組立 

하여 供給하며 單位包裝된 Noodle을 人力에 依 

해서 골판지 箱子에 積入하고 있다는 問題點이 

있다.

이러한 手作業에 依해서 包裝되고 있는 輸送

(그림 2) Instant Noodle用 골판지상자自動積入機의

工程

仕様

機種…CPM—550A 
運轉速度…最大15case/13 
主모터…。. 75KW
眞空펌프…。. 4KW 
電源…200V3相50/60氏 

空氣原…4〜7kg/cm2 GO. 7cm8/1
골판지시트…A 또는 AB골

接着方式…Hot Melt
箱子寸數…길이 300〜400mm

폭 100〜 150mm
높이 300〜400m

(그림 3) 自動積入機에 依해서 充塡된 Noodle 

積入數：10個X3列XI段=30個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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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裝用 골판지 箱子의 供給과 골판지 箱子 積入 

올 自動機械化 했을 때의 merit를 算出하고자 한 

다.

(가) 包裝機械化 第 1 案
現行 16臺의 Over Wrapper Line을 4 Line마다 

1臺의 自動製画機를 設置하여 供給하는 System 
올 採擇한다.

現在 使用하고 있는 골판지 箱子 치수가 最大 

540 (V) X 360 (W) X 200 (H) mm, 최 소 400 (V) X 
270(W) X 180(H)mm이므로 이것에 適合한 自動 

製画機를 導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製函機는 그림1과 같이 접어진 골판 

지 箱子를 1枚式 供給하면서 組立하고 밑부분의 

날개를 접어 붙쳐서 스테이플러로 찍어 封緘할 

수 있는 高性能 自動製函機가 있으며 本機의 仕 

樣은 다음과 같다.

◎自動製画機仕樣

O 機械 치 수 : 5400 (L) X1837 (W) X1700 (H)
mm

O機械重量：1, 500kg
O 使用可能 치수 : 최대650 (L) X450(W) X 

450 (H) mm
최 소 300(L)X180(W)X 
200 (H) mm

O能力：25〜30箱子/分

。使用電力：0.75kw
O 空氣使用量：4.5kg/cm2 500 Ml/min.
。電源：3相 200V 50/60H2
O操作人員：1名

이 러 한 自 動製函機를 Over Wrapper 4 個Line마 

다 1臺씩 設置하여 4 Group—16 Line의 中央集 

中 System을 採擇하는 方法이 있으나 다음 방 

법과 같은 골판지 箱子 自動積入機를 設置하면 

第1案은 不必要하다.

(나) 包裝機械化 第2案
Instant Noodle의 골판지 箱子 積入을 機械化하 

는 것으로서 이것은 自動集積充塡裝置가 있으며 

集積部分에 1名을 配置하고 作業과 檢品을 兼할 

수 있기 때문에 作業人員을 大幅 節減할 수 있 

다.

本機의 作動은 그림 2의 工程과 같이 機械集 

積部에 쌓인 골판지 箱子를 口枚씩 製箱하고 골 

판지 箱子에 集積된 製品(30個)올 充塡하며(그 

림 3參照) 그 能力은 15箱子/分이다.

一般的으로 Over Vhpper의 能力은 50〜180包/ 

分이 나 平均 150包/分이 適合하므로 Over Wrap
per 3臺에 對해서 1臺의 自動包裝積入機를 配置 

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本 事例에서 調査된 Over Wrapper의 

最大能力이 平均 100包/分이므로 16個 Line에 

4臺의 自動積入機를 設置하면 全體物量을 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의 골판지 箱子 包裝作業을 爲해서 4臺 

의 自動積入機에 1名의 包裝班長과 4名의 檢包 

職 女工으로서 處理될 수 있다고 보면 12,000,000 
〜14,000,000원 상당의 自動積入機를 導入한다고 

해도 機械化의 Merit 는 達成될 수 있을 것이며 

投資에 對한 經濟性은 現在의 골판지 箱子 組立 

作業과 充塡作業을 고려할 때 包裝機械化는 매 

우 効果的이라고 볼 수 있올 것이다.

上記와 같은 內容올 根據로 하여 年間 採性을 

算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O 골판지 箱子 自動積入機 : 56,000,000원 

(14,000,000원 X 4臺=56,000,000) FOB US 
$14,000

O 到着 및 設置費(船賃, 通關運賃 其他) : 

11,200,000(機械價의 20%)
O維持費(電力，油脂，消耗品，其他)：1,440, 

000원 360,000(年) X4臺=1,440,000 (年)

O 固定投資에 對한 利子(年18%) : 12,096,000 
원 (67, 200, 000원 X 盖=12, 096, 000원)

O 減價償却 : 6. 720, 000원
(67, 200, 000원個年=6, 720, 000원)

O 人件費 : 1, 584, 000원
包裝班長 : 36, 000원 X I名=36, 000원 X12月 

=432, 000원
檢包職女工 : 24, 000원 X4名=96, 000원 X12 

月 =1,152, 000원
O 賞與 管理 維持費 : 950, 400원 (人件費의 工60 

%) (1, 584, 000원 X 盖=950, 400원)

前項에서 算出된 人力作業時와 機械化時의F諸 

費用을 比較해 보면 다음 表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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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年間經濟性對比

一一一 ― 區分
內譯^ —一一一- 人力作業 機 械 化 差 減 備 考

減價償却 없 음 6, 720, 000 —6, 720, 000

치） 子 // 12, 096, 000 —12, 096, 000 年18%

人 件 費 23, 904, 000 1, 584, 000 22, 320, 000

人件費增加 4, 780, 800 316, 800 4, 464, 000 年20%

糸隹 持 費 14, 342, 400 2, 390, 400 11, 952, 000

糸隹持費增力口 2, 868, 480 478,080 2, 390, 400 年20%

合 計 45, 895, 680 23, 585, 280 22, 310, 400

註 ① 人力作業時 維持費는 作業員의 賞與 및 衛生管理급식 비 둥임 1人件費의 60%
② 包裝 機械化時 維持費는 電力 油脂 消耗品費 （臺當 月 30,000원） 과 人力維持費（人件費의 60%） 의 合計임 .

上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力作業을 機械 

化했을 때 人件費에 있어 서 무려 22, 320, 000원 

이 節減될 수 있으며 全體的으로는 年間 約 22, 
300, 000원의 純利益이 算出 되 었다.

이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볼 때 投資額에 比 

해서 利益이 상당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으며

（사진 2） 自動化 倉庫 시스템

人力作業時의 人力管理 또는 間接經費와 製品價 

値의 提高 둥을 감안하고 人力不足現象을 고려 

한다면 包裝機械化의 Merit는 더욱 높아질 것 

이 다.

따라서 約 3個年間 自動包裝積入機를 稼動하 

면 純利益만으로도 固定投資에 對한 償還이 可 

能하며 （22, 310, 400원 X 3年=66, 931, 200원） 機械 

耐用年數인 1이固年間 約 2億2千3百萬원의 利益 

을 쉽게 算出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③ 輸出 保管 荷役分野의 改善熊

우리 나라 企業이 全般的으로 工場內 配送 運 

搬 上下車 保管 시스템을 人力으로 處理하고 있 

다.

특히 Instant Noodle 生產業體는 상당한 物量 

임에도 불구하고 原始的인 人力作業으로 處理되 

고 있다.

그러므로 現行 物流 시스템이 적어도 다음과 

같이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가） 場內 輸送

包裝된 貨物을 人力에 依해서 倉庫에 運搬 保 

管하고 있는데 이것을 Pallet에 依한 Unit Load 
System을 導入하고 Palletizing올 自動化함과 同 

時에 場內輸送도 Pallet 單位로 하던지 臺車 Rail 
方式으로 送達하여 야 하며 Fork Lift에 依해서 

運搬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나） 保管分野

골판지 箱子의 紙質이 좋지 않아서 壓縮荷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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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現行 비스켓 製造 및 包裝工程

© 비스켓 包裝의 pillow type卷 필름 절첩부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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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한 데도 불구하고 이에 對한 對策이 全然 없 

다.

한 가지 方法으로서 선반式 倉庫施設이 나 Pallet 
에 必要한 Ste이 Frame 裝置가 必要할 것이다.

（다） 荷役分野

貨物올 人力에 依해서 荷役 및 倉庫積載를 하 

고 있는데 이러한 方法을 止揚하고 中央集中的 

인 立體自動倉庫化를 計劃하여 Pallet 單位로 集 

---------------- 特輯 n/原價節減욜 위한 包鼓의 改善曲

中保管과 集中出荷를 할 수 있게 할 必要가 있 

올 것이다.

또한 入出庫에 Truck Loading 즉, 臺車方式올 

採擇해 서 Pallet化된 貨物을臺車위 에 올려 놓고 

傾斜진 Rail올 作動하여 倉庫內의 Rail과 연결하 

는 方法올 採擇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 

올 것이다.

原料 

貨車

Stacking 

machine

（그림 6） 비스켓 製造 및 包裝 全自動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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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製菓（비스켓）

우리 나라 製菓部門의 包裝은 製菓 3大메이커 

（해 태 , 롯데 , 동양제 과） 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會 

社가 勞動集約的인 包裝方法을 擇하고 있다.

勿論 大企業體에서도 新製品의 出荷 初期에는 

消費者 嗜好, 市場性 둥을 면밀히 檢討하기 爲하 

여 約 6個月間의 試驗期間을 거 쳐 새 로운 製品 

의 包裝機械自動化 與否를 決定하고 있으며 이 

期間동안 包裝部門의 作業은 全部 手作業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製菓部門의 製品은 그 品種이 多樣하여 包裝 

의 自動化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나 部門 

別 全自動化는 可能하기 때문에 우선 “비스켓” 

類의 自動機械化（充塡, 製袋, Sealing） 를 事例로

한다.

（가） 現行 包裝 시스템

①品 名:비스켓

40봉入）

② 生 產 量 : 80, 000봉/ 日 ⑵ 000 Box/day.

（사진 4） 瓶麥酒의 木箱子 自動積入

③重 量: 150g/봉
④ 作業時間 : 10시 간/ 日

上記 資料는 實査된 會社의 비스켓으로서 이 

것을 包裝하는데 必要한 人員 및 비스켓 製造工 

程은 그림 4와 같으冃 改善을 要하는 部門（現包 

裝作業 Line） 의 人力配置는 包裝袋（비스켓용 필 

름）에 비 스켓 을 담는 女工이 22名 配置되 어 있 

다.

이 것을 다시 封緘（Sealing） 하는데 10名이 配置 

되어 製箱作業을 除外하고도 總32名이 비스켓 包 

裝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機械化로 代 

替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包裝機械化와 採算性

包裝工 32名의 作業分올 機械로 대체할 경우 

에 機械選擇問題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사진 

3과 같은 機械를 선택하였으며 機械 仕樣은 다 

음과 같다.

①電 力：L 8kw
② 能 力 : 200봉/分

③모 터:%田

④ 設置面積：5, 820mm Xl, 510mm Xl, 540mm 
（長X巾X高）

上記 製袋充塡機는 사진 3의 C와 같은 pillow 
type의 各種 製菓包裝이 適用될 수 있으며 이 機 

械를 人力과 대체하였을 경우의 採算性은 表 2 
오】一 같다.

아래 表 2의 諸費 算出基準은 人件費를 女工 

1名 年 300, 000원으로 하였으며 給料, 상여 금, 

중식비, 작업화, 작업복, 머리망 기타 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3個年 間의 節減 

額은 16, 662, 800원으로서 機械技資費 16, 800, 000 
원과 거의 상쇄되며 機械使用年度를 10年으로 볼 

때 나머지 7年間 막대한 經費（人件費）節減올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機械化의 工程은 그림 5에서 說明되고 

있으며 最終 包裝作業인 製箱作業은 現生產量의 

約 10倍 伸張되었을 때 더욱 그 効用性이 增大 

된다.

參考로 包裝作業의 全自動 施設을 갖춘 美國 

필라델피아에 있는 내쇼날 비스켓社의 生產工程 

（그림 6）을 例로 들면 이 시스템은 中央調整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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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年間經濟性對比（2次年度基準）

人力作業 機械 化 경우 差 額 備 考

減價償却費 50, 000 1, 680, 000 -1, 630, 000 O減價償却費

機械化：10年（製袋機）

人力作業：5年（Sealer）
O槌械代

$42, 000+400 = 16, 800, 000읜
O搂极利子：年18%加算

O人件費夏維持費年20%增加

O人件費

女 匚 3名 X 300, 000=900, 000원
Operator 1名X500, 000=500, 000

機械禾IJ子 45, 000 3, 024, 000 -2, 979, 000

糸住 持 費 120, 000 200, 000 -80, 000

糸持費增加 24, 000 40, 000 -16, 000

人 件 費 9, 800, 000 1, 400, 000 8, 400, 000

人件費增加 1, 960, 000 280, 000 1, 680, 000

計 11, 999, 000 6, 624, 000 5, 375, 000

（機械設置年度）（1次年度）（2次年度）

3, 916, 000+5, 375, 000+7, 371, 800=16, 662, 800

（사진 5） 手動式 荷造機 및 크립 （Clip）

의 보턴 하나로 製造部와 包裝材料部가 同時에 

稼動하여 調整部에 集合 揷入되 고 自 動包裝된다. 

이 시스템의 特記할 事項은 한 개의 Oven에서 나 

온 製品의 種類가 무려 6種이나 되는데 그것이 

型에 따라 機械的으로 分類 揷入되면서 製品이 

包裝되는 것이다.

勿論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期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極히 有効한 시 

스템 이 되 리 라 생 각한다.

이와 같이 包裝의 機械化는 採算利益을 圖謀 

할 수 있음은 勿論이며 그림 5의 시스템을 採擇 

하므로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利點을 들 수 있 

다.

① 包裝作業人員의 節減으로 人力管理를 철저 

히 할 수 있다.

사진 6） 國內生產品 PP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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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aling 狀態 및 重量이 均一하다.

③ 機械 使用時 비스켓에 要하는 防濕効果가 

높다.

④ 作業場 所要面積이 1/3로 절감된다.

⑤ 비스켓의 破損率이 감소된다.

⑥ 위생적인 包裝作業이다.

(3)酒 類(麥酒)

麥酒는 麥芽(Malt), 홉프(Hops), 澱粉(Corns
tarch) 酵母 釀造用水로 製造되는 酒類의 1種으 

로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 나 麥酒는 中產層의 嗜好品으로서 점차 飮 

料의 一種으로 轉換되고 있으며 그 種類는 容量 

과 用途에 따라 區分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一” 

般으로 4合 瓶麥酒 2合瓶麥酒 캔 (can) 麥酒, 4合 

黑瓶麥酒, 30/ 들이 生麥酒와 黑生麥酒로 分類되 

고 있다

이러한 麥酒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生產된 것 

은 1934年부터 였오冃 現在 東洋麥酒(株) 와 朝 

鮮麥酒(株) 가 國內需要를 全量 充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輸出 및 軍納까지 하고 있다. 最近 

에 韓獨麥酒(株) 가 設立稼動하고 있어 서 麥酒의 

生產量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기존 2 
個 메이커에서 生產하는 麥酒의 生產量을 보면 

4合瓶 24瓶들이 木箱子로 計算해서 年間 約 

1,100萬 箱子 (1974年度) 를 生產하고 있으며 國民 

所得 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生產量은 增加될 趨 

勢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麥酒의 消費處를 보 

면 約 70%가 유흥업소를 通해서 消費되고 家庭 

에서는 約 30%정도로 消費 패턴이 형성되고 있 

으며 生產에서 消費까지 流通 經路를 消費樣態 

에 따라 區分하여 보면 다음 圖表와 같다.

A. 各種 業所에서 消費될 때의 經路

①生產者一代理店一業所一消費者

②生產者一代理店一都賣商一業所一消費者

③生產者一代理店一都賣商一小賣商一業所一 

消費者

④生產者-代理店一小賣商一業所一消費者

B. 家庭 둥 業所 以外 消費時의 經路

①生產者一代理店一消費者

②生產者一代理店一都賣商一消費者

③生產者-代理店一都賣商一小賣商一消費者

④生產者一代理店一小賣商一消費者

以上과 같은 流通經路를 通하여 消費되고 있 

는 麥酒는 飮料 또는 酒類로서 衛生管理와 더불 

어 品質保存을 爲한 技術的인 包裝과 破損되기 

쉬운 瓶의 運搬 荷役 保管에 必要한 輸送包裝에 

特別한 배려가 必要하며 많은 物量을 短時間에 

包裝할 수 있는 包裝作業의 機械化가 불가피한 

것이 다.

① 麥酒의 包裝 現況

麥酒의 單位包裝은 瓶包裝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므로서 

맥주의 品質을 保存하기 爲하여 갈색 瓶을 使用 

하고 4홉 (640ml) 들이와 2홉 (343ml) 들이의 두 

가지로 區分되어 있다.

그리고 캔 (Can) 包裝이 있는데 이것은 內部의 

特殊한 피막처리와 生產者 特許關係 때문에 國 

內에서 生產하지 못하고 있으며 全量 日本에서 

輸入하여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單位包裝된 製品의 輸送用箱子를 

보면 4홉 麥酒 24瓶 單位의 木箱子와 20瓶 單位의 

플라스틱 箱子, 12瓶 單位 골판지 箱子로 區分되 

고 2홉 麥酒 24瓶 單位의 木箱子와 12瓶 單位 

골판지 箱子가 있으며 캔 (Can) 麥酒 24個 單位 

의 골판지 箱子가 있다.

이러한 單位包裝으로부터 輸送包裝의 場內工 

程올 보면 瓶 또는 캔 (Can) 의 液體充塡은 自 動 

液體充塡機에 依해 서 充塡되 고 自 動 Capping 또 

는 眞空包裝(캔포장)되어 輸送用 外箱子에 積入 

包裝되는데 그 包裝製作業은 自動積入機와 手作 

業에 依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② 麥酒의 物的流通 現況

麥酒의 物的流通分野, 즉 輸送 保管荷役分野 

는 生產이 끝나는 Line에서 包裝된 貨物이 콘베 

어를 通하여 出口에 이르면 人力에 依해서 倉庫 

에 移積되고 保管되었다가 出荷되는데 이 때에 

使用되는 輸送手段은 貨物트럭과 貨車이 며 荷役 

方法까지 人力에 依存하고 있다.

우리 나라 企業의 大部分이 이 와 같은 物流 시 

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麥酒의 物量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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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工場 內에서 만이라도 自動機械化 해야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본다.

③ 現行 包裝 시스템과 包裝機械化 時의 

諸費用

本 事例를 爲하여 選定된 業體의 實査를 通하 

여 調査된 資料를 綜合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現行 包裝條件 및 諸費用

① 年間生產量 : 450萬 箱子 4홉들이 24瓶單 

位）

O 4홉 瓶麥酒 : 270萬 箱子（全量의 60%） 
O Can麥酒：45萬箱子（〃 10%）
。생맥주 :135萬 箱子（ 〃 30%）

② 輸送用 木箱子 치수 : 430X340X320mm
③ 4홉 24瓶單位 重量 : 約 30kg
④ 包裝作業人員 및 年間 人件費 :

960만원

O包裝工：32名
O 年間 人件費 : 25, 000원 X32명 X12월 = 

960만원

⑤年間 人件費 增加：1, 920, 000 （人件費 

의 20 %） （9, 100, 000 X 鴇=1, 920, 000 

원）

⑥ 年間維持費 : 5, 760, 000원 （人件費의 60%） 
（복리 , 후생, 상여금 包含）

⑦ 年間 維持費 增加 : 960, 000원 係隹持費의 

20%）
⑧ 上下車 및 場內荷役勞務職 : 55名
⑨ 生產 및 製品 搬送 Line： 自動 콘베어 

시스템

⑩參考事項

액체 충진 및 Capping까지는 自動機械化되고 

있으며 輸送包裝 및 其他 分野는 全部 人力에 依 

存하고 있다.

（2） 包裝機械化 時의 諸費用

國內 兩大 麥酒會社는 이미 生產工場 內의 搬 

送 Line과 單位包裝은 自動化되어 있으며 單位 

包裝된 製品의 木箱子 自動積入機를 設置 稼動 

하고 있는 메어커도 있다.

그러나 아직 人力에만 依存하는 메이커도 있 

으므로 本 事例에서는 稼動되고 있는 自動積立 

機를 導入했을 때의 採算性을 現行과 比較檢討 

-----------------特轉!!/原價節減을 위한 包鼓의 改善钻

하기로 했다.

包裝機械化의 採算性을 算出하기 爲해서 年間 

4홉들이 24瓶 單位의 生產量을 450萬 箱子로 보 

면 月 間 375, 000箱子 （4, 500, 000상자+12月 ） 를 生 

產하며 1日 生產量은 12,500箱子 （375,000상자+ 

30日）가 되므로 分當 15箱子를 包裝할 수 있는 

自動積入機 2臺만 稼動하면 現在의 物量을 處理 

할 수 있게 된다.

① 機械價格 （Caser packer） : 28, 000, 000원
② 到着 및 設置經費 : 5, 600, 000원 （機械價의 

20%）
③ 機械減價償却費 : 3, 360, 000원 （年） 10個年 

償却

④ 固定投資에 對한 利子 : 6, 048, 000원 （年 18 
%） （28, 000, 000원+5, 600, 000원） X^= 

6, 048, 000원）

⑤ 維持費 （電力 修理 消耗資材） : 1,806, 000원 

（年）

O 電 力 : 年間 57, 000원
O 消耗資材 : 年間 693, 000원
O 修 理 : 年間 1, 056, 000원

⑥ 維持費增加 : 217, 200원 （維持費의 20% 年 

間）

⑦ 人件費 : 1, 440, 000원 （年間）

月 60, 000원〉＜2名 X12月 =1, 440, 000원 

（賞與金包含）

⑧ 人件費增加 : 288, 000원 （年間 人件費의 

20%）

④ 包裝機械化와 採算性

前項 （1） （2）에 調査集計된 資料를 綜合하여 

包裝의 機械化 時와 人力作業 時의 經濟性을 對 

比해 보면 다음 表 3과 같다.

上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包裝機械化 1次年 

度에 約 5, 000, 000원의 純利益이 있으며 單純히 

一次年度 利益金만으로도 6個年 後에는 機械投 

資費를 상환할 수 있다는 結論을 쉽게 얻을 수 

있다.

（4） 自動結束機의 採算性

自動結束機는 이미 事例 1 （Instant Noodle）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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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年間 經濟性 對比表 單位 : 원

fT一^—__區分
內譯^ 一一■一一 人力作業 包裝機械化 差 減 備 考

減價償却 없 음 3, 360, 000 —3, 360, 000 10個年償却

禾IJ 子 // 6, 048, 000 —6, 048, 000 年 18%

人 件 費 9, 600, 000 1, 440, 000 8,160, 000

人件費增加 1, 920, 000 288, 000 1, 632, 000 年 20%

維 持 費 5, 760, 000 1, 806, 000 3, 954, 000

維持費增加 960, 000 217, 200 742, 800 年 20%

合 計 18, 240, 000 13,159, 200 5, 080, 800

但 ① 差減額 算出은 （人力作業）一（包裝機械化）

② 人件費 增加는 賞與金, 후생, 복지에 對한 費用 （人件費의 60%）
③ 維持費는 電力, 消耗資材，機械修理費와 人力維持費 包含

事例 2 （비스켓）에서 잠시 소개된 바 있으며 生 

產된 製品의 出荷直前 包裝工程에 긴요한 裝備 

이 다.

勿論 우리 나라에서의 自動結束機의 活用은 

現在로서는 機械能力을 Full稼動시킬만한 多量 

生產製造業體가 극히 小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生產製品의 物動量이 적고 製品이 多樣化 

되어 一貫性이 없는 데도 그 原因이 있다.

여기에서 記述하는 自動包裝結束機의 採算性 

에 對하여는 機械能力을 Full稼動할 수 있는 物 

量이라고 가정하여 人力作業과 比較檢討 하였고 

이것을 標本으로 하여 各 企業이 自動結束機 採 

擇의 參寿가 되 리 라 생 각한다.
또한 兄까운 장래에 大量生產이 불가피할 때 

를 爲한 事前 對備策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 다.

①現行包裝作業（荷造機）

現在 使用되고 있는 結束機（荷造機）는 그 大 

部分이 골판지 箱子의 結束用으로 使用되고 있 

으며 一部 麻袋, 合成樹脂袋 둥의 壓縮包裝에도 

使用되고 있다.

國內에서 使用되고 있는 手動式 荷造機의 種 

類는 상당히 많으며 그 大部分이 이미 國產化 

되었고 價格도 저 렴하여 大部分의 企業體는 많 

은 類의 手動式 荷造機를 活用하고 있다. 보통 

手動式 荷造機는 사진 5와 같이 조임機와 집 게로 

된 Set를 이루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幅 16mm, 
19mm用의 두 가지 로 나누어져 있고 PP Band用 

과 鐵帶用으로 區分된다.

② 使用되는 包裝材料 （PP밴드）

國內에서 使用되고 있는 結束材로서 는 PP Band

PP 밴드 價格 比較表表4
弋 一〜用機種

\Band 種類、、 

區 스、'一一_____

自動結束機 1 手動荷造機 ！ i
備 考

A 급 B 급 A 급 B 급 C 급

規格

含 有 量엉）

폭 mm
거 리 （m）
무 게 ㈤

100%
15.5 
10m
47gr

50% I 

15.5 
10m 
80gr 1

30%
16

10m
102gr

30%
18

10m
113. 3gr

30%

18
10m

106gr

%는 再生PP 
에 對한 比率

임.

價格 kg當價格 620 350 1 280 250 250 1

meter 當
價 格

1000m當價格 
(IRoll) 2, 914 1,662 | 2, 856 2, 832 2,650 J

1974年10月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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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Band 둥이 골판지 箱子에 利用되고 있으며 

最近에는 大部分 PP Band를 使用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PPBand는 引張强度가 强하고 成型性이 

우수하며 一部 再生 PP도 混合使用이 可能할 뿐 

만 아니 라 價格도 저 렴 하기 때 문이 다.

이와 같은 pp Band의 價格올 對比해 보면 表 

4와 같다.

그러나 表 1의 各種 再生 PP에 依한 Band는 

自動結束機에 使用時 熱溶着이 고르지 못하고 

引張强度가 弱하다는 缺點을 가지고 있다. 이에 

對한 對策으로 1973年 韓國工業規格으로 PP밴드 

規格올 制定하였는데 （KS A 1507 폴리프로필 

렌 밴드） 그 規格은 다음 表 5와 같다.

（사진 7） 自動結束機 （Packageing & Banding

Machine）

表 5 PP 밴드 規格 （KS A 1507）

規 格 引張强度（kg） 伸張率（％）

16m/m 130kg以上

25以下18 // 150kg 〃

21 // 170kg ff

PP 밴드의 規格化 以前에는 幅 15.5m/m,

21m/m 둥도 많이 使用되 고 있었으나 지 금은 有 

數製造業體들의 規格品 生產에 따라 점차 製品 

規格 및供給價格이 安定되어 가고 있다.

③ 自動結束機의 採算性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自動結束機는 國內製 

作 （一部 部品은 輸入）이 可能하고 包裝方法이 

간단하며 價格이 比較的 저 렴하다. （사진 7參照）

年間經濟性對比表6
厂\^用機種 自動結束機 手動荷造機 備 考

機械利子 年利子18% 216, 000 없 음 — O手動荷造機代金小額 
으로 利子 및 減價償 
却費 무시하였음減價償却費 機械10年使用基準 120, 000 없 음 —

維持費

O電力費

0. 7kwX8시 간X25 日 X
12月 X12원=20.160원

O其他維持費年

50, 000원 70,160

O clip價格（年間）

0. 7원 X 2개 X840, 000
Box=l, 176, 000원

O loss （밴드） : Box當 

6cm, 6cm X 840, OOOBox 
= 약50Roll 2, 700원X50 
=135, 000원 1, 311, 000

作業能力 및 

人件費

O作業能力360Box/hr 
360X8시 간〉＜25 日 X12月 

=864, OOOBox/年
。人件費

1人X300, 000=300, 000
（年봉 300, 000

O作業能力（人力）

50Box/hr
50X8시 간X25 日 X12月
=120, OOOBox/年
7人 X300, 000=
2,100, 000원 2,100, 000

⑥ 手動苛造機의 경우

1人 1年 120, 000개
작업가능

⑥機械1臺年間

864, OOOBox 作業가능

（人力 7名對替가능）

合 計 706,160 3, 411, 000

① 人件費는 年俸 300,000원을 기 준으로 하였 음.

② 機械 1臺 年間作業量 864,000Box 人力作業은 1人 120, OOOBox를 기 준으로 하였 음.

③ 3, 411,000-706,160=2,704,840원의 年間 경 비 節減을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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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自動結束機의 仕樣은 다음과 같다.

O 重 量：130kg
O作業能力：12Box/分
O 使用材料 : PP 밴드

O 電 力：0. 7Kw
上記 自動結束機의 作業能力은 每秒마다 골판 

지 箱子 1個씩을 完全 結束할 수 있고 여타 作 

業時間올 加算하여 每時間當 糸勺 360 Box의 結束 

을할 수 있다.

이것은人力作業 時의 每時間當50 Box의 作業 

能率로 보고 比較한다면 約 6倍 以上의 能率올 

올릴 수 있다.

이러한 經濟性올 좀 더 상세히 集約해 보면 

表 6과 같다.

上記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動結束機를 

1日 8時間 完全稼動 시켰올 때의 年間 人力作業 

對比 經濟性은 約 2. 700, 000원의 節減을 가져 올 

수 있으며 機械價 1, 200, 000원을 除하고도 年間 

1,200, 000원의 利益을 얻올 수 있으며 機械使用 

年限올 10年으로 보면 그 利益은 놀랄만한 額數 

가 될 것이다.

따라서 自動結束機의 使用으로다음과같은利 

點이 있다.

① 女性이 나 年少勞動者의 操作이 容易하다.

② 形態와 크기의 制限이 없다.

③ 묶음이 一定하고 品位가 있다.

④ 包裝作業 面積을 축소 시킬 수 있다.

⑤ 이음부의 강도가 强하다.

以上에서 記述된 自動結束機의 經濟性은 企業 

에 있어서 包裝作業費의 節減과 物流經費를 節 

減하고 商品包裝의 品位를 向上시키는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보아서 物動量增加에 對備하여 이 

의 採擇을 考慮해 볼만할 것이다.

4•結論

우리 나라 企業體에 있어서 包裝作業의 機械化 

가 活潑하게 이루어 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우선 包裝機械 供給面을 볼 때 점차 國內 유수 

메이커에서 國產化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企業 

體에서도 包裝機械化에 關心을 모으고 있는 경 

향이 뚜렷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現在로서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그것은 製品（商品）의 市場需要가 적으므로 包 

裝機械化에 依한 大量生產의 利點을 찾아낼 수 

없고 商品의 壽命이 짧아서 즉, 한 번 開發된 新 

製品의 仕樣이 얼마 안가서 變更되며 製品의 치 

수가 多樣하기 때문에 機械適性에 맞지 않는 등 

의 問題가 對頭되고 있다.

또한 現在까지는 勞動力이 풍부하고 人件費가 

저렴하여 包裝機械化의 必要性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包裝機械化에 對한 企業人의 關心度가 

희 박하고 一時的인 資本의 投下가 곤란한 問題 

點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眼目으로 볼 때 包裝機械化 

는 지금부터라도 計劃되어 推進되어 야 할 時點 

에 놓였다고 할 수 있으며 海外市場에서의 商品 

價値의 提高를 爲해서도 包裝機械化는 必히 이 

루어 져 야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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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의 表現戰略
令디자인의 偉大한 힘을 理解하였을 때 비로소 賣出이 增大된다. O

朱 洪
當센터 振興部長

吉 譯

驛看駐 : 여기에 部分的으로 紹介하는 內容온 著者인 加納 光氏가 日報社 發行 月刊�
"PACKS"에 20回 連載로 실온 "패키지 의 表現戰略

”

의 最終回分으로서 그는 다음과 갈은 
內容의 連載文을 실음으로서 이 部r,에 關心있는 사람들의 많은 興味를暎起시키고있다. 

第 1 回 패키지의 90%는 디자인이다. 
第 2 回 브렌드型과 일러스르型 
第3 回 패키지는 品質울 디자인 한다. 
第4 回 패키지 디자인의 原點
第5 回 이미지 戰略과 디자인·………·····象徵的인 品質表現
第6 回 繪畵的 십벌리즘과 이미지 菊果
第7 回 브렌드 네임과 이미지 戰略
第8 回 패키지는 브렌드로 디자인 한다. 
第9 回 視覺言語와 販賣戰略
第10回 講買動機를 表現으로 이 끈다. 
第1 1回 視覺言語로서 팔리느냐 
第1 2回 디자인에 販賣力을 加하기 위한 技術
第13回 패키지에 阪賣力을 表現시키기 위한 姿勢
第14回 디 자인의 販賣力율 發見하는 技術
第15回 좋아하는 感情울 디 자인 한다. 

視覺言語-個性的 商品의 디 자인 U:) 
第15回의 連續 l下)
視覺言語률 成功시컵. 
이 미 지 쉬 프트 (Image shift) 法 (其 1) 
第17回의 連續 (其 2) 
第18回의 連續 (其 3) 
本稿

第16回
第17回

第18回
第19回
第20回

可恐할만한 디자인의 힘 

"눈은 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고 하 
는 것은 視覺言語를 뜻하는 것이다. 

디 자인은 좋은 代辨者이 간 하지 만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 適切히 應用하면 有益하지만 

찰못 應用하였을 경우에는 自己 스스로가 "이 

商品온 좋지 못한 商品입니다” 라고 惡宣傳 한다 
는 것이다. 則, 兩 쪽 날의 칼이타고 보아야 한 
다. 디자인에는 한 쪽 날의 칼은 없기 때문에 
注意률 要한다. 디 자인이 타고 하는 양 쪽 날의 
칼은 使用하는데 따라 良藥도 될 수 있고 毒이 
될 수도 있다. 또한 毒도 아니고 藥도 아닌 中
途의 것도 있다. 

“商品이 팔리 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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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많은데 디자인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눈치 

챈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致命的인 疾患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疲勞程度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致命的 疾患올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되면 누구도 放置해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데 유감스럽게도 디자인 病은 美麗한 얼굴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에서는 그 病에 눈 

치채지 못하고 있다.

“패키지 디자인올 바꾸니까 販賣가 急減되었 

다”고 놀라서 相談해 온 會社가 있었다. 이 경 

우에는 디자인을 바꾸었을 때 販賣가 急激히 떨 

어졌다. “疾病은 디자인에게 있다”고 느껴지 게 

되었으므로 多幸한 일이다. （多幸히 이 메이커 

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을 바꾼 結果 잘 팔리게 

되었고 商品을 미쳐 대지 못할 程度로 賣出이 늘 

었다고 하는 幸運올 맞이 하였다.）

패키지 디자인의 可恐할 힘은 實際로 이와 같 

은 劇的인 體驗을 맛보지 않고서는 理解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의 良否에 따라서 

販賣가 左右된다고 하는 記事가 잘 눈에 뜨이지 

만 이와 같은 것을 他人의 話題로서만 받아 넘기 

고 아무리해도 實感올 주지 못한다.

왜 “디자인에 따라 販賣가 左右되는가”를 說 

明하고자 한다면 몹씨 理論이 구구해 진다. 그러 

나 消費者는 決코 理論올 따져 가며 디자인의 良 

否를 判斷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可恐할만한 힘올 理解하고자 한다면 디자인에 

依해서 “賣出이 늘었다” “賣出이 줄었다” 하 

는 實例를 여러번 實感하는 것이 重要하다.

販賣의 秘訣은 百萬兩

디자인의 힘올 實際로 體驗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누구에게도 용이하게 體驗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스트 셀러를 簡單하게 體 

驗할 수 있다면 세상은 極樂世界가 될 것이다. 

베스트 셀러品올 만들어 내는 데는 힘들기 때문 

에 그 秘訣을 알고 싶다고 사람들은 악착같이 

따라 다닌다.

重要한 것은 여기에 있다.

베스트 셀러의 秘訣을 비타민劑와 같이 求하 

는 傾向이 있다. 入門의 方法으로서는 책을 읽 

는 것도 한가지 方法이겠다. 그러나 敎科書와 

같이 혹은 비 타민劑와 같이 그 秘訣을 아는 것 

은 거의 不可能하다.

세상에는 많은 책과 有辨이 있긴 하지만 쉽사 

리 “販賣의 秘訣”만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것은 책에 依해서 가르쳐 주는데 있어 限界點인 

지도 모르겠다.

販賣秘訣에는 極히 復雜한 要素들이 얽히고 

있다. 패키지 商品을 例로 든다면 品質, 價格, 

社名, 브랜드 네임, 디자인 등의 商品 그 自體와 

競爭商品과의 關係, 社會의 習慣이나 傾向 등 

實로 많은 要素들이「販賣」를 左右하고 있는 것 

이다.

販賣를 左右하는 要素

1. 商品自體의 要素

① 基本的인 品質: 原材料나 製造技術面에서 

缺點이 없는가

② 區別될 수 있는 品質上의 特徵: 他社에 없 

는 技術이 나 他社보다 越等한 技術, 品質 또는 

興味를 줄 수 있는 特徵이 있는가

③價格

④ 社名과 그 디자인

⑤ 브랜드 네임과 그 디자인

⑥ 商品 디자인과 商品의 色彩

⑦ 패키지 디자인

2 .販賣網

① 販賣店의 數와 規模

② 販賣店의 質

③ 販賣店의 地域的 偏重 與否

④ 販賣員의 効果的 運用

3 .競合關係

① 競合 메이커와 어느 點이 뒤떨어저 있는가

② 競合商品의 特徵

③ 代替商品（淸酒를 위스키로 둥）은 如何한가

④ 商品 知名度, 브랜드 知名度, 社名 知名度 

는 어떠한가（廣告 其他를 包含하여）

4 . 社會의 習慣 등

① 그 商品에 對하여 社會習慣이나 傳統面에 

抵抗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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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會傾向으로서 그 商品에 斜陽의 傾向은 

없는가

③ 輸入品의 傾向

④ 外國의 傾向

以上의 諸項目은 商品의 販賣를 左右하는 基 

本的인 要素들올 列擧한 것이다.

商品은 큰 社會의 테 두리 內에서 流通되고 있 

기 때문에 어딘가 障害가 있으면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 이렇게 하면 팔린다. 저렇게 하 

면 팔린다고 한댓자 實際 팔릴 수 있는 要素는 

極히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販賣秘訣을 알고 있는 價値는 百萬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立證 되다시피 많은 販賣要素 

로 보아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決定되지 만 그 

全體의 關係를 體驗하지 않고서는 販賣秘訣올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販賣秘訣을 안다고 하는 것은 經驗者的 感覺이 

다. 勿論 販賣員에게도 販賣秘訣은 있지만 그것 

은 旣存 商品올 販賣하는 秘訣이지 팔릴 수 있 

는 商品을 만드는 秘訣은 아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좋으면 品質이 좋다

販賣한다고하는 것은 몇 10個의 要素들이 復雜 

하게 內包되고 있다. 人體와 마찬가지로 한 쪽 

팔이 없으면 不便하고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不 

自由스럽다. 그러나 팔 한 쪽이 없다든가 손가 

락 하나가 없음으로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 나 

心臟이 멎거나 얼굴에 큰 致命傷올 입으면 生命 

이 危篤하다. 結局 어떤 것에든 致命的 要素와 

補助的 要素가 있는 것이다.

數10項目의 販賣에 영향올 주는 要素中에도 

致命的 要素와 補助的 要素가 있다. 特히 패키지 

商品에 있어서는 다음의 要素가 基本中의 基本 

이며 重要한 要素이다.

① 商品의 品質

② 패키지 디자인

③ 브랜드 네 임

商品의 品質이 重要하다는 것은 當然하다. 그 

러나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드 네임은 그 重要性 

에 關하여 誤解를 일으키기 쉽다는데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번 購買한 商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 메이커의 商品을 사고 싶지 않계 된다. 

되는대로의 商品販賣 대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이 여기에 있다.

商品의 品質에 關하여 어려운 問題點은 消費 

者의 기호의 變化에 영합하여 商品의 品質을 바 

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大阪에 M社의 有名한 크랙커 메이커가 있었 

는데 아마도 크랙 커로서는 日本에 서 처 음 成功 

한 메이커였다. 그런데 數10年 經過하는 동안 

거의 잊어버릴 정도의 메이커로 전락되었다. 最 

近 筆者는 적은 규모의 수퍼店의 한 구석에서 

이 크랙커를 볼 수 있었는데 10數年 前의 商品 

이 10年 1日과 같은 상태로서 그곳에 있는 것올 

보았다. 나비 스크의 릿즈가 크게 히 트를 찬 以來 

流行商品으로 되어 큰 메 이커 가 연달아 登場하 

여 市場올 擴大하고 있다. M社의 크랙커와 같 

은 種類이지만 맛이 다르다면서 큰 히트를 친 

것이다. M社는 왜 品質의 改良에 손올 쓰지 않 

았는지 理解가 가지 않는다.

商品開發, 改良에는 어려운 點이 있겠지만 어 

떻든 具體性이 있고 理解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 디자인이 重要하다고 하면 바 

로 “我田引水”라고 생각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에 限해서 패키지 商品으로 成功한 經 

驗이 없는 메이커가 많음으로서 여기에 꼭 注意 

하여 理解해 나가기를 希望한다. 即, 패키지 디 

자인이 重要하다는 것은 "패키지 디자인이 商品 

의 品質이다”라고 消費者들에게 느끼게 하기 쉽 

기 때문이다. 本來 패키지 디자인은 品質과는 

無關한 것이다.

그러나 消費者는 디자인 = 品質이라고 생각되 

기 쉽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 하고 묻기 보다 당신이 

商品을 사고자 할 때 어떠한 觀點에서 購買를 

하는가를 생 각해 내 면 自 明해 질 것 이 다.

美人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

美人이 아닌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 衣服이 날개라는 말도 있•다. 이것이 人 

間의 心理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캐묻는댓자 

解決이 나지 않는다.

패키지 디자인이 좋으면 品質이 좋은 것으로 

믿고 사준다.

消費者團體로서는侮辱的이라고 말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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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實際로 個個의 消費者들의 率直한 心情이 

이러함으로 달리 변명할 道理가 없다.

브랜드 네임에는 億臺의 價値가 있다

브랜드 네임은 中小企業이 될수록 그 價値를 

輕視하는 傾向이 있다.

大企業에 있어서는 形式的이 나마 重視하는 것 

같은데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形式的으로 無視해 

버리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것 이 補助的 要素라면 大過가 없다고 할진대 

무엇보다도 決定的인 致命打를 줄 수 있는 要素 

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販賣權利를 放棄하는 結 

果가 되는 것 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머리 속에 直感的으로 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올지 모른다.

大體的으로 商品은 “브랜드 知名度에 比例하 

여 팔린다”고 하는 習性이 있다. 勿論 嚴密하게 

比例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傾向이 多分 

히 있는 것이다.

잘 팔리는 메이커의 無名商品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볼만도 하다.

“잘 팔리는 商品은 有名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認定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 

런데 “당신의 브랜드를 有名하게 만들지 않으렵 

니까”하고 提案하면 “그런 것은 大企業 以外에 

서는 不可能하다”면서 처음부터 權利를 放棄해 

버리는 메이커가 많이 있다.

商品을 많이 팔려고 한다면

① 他社에 뒤지지 않는 商品

② 競爭品보다 高品質로 보이는 패키지 디자인

③ 브랜드를 有名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브 

랜드 네임

이러한 세가지 條件을 반드시 具備하지 않으 

면 안된다.

빼로는 수퍼 마아켓의 下請을 받아서 伸張되어 

가는 메이커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브랜드 네 

임은 어떻든 關係가 없을져도 모른다. 有名한 

수퍼의 브랜드가 달려 있으면 잘 팔리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他人에 매어서 營為하는 經 

營은 自己權利의 放棄라고 생각한다.

적으나마 自己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으 

므로서 主體性 있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브 

랜드를 育成하는 意慾이 없다면 下請的, 從屬的 

寄生的 經營이며 “팔리지 않으니 골치꺼리다”라 

고 말할 수 있는 資格이 없다.

팔릴 수 있는 商品을 만들고 팔고자 努力을 

경주함으로서 “왜 팔리지 않을까”하고 疑問과 

反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努力을 하지 

않고서 “팔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權利가 없 

다. 팔리지 않는 것이 當然하다.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팔릴 수 있는 商 

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重要한 것이다.

틈語의 威力을 認識하였을 때 

멋진 브랜드가 탄생된다

브랜드 네 임은4文字, 5文字, 길어서 8文字 程 

度의 것이다. 막상 이름을 달고자 한다면 쉽사 

리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며 여러 가지의 

브랜드 候補案 가운데서 어느 것이 제일 効果的 

인 가를 選擇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도대 

체 무엇올 基準으로 選擇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음 原理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눈에 잘 뜨이는가

둘째, 쉽게 理解되는 것인가

세째, 好感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브랜드도 커뮤니케이션（意味傳達効果）의 役割 

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効果的 

으로 傳達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TV의 廣告費가 매우 高價라고 하는 것은 커 

뮤니케이션 能力이 높기 때문이다. 即, 커뮤니 

케이션 効果라고 하는 것은 金錢으로 計算될 수 

있는 것이다.

브랜드 네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커 

뮤니케이션 効果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낮은 것을 달고 아무렇지도 않게 5年, 10年 經 

過하는 사이에 幾百萬원, 幾千萬원의 損害를 보 

게 된다. 効果가 높은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廣 

告를 하지 않아도 商品이 팔려 나가고 따라서 着 

實하게 知名度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브랜드 네임을 選擇하기 위해서 앞 

서 말한 세가지 基準이 簡單明瞭하고 便利하게 

適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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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지않는 言語는 印象에 남기기 힘들 

고 잊어버리기 쉽다. 그것은유니크하다든가아 

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새우깡”이나 

“맨담” 둥이 이의 좋은 例이다.

그런데 눈에 잘 띄는 것만 생각하느라면 틀린 

것을 골라낼 수도 있다. “어떤 商品인지 想像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느낌이 좋지 않다” “졸렬하 

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두 번째의 理解問題에 있어서 商品을 알 수 있 

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意味한다. 原始的인 

例로서는 “아지노모도” “아사히아지” “다시노모 

도”一모두 日本의 調味料 이름임一둥이다. 그러 

나 “다시노모도”業界와 같이 競爭이 치 열해지면 

이와 같은 이름은 理解는 잘될 수 있지만 잘記 

憶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弱點올 안고 있다.

“다시노모도” “혼다시” “和風다시노모도” 둥 

“다시노모도”業界에서는 비슷한 이름을 달아서 

競爭하고 있기 때문에 効果가 적다. 어느 메이 

커가 어느 이름을 달고 있는지 누구도 記憶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니크한 點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大體的으로 “다시노모도”는 쌀, 빵, 간장 둥 

에 해당하는 普通名詞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브랜드 네임은 차차로 抽 

象的, 象徵的인 言語로 되 어 가는 것이다.

나비스코의 “릿즈”는 크랙카의 이름이며 “델 

몬데”는 게 쟙의 이름이다. 크랙커라든가 게 쟙이 

라는 言語는 補助的으로 밖엔 利用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말은 重要하지 않으며 거의 有用하 

지 않게 되어 있다. 即, 브랜드 네임에서는 理 

解의 原理의 重要性은 多分히 낮게 評價되고 있 

다고 하는 것 이 된다.

세번째 原理는 또 反對이다.

유니크한 言語의 유니크度를 强調하다가 잘 

못하면 좋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結果를 낳 

는다.

“메스콘”이라고 하는 藥이 있다. 月經을 調整 

하는 通經劑인데 좋은 느낌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게로린”이라고 하는 藥名도 藥에서 

求하고자 하는 信賴感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 

다.

이에 比하여 “안네”라든가 “이후”라고 하는 

브랜드는 商品의 性格은 다르더라도 아름답고 

꿈이 있는 이름으로서 好感을 줄 수 있다.

여기에는 化粧品다운, 혹은 女性用品의 이름 

같은 느낌올 주는 것으로서 매우 좋아 보인다. 

消費者는 商品 이미지에 맞는 느낌을 주는 브랜 

드에 따라 商品올 理解하고 있다.

패키지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裝解力

패키지 디자인과 디자인을 重要視한 言語들을 

잘 쓰고 있지만 實은 極히 危險한 일이다. 왜냐 

하면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는 言語의 重要性올 

輕視하기 쉽기 때문이다. 商品에 따라서는 브랜 

드 네임만으로서 디자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多分히 있다. 브랜드 네임을 패키지 디자인의 

主役으로 삼는 것은 패키지 디자인 方法의 하나 

의 原則이다.

패키지의 커뮤니케이션 効果의 性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多分히 明確해 질 수 있다. 即, 

패키지 디자인의 하나의 使命은 브랜드 네임을 

팔며 두 번, 세 번 反復하여 사갈 때에 確實하 

게 要訣올 提供한다.

두 번째 사러 갔을 때 어느 메이커의 어느 브 

랜드인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의 

缺點은 반드시 디자인에 있다. 消費者가 忘却하 

기 쉬운데 있지 아니하고 想起해 내는데 要訣올 

內包하지 아니한 디자인이 나쁜 것이다.

패키지 디자인의 第2의 使命은 競合品보다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消費者는 類似商品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낸다. 이 때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選擇한다. 정말로 어느만 

큼 品質의 差異가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 나 消費者는 어느 쪽이든 골라야 

함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쪽을 選擇한다.

사가지고 먹어 보고, 써 보고 滿足했다면 더 한 

번 사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때에 店頭에서 商 

品올 보았을 때 “먼저 번 산 것이 이것이다”고 

느끼도록 個性있는 디자인이 必要하다. 브랜드 

가 必要한 것이다.

패키지의 커뮤니케이션 効果는 이와 같은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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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装食品과 殺菌装置

金 基 成
農漁村開發公社食品研究所加工工學科長

1. 包裝 食品과 微生物

食品을 통조림罐, 유리瓶, 플라스틱 容器에 

넣어 오랫동안 貯藏을 目的으로 包裝할 때는 食 

品微生物에 :對한 觀察이 必要하다. 그 理由는 

食品中에 들어 있거나 그 속에서 자라는 微生物 

이 生育하였을 때의 結果를 알기 爲한 것이다. 

包裝食品을 腐敗시키고 人間에 有害한 毒物質을 

生產하는 微生物에 關하여 簡單히 說明하여 여 

러분의 理解를 돕고자 한다.

微生物은 人間을 爲하여 有益한 일을 할 때가 

있다. 그 한가지 例로는 醱酵에 관계하는 微生 

物들로서 이같은 微生物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맛이 좋은 食品을 우리들의 食卓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빵, 치이즈, 포도주, 김치, 간장, 된장을 만 

드는 데는微生物이 關與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려진 事實이다. 또한 微生物은 人間에게 疾病을 

주는 有害한 存在이기도 하다. 어떤 食品에서 

大腸菌 (Escherichia Coli) 이 發見되 었 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境遇를 생 각할 수 있다. 大腸菌이 

라는 것은 動物이나 人問의 腸內에서 生長하며 

이 食品은 動物의 排泄物에서 繁殖한 細菌으로 

서 汚染되었다는 것 을 推測할 수 있으며 殺菌이 

未洽한 食品인 것을 알 수 있다.

美國 保健省에서 發表한 것에 依하면 62種의 

疾病이 人獸共同 感汚이며 이 中 約 25種(40%) 
이 食品을 通하여 細菌傳染될 수 있다고 報告하 

였다. 이것은 食品이 잘못 加工處理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結果를 人間에게 주는가를 뒷받 

침 하는 證據이기 도 하다. 이 地球上에 는 많은 

數의 微生物이 알려져 있으나 이 中에 約 1%以 

下가 人間에게 害를 준다고 하니 퍽이나 多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食品의 包裝過程에서 空氣만을 完全 

히 除去하는 것이 食品을 安全하게 保存하는 重 

要한 要因이라고 믿었었다.

1830年 Jacob Bigelow 博士는 食品包裝 容器 

에서 空氣를 完全히 除去하므로서 食品을 오랫 

동안 保存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그 

後 1875年 매사츄세스工科大學의 硏究結果 包裝 

食品의 腐敗原因은 保存하려는 食品中에 들어 

있는 微生物을 破壞할 수 있는 充分한 熱處理 

(殺菌)를 하지 않으므로 發生한다고 結論올 지 

었으며 殺菌의 重要性이 提唱되었다.

食品이 包裝된 後 腐敗하는 것은 微生物이 食 

品의 熱處理 過程에서 完全히 死滅되지 않은 狀 

態이거나 또는 包裝容器의 密封 (Sealing, Cap
ping, Seaming) 狀態가 極히 不良하여 外部에서 

徵生物이 侵入할 수 있는 經路를 주었거나 汚染 

되어 微生物이 生長하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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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食品微生物에 關한 理解를 더하기 爲하여 

食品保存에 關係가 깊은 微生物들을 紹介한다.

(1) 곰팡이 (Mould)

自然中에 널리 分布되어 있고 土壤, 空氣, 먼 

지에 存在한다. 食品에 繁殖하면 腐敗를 이르키 

고 水分, 空氣, 温度가 適合하면 어떤 食品에서 

도 生育한다. 몸체는 菌糸로 되어 있으며 이 菌 

糸는 나무가지 形態의 것으로서 菌糸가 모여 菌 

糸體를 이루고 있다. 胞子를 形成하여 繁殖할 

때도 있으며 高温보다 低温에 抵抗性이 많아 冷 

藏庫 中에서도 生長한다.

(2)酵母(Yeast)

곰팡이와 같이 自然界에 널리 分布되어 있고 

흙, 有機物質의 表面이나 濕氣있는 場所에서 많 

이 發見된다. 繁殖은 細胞 內에 芽胞子를 形成하 

여 胞子가 터져 放出하여 새로운 酵母로 자라나 

며, 分裂增殖, 有性增殖 둥으로도 繁殖한다. 形 

態는 圓形, 楕圓形이고 被膜올 形成하는 것도 있 

다. 生長温度는 27〜30℃이며 0℃에서 生育하는 

것도 있다. 包裝食品의 密封狀態不足, 加熱處理 

가 不良할 때 腐敗를 이르키는 微生物中에 酵母 

類가 많다.

(3)細菌(Bacteria)

食品을 腐敗시키는 細菌에는 形態的으로 두 

種類가 있다. 둥근 모양의 球菌, 막대기 模樣의 

桿菌과 兩者의 中間形態인 圓形菌도 있으며 이 

細菌올 Coco・BaciUis라고 부른다. 빨리 活動할 

수 있는 體毛(Flagella)를 가지고 있으며 液體食 

品 中에서는 이 器管으로 活動한다. 分裂에 依 

하여 서만 增殖하는 것 이 特徵이 다. 또한 細菌中 

많은 種類가 芽胞 (Spore) 를 만든다. 芽胞는 熱 

에 大端히 强하다. 芽胞는 食品 中에서 腐敗를 

시키는 原因菌이 되며 毒物質을 生產하여 人間 

올 中毒死시키기도 한다. 芽胞를 死滅 또는 活 

動 靜止 시키기 爲하여는 定하여진 温度에서 

一定時間 加熱하여야만 可能하다. 生長周圍의 

環境條件이 나쁠 境遇 生存하기 爲한 手段으로 

서 芽胞가 形成되기 도 하며 水分不足, 生長에 

不適當한 高温, 低温, 어떤 毒物質이 存在할 때 

면 芽胞를 形成한다. 또한 化學物質에도 매우 

强한 抵抗性을 가지고 있으며 끓는 물 속에서도 

16〜18時間 살아갈 수 있으며 鹽素處理에도 强 

하다.

包裝할 食品속에 이와 같은 芽胞가 恒常 存在 

하고 있으므로 食品의 腐散防止를 爲하여 殺 

菌이 必要한 것은 그 理由이다. 또한 細菌은 生 

長特性이 각기 다르다. 低温을 좋아하는 菌, 高 

温을 좋아하는 菌, 酸素가 있어야 生長하 菌, 

酸素를 싫어하는 菌, 酸性을 좋아하는 것, 糖, 

鹽分에 强한 細菌 둥으로 나누어 진다. 이와 같 

이 細菌이 生育하는 데는 꼭 갖추어져야할 條件 

들이 있다

① 榮養分이 要求된다.

細菌이 生育하려면 榮養分이 必要하다. 炭水 

化物, 脂肪, 蛋白質, 鑛物質들이 重要한 榮養分 

이며 食品에는 以上의 榮養分이 고루 含有되어 

있는 細菌의 榮養源이디-.

② 温度가 要求된다.

細菌의 生長에 따라 最適温度가 있다. 最適温 

度보다 높거나 낮으면 細菌은 生長에 影響을 받 

는다. 生育 最適温度에 따라서 區分하고 있으며 

다음 呼稱을 使用한다.

低温性菌(Psychrophile) 14°-20℃
中温性菌(Mesophile) 30。〜37℃
好熱性菌(Thermophile) 50。〜60℃

③ PH의 影響

食品의 PH란 酸度 或은 알카리度를 재는 눈 

금이다. 눈금의 範圍는 0으로부터 14까지 있고 

7은 中間으로서 純粹한 물의 PH라고 할 수 있으 

며 中性이라고 할 수 있다.

大部分의 食品은 酸性이며 種類에 따라서는 

强酸性의 것도 있다. PH 4.6 以下인 食品을 酸 

性食品이라고 하며 PH 4.6보다 높은 食品을 低 

酸性食品이라고 한다.

低酸性 食品PH範圍5. 0〜8. 0
準酸性食品 〃 4. 6〜5. 0
酸性食品 〃 4.0—4.6
高酸性食品 〃 4.0以下

④ 酸 및 化學物質에 對한 抵抗性

食品 中의 酸은 抵抗力이 强한 細菌을 除外하 

고는 細菌의 生長을 一般的으로 抑制하는 作用 

올 한다.

食品의 PH가 4・6〜4.0인 食品 中에 細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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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長하고 있다고 하면 酸에 對한 抵抗力이 强한 

것을 意味한다. 食品加工에서 PH가 4.6 以下인 

食品을 低温度에 殺菌하는 것은 이 속에서 자라 

는 菌은 抵抗力이 弱하기 때문이다.

⑤ 酸素가 要求된다.

細菌에서 酸素를 必要로 하는 菌을 好氣性 菌 

이라고 하고 적은 量의 酸素가 있어도 生長抑制 

를 받는 菌을 嫌氣性 菌이라고 한다. 많은 數의 

細菌이 空氣가 있는 環境이나 없는 條件에서도 

生育할 수 있는데 이 같은 細菌을 通氣性 菌이라 

고 한다.

包裝食品에서는 酸素가 없는 條件에서도 細菌 

에 依하여 腐敗가 發生할 수 있으며 이 때는 有 

機物質의 部分的인 分解로 역한 냄새가 나는 개 

스를 生產하거나 또는 毒物質을 만들 때가 있 

다.

細菌의 酸素要求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好氣性細菌(Aerobic) 
通氣性細菌(Microaerophilic) 
嫌氣性細菌(Anaerobic))

⑥ 水分이 要求된다.

細菌의 生長에 必須的 要素 中의 하나가 水分 

이다. 水分含量이 적은 狀態에서는 細菌의 生育 

은 抑制되며 또한 可溶性 固形分의 濃度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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溶液 中에서도 利用可能한 純粹한 물의 攝取가 

困難하며 生長이 中止된다. 이와 같은 原理로서 

食品올 完全 乾燥하거나 소금저 림, 사탕저 림하 

여 두었을 때 長期間 保存이 可能한 것이다. 細 

菌이 利用할 수 있는 水分含量을 表示하는 基準 

으로 水分活性度 (Water Activity) 라는 用語를 使 

用 한다.

水分活性度는 壓力과 温度가 同一한 條件에서 

純粹한 물의 蒸氣壓으로 食品蒸氣壓올 나눈 값 

으로 表示된다.

水分活性度(AW)=純體睛||熊X100 %

2.殺菌裝置

食品올 容器에 充塡하여 保存하려면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微生物들을 死滅시켜야 한다. 

徵生物의 殺菌方法에 使用되는 것은 熱을 利用 

하는 것이 便利하다. 勿論 熱源이 되는 것은 蒸 

氣熱이 제일 効果的이다. 蒸氣熱을 使用하면 費 

用이 低廉하며 取扱이 簡便하고 熱의 分布가 均 

一한 것이 長點이다. 蒸氣를 얻는 裝置는 Boiler 
를 主로 使用하고 있다.

1874年 A.K.Shriver氏가 蒸氣를 使用한 殺菌裝 

置인 密閉式 靜置型 殺菌 솥 (Retort 또는 Auto 
Clave) 올 發明한 以來 100年間 經過한 只今에는 

여러 形態의 殺菌裝置가 開發되어 使用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食品加工에서는 殺菌裝置가 없 

어서는 안되는 必須機器가 되어 있다. Retort에 

는 蒸氣를 吹入하여 高温殺菌의 境遇 121。〜 

127℃의 温度를 殺菌이 必要한 包裝食品 容器 

속에 傳達시 켜 細菌을 致死케 한다.

Retort에 依한 加熱殺菌過程을 說明하면

① Retort 안에 包裝食品容器를 넣는다.

② 蒸氣를 吹入하여 加熱을 始作하기 前에 

Retort 안에 들어있는 空氣를 排出 置換한 

다.

③ 所定의 殺菌할 温度까지 加熱한다.

④ 一定한 殺菌時間까지 温度와 壓力을 維持 

한다.

⑤ 冷却올 한다.

⑥ Retort 內의 食品올 搬出한다.

以上의 殺菌過程을 좀 더 詳細히 하기 爲하여 

통조림罐 殺菌過程, 瓶조림 殺菌過程, 耐熱袋 殺 

菌過程으로 나누어 그림으로 說明한다.

食品은 그 種類에 따라 殺菌하는 方法과 裝置 

가 다르나 熱을 利用하는 原理는 같다. 殺菌方 

法에 對하여 簡單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은 方法 

으로 區分된다.

加熱殺菌方法，電氣殺菌方法，放射線殺菌方 

法，特殊殺菌方法，動搖殺菌，高温短時間殺菌，

또한 食品올 殺菌하려면 반드시 그 食品特性 

에 따라 殺菌條件을 事前에 決定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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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蒸氣引入口

②蒸氣調節辨

③ 調節 및 記錄計

④空氣分流辨

⑤ 에어필計

⑥蒸氣配分管

⑦排水管

⑧排氣管

⑨ 브리 더 （噴出口）

⑩棒狀温度計

⑪壓力計

⑫安全辨

⑬ 바스켙 支持臺

⑭調節空氣管

⑮給水管

⑯氾濫水管

® 操作 밸브

（그림 5） 橫型 Retort의 構造（靜置式）

®給水管

@蒸氣引入口

©温度調節器

©氾濫水管

®排水管

©濾過網

©調作辨

©熱湯水管

®吸入管

① 循還 펌프

① 브리 더 （噴出 口）

®循還管

©蒸氣配分管

⑭温度調節辨

®棒狀温度計

©給水管

©安全辨

@排氣管

®壓力計

®空氣引入調節管

⑦壓力調節管



殺菌條件을 決定하는 過程을 參考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包裝食品內의 

熱侵透狀態

硏究試驗

殺菌條件의 決定過程

微生物의 

熱抵抗性

硏 究

理論的인 殺菌條件울 計算

微生物接種培養試驗에 의 한 殺菌條件의 確認

參考로 現在 外國에서 使用하고 있는 各種 形

態의 殺菌裝置률 例擧한다. 

® 靜置型 殺 菌機(Still Retort) 

® 스테 릴매 틱 連續 殺菌機(Sterilmatic Con

tinuous Pressuve Cooker and Cooler) 

(그림 7) OOLE 無菌 통조림 製造裝置 (Aseptic Canning Syste 

IJ1I 熱

;；rJ;|J 

广〉-
殺菌處理裝置 」 冒L/L/\〕I-B

(그림 6) 無菌包裝의 
工程略圖

(그림 8) 無菌 통조림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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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水壓式殺菌機(Hydrostatic Sterilizer)
④回轉式殺菌機(Rotary Sterilizer)
⑤ 火焰 殺菌機(Steriflame Sterilizer)
⑥ 하이드로록 連續殺菌機 (Hydrolock Con

tinuous Sterilizer)
⑦無菌包裝裝置(Aseptic Packaging System)

3.無菌包裝

지금까지 食品을 製造 包裝하는 工程에서 殺 

菌過程은 容器에 充塡하여 密封한 後에 加熱殺 

菌하는 것이 順序였다.

그러 나 最近의 殺菌技術은 食品을 먼저 殺菌 

한 뒤 微生物이 汚染될 수 없는 特殊한 設備가 

있는 包裝室에서 殺菌處理된 容器에 充塡하거나 

包裝하는 技法이 開發되어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特殊包裝方法을 無菌包裝 (Aseptic Packa
ging) 또는 無菌 통조림 裝置 (Aseptic Canning 
System) 라고 한다. 無菌 包裝方法을 使用하여 

食品을 包裝하면 여러가지 利點이 있다.

첫째, 食品의 色擇, 組織과 맛올 좋게 하며,

둘째, 비 타민性分올 包含한 여러 가지 榮養分 

의 損失이 적으며,

세째, 加熱殺菌時 熱에 敏感한 蛋白質類의 變 

化가 적어 진다. 또한 外部 温度에 敏感한 食品 

이 라도 包裝한 뒤 冷藏裝置가 不良하더 라도 倉庫 

保管, 輸送, 販賣가可能하며 長期間 流通하여 도 

變敗가 없다. 製造費用을 考察하여도 加熱殺菌 

技法에 比較하여 많은 費用이 들지 않는다. 오 

히려 容器가 크고 包裝速度가 빠르므로 加熱殺 

菌方法보다 低廉한 費用이 드는 長點이 있다.

無菌包裝 工程과 無菌 통조림裝置 工程을 그 

림으로 紹介하면 各各 아래와 같다.

無菌 包裝에 使用하는 包裝容器의 形態는 特 

殊하게 考察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通常 

使用하고 있는 形態의 容器가 利用된다. 參考로 

容器의 形態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金屬罐

現在 使用되는 어떠한 形態의 통조림罐올 利 

用할 수 있다.

(2) 드럼容器

鐵板(또는 錫板)으로 만든 大型드럼을 使用할

(그림 9) 無菌包裝箱子 (Aseptic Carton) 의 構造

수 있으며 도마도, 퓨레, 뭐쉬드, 바나나와 濃 

縮果汁을 55갤론 容積으로 包裝할 수 있다. 加 

熱 Retort에 依하여는 大型容器에 包裝殺菌이 

困難하나 이 方法은 可能한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3) 플라스틱 瓶

瓶의 두께가 두꺼운 플라스틱 瓶이 使用되며 

特히 폴리 에치렌 樹脂로 製造한 容器가 많이 使 

用된다.

(4) 箱子中裝置한 플라스틱 袋

플라스틱 袋 自體는 自立性이 없으므로 箱子 

로 外側을 補强하여 쓰는 容器로서 大容量 包裝 

이 可能하다.

(5)熱成型容器

플라스틱 板을 使用하여 熱間成型한 容器로 

컵 狀態의 것이 많이 使用된다.

(6)無菌箱子

板紙와 플라스틱올 合層하여 製造한 容器로서 

無菌 包裝카튼으로 設計된 것이다. 그림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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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構成材料는 5겹層으로서 無菌包裝 

에 適合한 容器이다.

使用 前에 殺菌裝置에 依하여 容器를 處理하 

여 包裝機에 供給된다.

① 폴리에치린 코팅

②白色板紙

③ 폴리 에치렌 코팅

④ 알루미늄 銀箔紙

⑤ 폴리 에치렌 코팅

4. 통조림 레이블 UPC表示

最近 美國에서 製造하는 통조림의 Lab이을 보 

면 圖案의 끝 部分에 다음 그림과 같은 特殊한 

기호를 印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表示를 UPC 
(Universal Product Code) 라고 하며 食品工場에 

서 製造 出荷하는 통조림의 레이블에 반드시 印 

刷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통조림이 수퍼마아켓 

또는 食料品商店에서 商品의 分類, 在庫把握, 

販賣管理를 自動化하여 計算器 組織을 利用하기 

爲하여 開發한 技法이다.

各 통조림 工場마다 固有한 UPC 기 호를 賦與 

하고 있으며 商品마다 形態에 따라 特殊한 番號 

로 表示하고 있다.

實例를 들어 說明하면 XYZ會社의 통조림 UPC 
기 호를 98013이 라고 固有番號로 하고 8온스짜리 

24缶들이 1箱子의 製品記號를 89261이 라고 하면 

容量 8온스 들이 오렌지 쥬스 통조림의 UPC는 

9801389261이 된다.

Ingredients： 
Mushrooms, Water, Salt, Ascorbic Acid. 

NET DRAINED WT. 2% OZ. HEAT & SERVE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2oz. Servings Per Container.. 1 % 

Per 2 oz. Serving
Calories............15 Carbohydrate 2 grams
Protein .... 1 gram Fat................0 grams

PERCENTAGE OF U.S. RECOMMENDED 
DAILY ALLOWANCE (U.S. RDA) 

Protein .. .2 Thiamine . .0 Calcium .. .0 
Vitamin A. .0 Riboflavin .2 Iron............. 

Vitamin C. .2 Niacin ... .2

PRODUCT OF 
THE REPUBLIC OF KOREA

DISTRIBUTED BY 

GREEN GIANT COMPANY 
LE SUEUR, MINN. 56058 OGGCo.

그린 자이 안트會社의 양송이 瓶조립 UPC實例

또 하나 다른 實例를 들어 說明하면 그린 자이 

안트會社의 2. 5온스 들이 홀 形態 양송이 瓶 조 

림의 境遇 製品記號는 2000010725로 表示되어 

있다.

여기에서 20000은 통조림 會社의 記號이며 

10725는 2.5온스 들이 양송이 瓶 조림 홀 스타일 

의 製品記號이다.

이 와 같이 UPC方法을 使用하여 食品을 管理하 

면 迅速한 出荷와 賣出整理에 各種 費用이 節減 

되는 効果的인 利點을 가져 오는 것이 實證되어 

外國의 境遇는 現在 UPC方法올 採擇하여 레이 

블에 表示 使用하는 例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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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鮮度와 品質保護를 위한
包装의 形熊와 技術

河 泰 文
KOTRA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도 國民所得增大와 더불어 食生活의 高級化 내지는 

多樣化가 이룩되던 傾向이었으나 지 난 해부터는 石油波動과 食糧不足 둥의 

世界的인 資源不足 現象이라는 渦中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大量消費時代 

에 서 資源節約時代로 移行되어 가고 있 다.

더욱 食品의 경우는 적은 資材로 食品의 鮮度와 品質을 最大限으로 維持 

해야 하는 包裝問題가 難關으로 가로 놓이 게 되 었다.

그러므로 食品의 鮮度와 品質保護를 爲한 새로운 包裝形態와 곰팡이 防 

止를 에워싼 食品包裝技術 및 包裝廢棄物 再利用에 對한 여러 가지 問題點 

올 外誌에서 발췌 紹介한다.

資源節約과 食品包裝効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食品鮮度와 品質保護를 爲한

새로운 包裝形態

食品의 鮮度와 品質을 維持하려면 食品의 種 

類에 따라 여러 가지 의 包裝形態가 생 겨 왔지 만 

包裝技術의 발달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包裝 

食品이 점차 많아지고 그의 流通方法과 形態가 

食品의 鮮度와 品質을 左右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食品包裝의 形態를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食品의 種類에 依한 包裝形態

② 流通方法 또는 形態에 依한 包裝形態

③ 食品材料와 包裝機械에 依한 包裝形態로 

區分할 수 있올 것이나 流通形態別로 살펴 보면

1. 常温流通下의 包裝形態

食品의 常温保存에서는 食品自體의 保存性을 

높임은 물론 2次 汚染防止를 기할수 있는 包裝 

形態로 함이 重要하다. 이 때문에 통조림처럼 

完全密封形態가 되도록 硏究하였고 이어 合成樹 

脂包裝材料를 利用한 包裝이 開發되어 왔음은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食品의 完全密封은 細菌類의 2次 汚染防止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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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品質低下 즉, 自然減量, 吸濕, 酸化, 變褪 

色, 香氣發散 둥도 防止할 수 있다.

包裝이 生鮮食品보다 加工食品에 一般的으로 

重視開發 되어온 것은 食生活의 變化, (高級化 

와 多樣化)에 緣由된다고 보며 加工食品을 어떤 

方法으로 品質을 低下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保 

存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食品包裝의 根本目 

的이다. 包裝의 形態는 아래와 같이 細分할 수 

있겠다.

1) 殺菌하지 않고 常温流通시키는 食品包裝

이는 食品 그 自體는 잘 腐敗되지 않는 食品 

이 對象이 되며 細菌에 依한 汚染보다 減量, 吸 

濕, 酸化, 變褪色 둥으로 品質低下를 招來치 않 

도록 水蒸氣, 氣體 둥의 遮斷性이 크게 問題視 

된다.

즉, 菓子類 包裝은 水分含量이 적기 때문에 細 

菌汚染은 그다지 重要치 않고 油脂肪의 酸化, 

褐變 및 吸濕에 注意해야 하므로 遮斷性이 좋은 

包裝材料로 包裝되어 야 한다.

2) 低温殺菌後 常温流通시키는 食品包裝

이는 水分含量이 많고 細菌汚染의 우려가 있 

는 食品이 對象이 되며 食品에 따라 殺菌條件을 

달리해야 하며 70〜100℃까지의 温水殺菌과 스 

팀 殺菌方法을 쓴다. 包裝材料는 遮斷性과 耐보 

일 性을 兼備하여 야 한다.

또한 食品의 PH鹽度, 糖度 둥에 따라 殺菌條 

件을 選擇해야 한다. 어떤 食品은 殺菌條件을 

强化시킬 수 없으므로 保存性에 充分한 配慮를 

하면서 包裝方法올 考案해야 할 것이다.

3) 高温殺菌後 常温流通시키는 食品包裝

近來 急激히 발전된 봉지 와 알미 箔 成型容器에 

든 레토루트 食品은 生產業者의 生產能力增加와 

添加劑使用禁止 둥으로 高温 短時間 殺菌 方法으 

로 轉換되었 다. 이 는 120℃까지 와 120℃前後의 

高温殺菌올 하게하므로 耐熱性을 가진 合成樹脂 

製 주머 니 나 알미 箔 容器에 內容物올 完全密封하 

여 야 한다.

이는 完全殺菌된 食品이므로 常温下에서 長期 

保存이 容易하고 간편하며 添加物 둥을 섞지 않 

았기 때문에 自然食品 그대로인 데다가 社會의 

動向이 레저 指向性임과 包裝體의 商品價値가 높 

아 急成長을 하게 되 었다.

또한 120℃ 以上으로 하는 레토루트 殺菌은 

高温 短時間 加熱處理하므로 해서 生產增大를 

期할 수 있으며 從前方法보다 品質劣化 防止와 

賦香効果增進이 可能하다.

그러나 合成樹脂製의 包裝材料로 130℃ 以上 

에서도 使用可能한 것은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資材選擇에 特別한 配慮를 要하므로 製品의 原 

價上昇을 招來할 憂慮 둥 短點도 있는 것이다.

4) Aseptic Packaging 方法

이는 無菌的으로 滅菌된 包裝材料에 滅菌 또 

는 殺菌된 食品을 充塡密封하는 方法으로서 長 

期保存을 目的으로 한 包裝方法이며 美國에서는 

통조림의 無菌充塡 시스템 (Dole System), 테트라 

팩 社의 無菌充塡 시 스템, ILLIG (西獨) , HOFLIG- 
ER & KARG(西獨)社 등에서 쓰고 있는 시스 

템이며 시스템 그 自體가 高價인 反面, 生產量 

이 莫大하고 包裝材로서 長期保存目 的上 酸素透 

過量, 水蒸氣透過量이 적고 流通範圍를 擴張시 

킬 수가 있다.

2. 冷藏流通下에서의 包裝

加工食品의 冷藏流通은 그 大部分이 加熱殺菌 

이 可能하므로 保存性이 낮고 常温流通이 不可 

한 것이 主體가 되므로 包裝形態도 比較的 簡易 

包裝的 傾向올 나타내고 있다.

冷藏流通 일지라도 流通機構가 完全치 못하여 

—時的으로 室温으로 放置되는 수가 많기 때문 

에 最近에는 完全密封과 包裝材의 材質構成과 

形態에도 變化를 가져 왔으므로 亦是 遮斷性과 

耐보일性이 要求되며 形態上으로는 密封容器가 

많이 使用된다.

密封紙容器로서 폴리 에 치 렌 (P.E), 퓨어 팩 (P.P) 
올 爲始해서 보록팩, 쯔팩 둥 여러 가지가 있 

다.

그 中 보록팩은 폴리에치렌, 알미箔 및 종이 

등 여러 가지를 組合해서 여러 겹으로한 直方體 

의 紙容器이며 充塡方法, 內容物 둥에 따라 冷 

藏流通 뿐만 아니라 常温이 나 冷凍流通下에서도 

使用할 수 있다.

3. 冷凍流通下에서의 包裝

冷凍食品은 冷凍技術과 콜드체 인의 발전으로 

크게 伸張되 었다. 리지트 包裝形態의 한 예로서 

스타록크스, 모쥬루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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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플라스틱 코오트로 組合된 紙容器이며 그 

特徵은

①密封紙容器로서 用途에 따라서 피이라블 

形式도 可能하며

② 電子렌지, 熱風오븐에도 그대로 使用可能 

하고

③ 包裝은 접시로 使用할 수 있으며 廢棄物公 

害에 對處할 수가 있어 經濟的이다.

④ 防濕, 防水 둥의 加工이 可能하고 內容物 

의 保護性이 높다.

리지트形態 以外에 프렉시블形態로서의 프렉 

시불파우치에 依한 個裝形態, 리지트와 프렉시 

블 形態를 結合시킨 形態로서의 파우치와 카아 

툰, 트레이와 파우치 （外裝）의 組合形態도 있다.

以上과 같이 食品包裝에 있어서는 食品의 種 

類에 따라 流通方法을 充分히 檢討하고 그에 따 

른 最適包裝材料를 選擇하여 야만 그 食品을 살 

리는 包裝形態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꼼팡이 防止를 위한 食品包裝技術

食品包裝의 目的을 微生物의 側面에서 보면 

密封에 依한 2 次 汚染防止, 嫌氣的 條件維持로 

增殖抑制와 食品의 變敗, 腐敗 둥올 막고 製品 

수명을 연장시킴에 있으며 汚染微生物은 食品의 

種類에 따라 다르지만 곰팡이 방지를 中心으로 

考察해 본다면 곰팡이의 侵害는 주로 水分 15〜 
40%의 半乾性食品 또는 中等水分食品올 好氣的 

條件下에서 15℃ 以上의 温度로 保存할 때 일어 

나며 各 食品別 곰팡이 防止를 위한 包裝의 要 

點은 아래와 같다.

1） 乾燥食品

이는 化學的인 成分變化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單分子層의 吸着水를 갖는 程度로 乾燥됨이 最 

適이 며 低水分 （約 5% 以下）이 다.

그•려므로 그 低水分量올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限 곰팡이에 의한 侵害의 危險은 없고 吸濕을 

피함이 要件이다. 우리 나라는 氣候가 多濕하고 

特히 장마철 外氣의 相對濕度는 90% 以上에 達 

하므로 吸濕올 防止하기 위해서는 乾燥食品은될 

수 있는대로 透濕度가 적은 包裝材를 써서 包裝 

해야 한다.

穀類인 쌀, 보리, 밀가루 둥이 이에 屬하며 

개 스바리 아性 （特히 透濕度）이 낮은 필름으로 包 

裝하거나 低温貯藏올 併行하여 야 한다 （10℃）.

2） 半乾性〜中等度水分食品

密封으로 包裝內部의 相對濕度의 上昇 또는 

發散水分이 필름內部와 食品表面에 結露해서 얼 

룩이 生기기 쉽 기 때 문에 곰팡이 發生이 促進된 

다.

얼룩은 多水分의 食品일 수록 잘 생기며 野 

菜, 果實, 食肉 둥에서는 多少의 温度變化로도 

일어난다.

乾燥不充分한 食品에서는 包裝內部에서 蒸發 

한 水蒸氣가 充滿하여 食品 表面의 水分이 局所 

的으로 增大되기 때문에 일어나며 冷却不充分한 

食品올 包裝했을 때 （빵 둥） 包裝 後의 加熱殺菌 

또는 히이트실時 加熱에 依해서 發生한 水蒸氣 

의 結露로 생긴다.

이와는 다르지만 마아가린이나 버터 둥 乳化 

가 不良하여 遊離된 물방울이 表面에 있을 때와 

包裝材 사이에 틈이 있으면 水分이 집결하여 곰 

팡이가 發生하는 수도 있다.

3） 眞空（減壓）包裝

眞空（10〜30mm/Hg）으로 된 包裝內部의 酸素 

를 除去하고 酸素透過性이 적은 필름으로 包裝 

하므로 해서 곰팡이와 好氣性 細菌을 抑制할 수 

가 있다.

食品과 필름은 密着되 기 때문에 發露가 防止 

되고 空氣膨脹으로 인한 破袋 둥의 損傷이 없는 

둥의 利點이 있다. 그러 나 複雜한 組織을 가진 

食品內部의 包裝容器까지 完全除去하기란 힘들 

고 酸素濃度를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長時間 

低濃度로 維持하기 困難한 短點도 있다.

燻製品 둥 一部 半乾燥食品은 直空包裝만으로 

곰팡이의 發生올 防止할 수 있다.

4） 개스 充塡包裝

이 는 眞空을 하지 않고 개스 噴射로서 包裝內 

部를 1~2%의 낮은 酸素濃度로 하여 食品의 壽 

命을 延長시키는 技法이다.

곰팡이 發生防止를 위한 炭酸개스 充塡包裝은 

빵, 菓子, 카스테라, 케이크 둥의 生菓子와 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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裝떡, 치이즈 둥에 利用된다.

炭酸개스 外에 窒素 개스도 쓰이며 치이즈에는 

炭酸개스와 窒素개스도 쓰이 며 치 이즈에는 炭酸 

개스와 窒素 개스를 혼합해서도 使用하게 된다.

이 는 炭酸 개 스만으로서 는 개 스와 치 이 즈에 吸 

收되어 外觀이 나빠지는 것 을 피하기 위 해 서 이 

다.

5） 包裝資材와 곰팡이 防止

곰팡이 방지의 目的에는 바리아性에 뛰어난 

（特히 酸素透過度, 吸濕度가 낮은） 包裝材料가 

必要하며 이 바리아性이 좋은 包裝材料로서는 

염화비닐리덴系 重合物과 폴리에스텔系 필름이 

있다.

폴리세로는 外氣 濕度가 增大하면 急激히 酸素 

透過性이 늘어나는 點올 勘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곰팡이 뿐이 아니지만 包裝 後의 2 次 汚 

染防止를 위해 핀홀, 씰不完全（油脂가 많은 食 

品은 씰한 部分의 剝離가 일어 나기 쉽다）올 피 

해 야 한다.

6） 마이크로 웨이브 殺菌

水分含量 10% 以上, 30〜40% 以下의 包裝食 

品의 곰팡이 防止에는 마이크로웨이브照射가 有 

効하며 빵, 카스테라, 오징어 둥에도 利用된다. 

이 때 照射條件의 檢討와 얼룩의 방지에 유의해 

야 한다.

7） 包裝環境과 곰팡이 防止

微生物 汚染防止를 위한 理想的인 방향은 : 

첫째, 殺菌된 食品을

둘째, 殺菌된 容器에

세째, 無菌的 環境에서 充塡, 密封하는 無菌 

包裝일 것이다.

그러 나 無菌包裝은 그 實踐이 힘들고 특히 많 

은 곰팡이가 食品工場의 空氣, 建物, 먼지, 土 

壤 속에 存在하므로 包裝 場所에서도 食品을 汚 

染시 키 기 때 문이 다.

包裝廢棄物의 再生 利用

昨今의 石油危機를 契機로 資源不足 問題가 

深刻해지고 資源의 有効 利用促進이 우리 나라 

에서도 큰 政策課題로 되었다.

한 편 國民經濟의 急速한 擴大로 日常生活이 

나 產業活動으로 排出되는 폐기물도 急增 또한 

多樣化되어 그의 處理와 處分이 크게 問題化 되 

었다.

이와 같은 廢棄物 問題를 解決하는 効果的 方 

案으로서 廢棄物을 再次 資源化함이 바람직 하다. 

즉, 排出되는 폐기물 중 有用하게 利用 可能한 

것 은 再生하여 原材料로 生產工程에 再投入 함으 

로써 燒却이 나 埋沒 處理되는 폐 기물의 量올 減 

少시키자는 뜻이 며 資源의 有効利用과 環境保全 

이라는 時代的 要請에 呼應하여 이 기회에 再投 

資化를 國家的 課題로 採擇 計劃的으로 推進함 

으로써 根本的으로 資源節約型 社會로 轉換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從前 商品壽命이 짧은 製品과 1 回 使用 製品 

및 耐久性이 없는 製品은 消費生活의 多樣化, 

簡便化 傾向 때문에 大量販賣되고 또한 消費 되 

었다.

또 모델 交換과 包裝도 商品의 이미지를 높 

이고자 過大해 졌다.

그러나 資源節約 面에서는 이와 같은 從前의 

製品開發이나 販賣方法에 對하여 크게 反省할 

必要가 있으口 生產者側에서도 製造中의 에너지 

効率을 높이고, 製品의 수명이 길고, 消費者가 

진실로 願하는 商品을 開發해 야 하며 , 流通과 販 

賣業者는 싸고, 簡便하며 安全하여 材料浪費가 

없는 流通販賣方法을 實施하며, 또한 消費者도 

어떤 것이 정말 生活에 必要한가를 判斷하는 신 

중한 消費 패턴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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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加工食品의 包装

金 瑩 昊
韓國包裝技術研究所所長

魚肉 둥 海產物의 食生活은 우리들의 日常生 

活에 빠져서는 안될 存在이지만 特히 重要한 것 

은 이들을 加工하여 如何히 오래 保存할 수 있 

는가 하는 것이다. 即, 水產加工食品의 保存 

에는 適合한 包裝方法으로 各種 用途에 供與되 

어 지고 있는 것이다.

近來에 와서 食生活의 改善, 食糧의 不足, 加 

工技術의 發達로 包裝方法의 改善과 多樣化가 急 

進的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水產加工食品을 大別하면 練製品, 통조림類, 

珍味類, 튀김類, 鹽干品 등이 있으며 이들 包裝 

에 있어서 使用되는 包裝材料의 種類, 開發狀 

況, 今後의 問題點과 아울러 필름包裝, 眞空包 

裝, 容器包裝의 傾向과 展望에 對하여 記述코자 

한다

1 珍味類의 包裝

珍味類는 오래 前부터 술의 안주로서 大部分 

利用되었고 그 用途로 開發되어 왔으며 그 原材 

料로서는 水產物이 大部分올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우리 나라의 경우 數年 前만 하여도 調 

味加工品은 거의 없고 乾製品으로 마른김, 얼구 

운김, 혼해태, 마른 오징어, 마른 굴, 마른 홍 

합, 마른 새우, 마른 새우살, 마른 멸치, 마른 

대구, 마른 명태, 마른 전복, 마른 개아지 살, 

마른 맛, 마른 죽합, 마른 해삼, 마른 다시마, 

마른 상어지네미, 마른 미역 둥 加味하지 않고 

그냥 乾燥한 水產物을 안주로 使用하여 왔다.

그려나 西洋式 술의 導入과 食生活의 改善으 

로 單純乾製品에서 調味加工品으로 乾燥하게 되 

었다.

近來에 高級酒의 마른 안주로 使用되는 水產 

物의 調味加工品으로서는 調味 김, 調味오징어, 

굴, 간장, 꽃포 둥 많은 것들이 開發되어 利用 

되고 있다.

珍味라 함은 主로 水產物을 原料로 하여 特殊 

加工에 依해 獨特한 風味를 갖고 貯藏性을 주어 

再加工의 必要없이 食用으로 供與되어 지는 食 

品으로 一般의 嗜好에 適合한 文化生活의 必須 

食品이라고 할 수 있다.

珍味類는 같은 原料로서도 加工方法을 달리하 

여 맛이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 製品도 

每年 多樣化될 뿐만 아니라 需要도 繼續 增加하 

고 있다.

珍味類의 加工製造方法도 燻製, 鹽干, 調味, 

漬物方法 둥이 있다.

1) 珍味用 包裝材의 具備條件

最近 컵 包裝 外에 袋包裝이 大部分을 차지하 

고 一部 眞空包裝, 브리스터 包裝한 것도 있지 

만 大部分이 袋包裝이기 때문에 袋包裝의 경우 

包裝材로서의 具備條件올 列擧하면

첫째, 防濕性이 良好할 것.

乾燥包裝의 경우 外氣의 濕度에 依하여 吸濕 

된 水分이 10% 以上으로 되면 濕하여 곰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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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生할 우려가 多分히 있다.

둘째, 가스 遮斷性이 良好할 것.

가스 特히 酸素 가스의 透過性이 작지 않으면 

酸素 가스의 透過로 內容物의 酸化를 막올 수가 

없게 된다.

또 脫氣, 眞空包裝의 경우 될 수 있는대로 透 

過性이 적은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

세째, 無毒, 無味, 無臭일 것.

PT Cellophane의 Polycello에는 때때로 우리가 

말하는 폴리臭가 있지만 이것이 印刷되는 경우 

殘留 溶劑臭와 作用하여 特異한 냄새가 되는 것 

도 있다.

또 플라스틱 컵이 PVC의 경우 無毒認可된 無 

毒性 PVC를 使用하여야 한다.

네째, Heat Seal性이 良好할 것.

袋包裝으로서 保存 取扱過程에서 의 破損 시 링 部 

分의 누수가 없어 야 한다는 것은 特히 重要하다.

同時에 핀홀, 구멍, 홈이 적다 하여도 破袋의 

原因이 된다.

다섯째, 機械適性이 良好하여야 할 것.

大量生產의 경우 自動充塡包裝의 能率이 좋고 

印刷適性이 훌륭하여 外觀이 아름답고 光澤이 

있으면 販賣促進의 効果가 크다.

여섯째, 價格面으로 有利할 것.

勿論 이들의 要求를 全部 滿足시킬 만한 것은 

없지 만 用途에 따라서 可能한 限 滿足할만한 것 

올 選擇할 必要가 있다.

2)珍味用包裝材

① P이yethylene

漬物, 調味加工品, 鹽辛 둥 水產物 類의 袋包 

裝 Trag, Cup 包裝의 外包裝으로 使用되는 가 

장 一般的인 材料이며 價格도 싸다.

Polyethylene에 는 高壓法 Polyethylene이 라고 

하는 比較的 透明性이 좋지만 Stiffness가 적고 

스립性이 큰 것과 中低壓法 Polyethylene이 라 불 

리 우는 透明性은 나쁘지 만 Stiffness가 좋고 스립 

性이 적은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後者 

는 耐熱과 Stiffness가 重視되 는 경 우에 만 使用되 

고 餘他의 경우에는 透明性 耐寒性 價格面으로 

大部分 前者를 使用하고 있다.

② Polypropylene

Polypropylene은 한 마디로 말하여 Polyethy- 

lene과 Poly vinyl Chloride의 中間性質을 가진 것 

으로서 防濕度, 防氣度가 優秀하여 透明度, 印 

刷適性, Heat Seeling이 잘 되어 多用途로 使用 

되고 있다.

近來에 와서 從來의 無延伸 PP에서 2軸延伸 

PP를 開發하여 水產物은 勿論 菓子類, 麵類 둥의 

包裝에 많이 使用하며 OPP를 Cellophane의 代 

用으로 利用하고 있다.

無延伸의 것은 耐寒性이 약간 問題가 있지만 

Heat Seal性이 良好한 反面 二軸延伸 PP는 防 

濕性, 引張强度, 耐寒性이 比較的 優秀하지만 

Heat Seal性이 좀 問題가 되기 때 문에 Ethylene 
Vinyl Acetato Copolymer, Vinyl Chloride Vin끼 

Acetate Copolymer 或은 Saran樹脂, Saran 
Latex를 Coating한 것을 使用하는 경우도 있 

다.

③ Polycello

Polycello는 Cellophane으로서 普通 Cellophane, 
防濕 Cellophane, Saran Coat Cellophane 둥이 

쓰이며 이것을 基材로 하여 그 위에 폴리에틸렌 

올 熔融押出하여 라미 네이트한 것을 말한다.

普通 Cellophane (PT Cellophane) 으로 만든 

Polyc이lo는 가장 一般的이고 많이 使用되는 것 

이기 때문에 詳細한 說明올 할 必要性이 없지만 

폴리 에 틸 렌의 優秀한性質 即, 强靱性, 防水 防濕 

. 性, Heat Seal性과 Cellophane의 優秀한 性質 即 

透明性，Gas Barrier性，耐浦性，機械適性，印刷 

適性, 防寒性을 共히 가지고 있는 理想的인 包 

裝材料이다.

防濕 Cellophane은 表面에 樹脂 Coating에 依 

하여 Heat Seal性을 賦與하고 있다.

따라서 强度는 폴리 에 틸렌의 長點인 시링 强度 

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Polycello製袋의 경우 

폴리에틸렌 面이 반드시 內側으로 되게 하여 시 

링하게 된다. 또 强度는 眞空包裝이나 重量包裝 

에도 充分히 견딜 수 있다.

또 印刷를 하게 되는 경우 透明한 Cellophane 
에 裏印刷한 印刷面이 셀로판과 폴리 에 틸렌의 사 

이에 샌드위치 되게 된다. 이것은 印刷잉크가 

直接食品에 接觸되지 않아 衛生的이고 磨擦에도 

잉크가 긁히지 않아 좋으며 印刷 뒷 面에 透明度 

가 좋지 않은 폴리에틸렌이 있어 印刷効果가 더 

욱 鮮明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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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 Coat Cellophane은 普通 防濕셀로판 

과 달리 Vinylidene Chloride-Acryl系의 樹脂를 

코팅 하기 때문에 防濕性 및 Gas Banier性이 極히 

優秀하고 耐油性, 치수安定性, 印刷性, 透明性도 

좋아 近年에 와서 그 需要가 伸長되고 있다.

Saran Coat Cellophane은 PT Polycello와 같 

이 製造되지만 그 特性은 原紙 Cellophane이 갖 

는 만큼의 보일適性, 가스 透過防止性, 耐油性 

이 極히 優秀하다.

PTPolyceUo에는 셀로판과 폴리에틸렌의 界 

面에 水分, 鹽分이나 油分을 含有한 汁液이 容 

易하게 到達되기 때문에 膨潤한 셀로판과 폴리 

에 틸 렌의 親和力 이 弱하게 되 어 라미 네이 트가 

剝離되 기 쉽 지 만 Saran Coat Cellophane의 경 

우는 Gas Bacier性이 우수한 Saran 皮膜이 水 

分이 나 汁液을 完全히 遮斷하여 라미 네이 트의 剝 

離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을 그림으로 表示하면 圖 1과 같다.

또 PT Polycello는 外界의 濕度가 높은 狀態 

下에서는 急激히 酸素가스 遮斷性이 劣化하지만 

Saran Coat Polycello는 그 劣化가 極히 적기 

때문에 高濕度下에서의 油脂의 酸化에는 極히 優 

秀한 抵抗性을 가지고 있다.〔圖 2〕

④ Saran Coat Polypropylene

Saran Coat polypropylene-^ 二軸延伸의 PP 
위에 Cellophane 경우와 마찬가지로 Polyvinyli
dene Chloride를 塗布한 것으로서 防濕性, Gas 
Bariierft,耐油性，耐寒性，透明性，印刷性，機 

械適性 둥이 훌륭하다.

⑤ Polyester
調理食品을 袋包裝하여 食事에 供給되 기 直前 

에 袋에 넣은채로 加熱이 可能하고 調理한 때의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는 包裝으로서 加熱殺菌을 

하게 되는 경우 長期間 保存이 可能한 包裝材로 

서 CIP (cook in pouch) FIP (freeze in pouch) 或 

은 RP (retort pouch) 라고 불리운다.

Polyester는 耐熱性은 優秀하지 만 Heat Seal 性 

이 없기 때문에 低壓法 PE는 內面에 라미네이트 

하여 使用한다.

⑥ Nylon
最近에 와서 眞空包裝으로 두각올 나타내 고 있 

는 Nylon Film은 耐熱性, 耐寒性, 耐油性, 耐 

衝擊性, 透明性 特히 突起狀이 있는 食品의 包

PT Polycello SANAN SARAN
SARAN Coat Pollyc이lo

〔圖 2〕各種 Film의 濕度에 依한 酸素가스 透 

過度(20℃)

0 50 (%PH；

相讣昱宾

裝에 適合하며 二軸延伸 Nylon Film이다.

⑦其 他

Polyvinyl Alcohal 樹脂로 만든 Vinylon Film 
은 가스 베리 아性이 特히 우수하기 때문에 PP나 

Polyester 둥과 複合하여 새로운 素材로서 注目 

올 끌고 있으며 Vinylon Film 單獨으로서는 洋 

服의 카바, 調理時의 앞치마 머리수건 둥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다.

成型容器로서 使用되고 있는 플라스틱 容器材 

로서 Polyvinyl Chloride, Polystyene의 眞空 或 

은 加壓成型 Cup 類가 있다.

Polystyrene 內에도 不透明한 High Impact 
Polystyrene (HI) 와 Expanded Polystyrene (EPS) 
및 透明性이 良好한 Oriented P이ystyrene(OSP) 
의 3種類가 있다.

지금까지 記述한 材料의 物性올 보면 表2와 

같다.

3)展 望

珍味는 술 안주의 主體가 되기 때문에 레져의 

流行과 關聯하여 가볍고 便利한 食品으로서 장 

래가 기 약되며 包裝方法도 多方面으로 硏究發展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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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食品包裝用 Polyester-Polyethylene Laminate의 物性表

項 目 單 位 FIP CIP RP 測定法

두 께 60 60 60
引張强度 kg/20mm 4〜6 4〜6 4〜6 Schoppei•法

引裂强度 g 25 〜50 30 〜50 70 〜230 Elmendorf 法

破裂强度 kg/cm2 2. 5 〜3 2. 6〜5 3.1—3. 2 Mullen 法
Seal强度 kg/20mm 4〜5. 5 3〜5 3〜5

Laminate 强度 g/20mm >250 300〜500 300〜500
透濕度 g/m2/24hr 7〜10 5〜8 2〜3
酸素Gas cc/m2 9 〜120 88 〜118 80—110
透過度 /24hr/atm

珍味包裝用 Film의 物性表〔表2〕

HP/PE LP/PE PP MST PET Nylon |

Thickness (^) 30 〜100 30 〜100 30 〜100 20 〜30 10—100 20 〜70

Tensile Strength(kg/cm2) 100—200 300〜450 200〜400 200—1, 000 600—1, 800 600〜1, 500

Elongation(%) 150〜650 600—1, 000 200〜600 15 〜90 70 〜100 200〜400

Tearing Strength (kg/cm) 30 〜100 10 〜300 — 2〜4 2〜5 —

Bursting Strength(kg/cm2) 6〜10 20 〜25 — 40 〜70 — —

Softening point (℃) 85 〜95 115〜125 100—105 — 150 110〜190

Boitze Temp(℃) -55 -55〜一80 —35 — —60 —50

WVTR(g/m2/24hr) 16 〜22 5〜10 10 10 〜80 22 〜30 120〜150

Gas Transmission Rate 
(cc/m2/24hr/atm) 380〜470 117〜175 146〜234 3 3 1

2. 생선묵의 包裝

1) Steam boiled Fish-Paste

一般的으로 純白色의 생선묵의 背面에 木板을 

붙인 것을 말한다.

이 생선묵의 包裝形態는 被覆型과 密封型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成型된 것올 木板 위에 올려 놓고 一定 

時間 放置한 後 表面올 防濕 셀로판 둥으로 싼 

다음 80〜95℃의 濕熱로 20〜40分 程度에서 삶 

은 製品이다.

이와 같은 被覆생선묵은 表面의 乾燥防止에는 

効能이 되지만 腐敗를 完全히 防止할 수는 없 

다. 따라서 냉장고와 같은 低温下에서의 保存下 

에서는 오래 저장할 수 있지만 常温에서의 長期 

間 저장은 無理이다.

後者는 생선묵의 包裝方法의 主流를 이루는 

것 으로서 Ground Fish Meat를 플라스틱 필름으 

로 싸고 密封後 加熱하는 方法 (Ground Fish 
Meat Filling Method) 과 製品이 된 것올 플라 

스틱 필름으로 包裝 密封後 輕度의 加熱올 하는 

方法 (Vaccum Packing Method) 이 있다.

① Ground Fish Meat Filling Method

前述한 Grond Fish Meat를 스타퍼 나 自 動充 

塡包裝機로 鹽化비닐리덴製 튜브(商品名으로 

Saran Film, Kreharon Film) 에 充塡하고 오！•이 

어로 密封後 리테나에 넣어 成型하고 30〜40℃ 
의 濕度下에서 60〜90分間 放置하고 난 다음 

85〜90℃에서 40〜60分間 삶아 만든다.

包裝으로 Polyvinylidene Chloride Film올 使 

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諸特性을 가지고 있어 

이제까지 開發된 플라스틱 필름의 追從을 不許 

하고 있다.

① 透明性이 좋기 때문에 생선묵의 生命인 白 

色올 明確히 透視시 켜 준다.

② 高度의 加熱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包裝 

한 대로 殺菌이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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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熱收縮率이 크기 때문에 內容物과 필름이 

密着되어 製品이 깨끗해 보인다.

④ 防濕度와 防氣度가 아주 커서 內容物의 保 

護性을 充足시켜 준다. 따라서 製品은 常温에서 

고。〜20日間 保存될 수 있지만 이는 定量의 防腐 

劑를 使用한 때를 말한다.

防腐劑의 使用만으로서는 保存性 있는 생선묵 

의 製造는 不可能하다. 即, 包裝을 併行함으로 

써 만이 防腐劑는 그 特性이 最大限 發揮되어질 

수 있다.

反面에 이 方法으로 製造된 包裝생선묵의 缺 

點으로서 는 Ground Fish Meat의 냄 새 가 나고 彈 

力性의 低下를 들 수 있다.

냄새의 除去方法으로서는 防臭劑的 役割을 하 

는 添加劑를 使用하여 어느 程度의 効果는 거두 

고 있지만 아직 完全한 方法이 없으며 계속 研 

究中에 있으며 彈力性을 높이 기 爲하여는 리테 

나의 容積과 Ground Fish Meat 充塡量과의 關 

係, 包裝材의 熱收縮率의 改質 둥으로 解決하고 

있다.

②眞空包裝方式

被覆型생 선묵에 서 記述한方法과 같은 方法으 

로 製造된 생선묵（被覆材는 使用하지 않는다）을 

耐水, 耐熱性올 가진 包裝材로 만들어진 袋에 넣 

어 脫氣 密封後 80。（3에서 30分 程度加熱하여 製 

品으로 한다.

包裝材로서는熱收縮性은 必要없지만 强度面 

에서는우수한 것이 要望되어 普通의 경우에는 

Polyethylene올 基材로 한 Laminate Film이 使用 

된다.

PE는 單純히 Heat Sealingo] 되고 透濕度가 

적은 것을 利用하고 PE의 弱點인 氣體透過度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防濕 Cellophane, Poly
ester, Nylon 或은 여기에 PVDC를 塗布한 것 둥 

올 使用한다.

加熱工程올 2 回 거치 기 때문에 包裝材에 Sea

ling 不良이 나 핀홀이 없는 限 넷트 發生原因菌이 

나 有害病原菌은 모두 殺菌되어 졌기 때문에 製 

品의 貯藏性은 被覆型 製品에 比하여 조금 길지 

만 製品에의 加熱量이 總體的으로 많기 때문에 

저장 中에 化學的 原因으로 되는 褐變現象이 發 

生되어 包裝作業効率도 좀 떨어진다.

2） Baking Boiled Fish-Paste

이 생선묵의 包裝은 前述한 眞空包裝이 採用 

되지만 다만 密封 後의 加熱温度가 90℃ 以上으 

로 한다.

眞空包裝함으로써 包裝品의 內部는 嫌氣的 狀 

態로 되기 때문에 好氣的 條件下에서 繁殖되는 

細菌은 成育되지 않는다.

따라서 常温下에서 10日 程度의 保存性은 있 

다.

近來에는 商品價値를 높이기 爲하여 Blister 
Pack을 導入하는 方法을 檢討하고 있다.

包裝材로서는 硬質의 플라스틱이 必要하며 

Polystyrene이나 PVC가 基材로 되어 있다.

一例를 들면 容器部는 二軸延伸 PS, PE, Viny- 
lon, OPP의 4 層品이 고 뚜껑 은 印刷可能한 Poly, 
ester, Polyvinylidene Chloride, OPP의 3 層品으 

로 組合된 것이 外國에서는 이미 使用되고 있 

으며 이는 Heat Sealing이 可能하고 90%：에서 

20分 以上의 加熱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含 

氣狀態에서도 殺菌이 可能하다.

이러한 包裝이 되는 생선묵은 무엇보다도 商 

品性의 向上과 運搬의 便利性에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低温流通이 前提로 되어야 하며 이럴 경 

우 製品의 保存性은 에서 30日 以上 갈 수

있다.

3） Oil Boiled Fish Paste

Ground Fish Meat를 適當한 크기로 成形하여 

110〜190℃의 기름에 數分間 加熱 調理한다.

製品 內部의 熱傳導는 比較的 좋고 中心部의 温 

度는 튀 김 後의 乾燥工程中에 90℃ 前後로 上昇 

昇하기 때문에 有害 病原菌의 殺菌은 可能하다.

그러나 새우말이 둥과 같이 中心部에 原肉과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完全殺菌 

하여 야 한다.

또 常温에서 長期間 流通 되어지는 것은 包裝 

올 하여 야 한다.

튀김생선묵은 表面에 기름이 배어 있기 때문 

에 耐油性과 酸素透過度가 적은 包裝材를 使用 

하여 야 한다.

따라서 Polyethylene Film의 單體는 耐油性과 

酸素透過度가 커서 使用이 不可能하고 라미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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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링面에 多量의 기름이 

付着되면 Heat Sealing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困難하다.

이와 같은 點을 考慮하여 튀김생선묵의 包裝 

材로서는 Polyvinylidene Chloride Film을 使用 

하는 것 이 適合하다.

但 包裝은 大部分이 手動式으로 脫氣裝置付 

Clipper에 依한 Wire Clip으로 密封하고 90℃에 

서 30〜50分間 加熱殺菌한다.

이렇게 하면 常温에서 30日 以上 保存이 可能 

하다.

4) 우리 나라의 現況

우리 나라에서 生產되고 있는 생선묵은 가지 

수는 다 있지만 生產規模가 大工場의 경우와 家 

內工業의 形態로 完全히 區分되며 大工場의 경 

우는 나일론 필름이 나 폴리 에 틸렌 필름으로 包裝 

하는 것이 고작이고 家內工業形態의 工場에서 나 

오는 것은 無包裝狀態로 出荷되고 있다.

近來에 와서 食生活의 改善으로 생선묵이 高 

級食品으로 認定받게 되어 從來의 市場이나 구 

멍가게에서의 販賣에서 벗어나 百貨店이나수퍼 

마아켓에서 팔 수 있게 되어 包裝도 高級化되어 

가고 있다.

包裝改善의 가장 취 약點은 이들 包裝에 使用 

되는 包裝材의 大部分이 外國의 輸入品이고 高 

價인 데다가 機械化가 아닌 手動式이며 包裝된 

것이 高價이기 때문에 需要의 開發이 急增大되 

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製品의 開發이 繼續되 

기 때문에 생선묵의 앞으로의 展望은 밝다고 할 

수 있겠다.

3. 漬物類의 包裝

우리의 食生活에 密着된 漬物類는 이제까지 

農家의 副業的인 性格을 가지고 流通도 專門店 

의 루트로 販賣되지 못하고 在來의 流通手段에 

依하여 販賣되어 왔다.

그러 나 數年 前부터 包裝材料의 改良과 包裝技 

術의 進步에 힘입어 長期保存이 容易하게 되어 

一般食品店이 나 수퍼 마아켓 둥 販路가 크게 擴 

張되어 왔다.

따라서 從來의 農家副業狀態에서 企業化는 轉 

換되어 지고 있으며 메이커의 브랜드로 商品을 

選定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한 것은 보일링이 可能 

한 防濕셀로판 라미 네 이 트品이 나 PET, PP 필름을 

素材로 한 複合필름에 依한 小袋包裝의 可能化 

에 있다.

小袋包裝은 輕量이라는 것, 經濟性이 있다는 

것, 印刷가 自由롭다는 것, 强靱性이 豊富하다는 

것 外에 耐水性, 耐酸性, 耐鹽性, Gas Barrier 
性 耐熱性을 가지고 있어 包裝의 要求度를 充足 

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昨今의 수퍼 마아켓에 있어서의 大量販 

賣를 考慮한 경우 積載가 可能한 立體包裝特性, 

Volume感이 要求되어 小袋包裝은 이 두 가지의 

問題點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Stand
ing Pouch/}- 開發되었지만 Hard Package에도 

아직 많은？問題點이 남아 있다.

1) 漬物의 包裝

一般的으로 漬物의 保存性을 높이기 爲한 手 

段으로서 는

① 鹽度를 높이는 方法

② 酸分올 많게 하는 方法

③ 保存劑를 添加하는 方法

④ 加熱殺菌하는 方法

⑤ 低温度에서 冷藏하는 方法

⑥ 眞空包裝하는 方法 둥을 들 수 있다.

漬物包裝에는 加熱殺菌適性, 眞空包裝適性이 

保存性을 左右한다.

醱酵漬物은 微生物에 依한 醱酵의 過程에서 

가장 맛이 있는 時期가 있어 이 時期를 지나게 

되면 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種類의 漬物을 包裝하게 되는 경우 

제 일 먹 기 좋은 時期에 眞空包裝하여 加熱殺菌 

하여 醱酵를 정지시키는 方法이 適用되며 이는 

袋包裝이 가장 適合하다.

反面 非醱酵漬物에는 그의 製造에 微生物이 關 

與되 지 않기 때 문에 2次殺菌을 行하면 比較的 

長 期保存이 可能해진다. 袋包裝이 많이 適用되 

는 것은 亦是 非醱酵漬物이다.

이러한 非醱酵漬物中 梅干 등은 鹽度가 높고 

加熱 殺菌이【必要없기 때문에 PVC4 PS의 眞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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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成形容器에 包裝하고 있다.

眞空成形容器의 形態는 丸形의 Cup이나 角形 

의 Cup으로 始作하여 점점 大型化 되고 있으며 

이제 200〜300CC로 標準化 되었다.

또 1 回만 使用하고 버리는 容器가 아니라 回 

收用으로서 內蓋에 開封이 容易한 필름을 使用 

하여 실링된 컵이 增大되고 있다.

컵 包裝은 袋包裝에 比하여 디스플레이 効果가 

優秀하기 때문에 最近 適用이 늘고 있지만 保存 

性의 面에서는 梅干 등을 除外하고는 그리 期待 

되지 않는다. 耐熱 PVC를 使用하는 컵은 眞空 

包裝 乃至는 脫氣包裝하는 程度로 使用되어 왔 

지만 이제는 Blister• 包裝으로 轉換되 가고 읏!다.

우리 나라에서의 Blister 包裝對象品으로서는 

아직까지 醫藥品, 化粧品, 工藝品, 日用雜貨에 

거의 局限되어 있고 食品의 包裝에는 거의 適用 

되지 않고 있다. 外國의 스라이스 햄의 Blister 
包裝方法을 보면 容器의 成形一＞內容物의 充塡一 

Heat Seal性의 印刷 Film (뚜껑)으로 眞空 실링 

一＞트리밍으로 全工程이 自動으로 이루어지므로 

서 보기 좋고 衛生的인 包裝을 하고 있다.

材料로서 는 Polypropylene/Vinylon/Polyethy- 
lene의 3 層 Sheet 나 耐熱性 Polyvinyl Chloride/ 
Polyethylen의 2層 Sheet 둥이 使用된다.

이들의 材料는 必要한 耐熱性이 있어 加熱殺 

菌이 可能하고 酸素개스의 Barrier•性이 높기 때 

문에 長期保存이 可能하게 된다.

또 形態的으로도 立體感이 있고 경우에 따라 

매달아 展示할 수도 있다.

Blister包裝을 適用하고 있는 漬物의 種類를 보 

면 가스漬, 醬油漬, 酢漬製品이 大部分 採用되 

고 있다.

2. 漬物包裝에 要求되는 特性

①無毒性

食品包裝에 있어서의 包裝材는 無毒하지 않으 

면 안된다. PVC시트에 있어서 日本의 PVC食品 

衛生協議會 (JHPA) 가 1968年부터 3年間에 걸쳐 

世界 各國의 衛生法規와 現況을 調査硏究하여 厚 

生省과 合同으로 Positive List를 作成하였다.

이 骨子는 世界的으로 가장 權威있는 美國의 

FDA規格올 根幹으로 하고 西獨, 佛蘭西, 이태 

리, 英國 둥의 規準과 實體驗을 土臺로 하여 日 

本의 實情에 맞는 規準을 만들었기 때문에 各各 

의 物質에 對하여 使用上의 品質, 使用量, 用 

途, 溶出의 制限 둥이 附記되어 있다. 따라서 

이 規準을 厚生省 告示로 公布하여 無毒性을 確 

認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保健社會部의 告示로 公布하여 國 

立保健院에서 合成樹脂 필름의 無得性올 確認해 

주고 있으며 規準은 日本厚生省 告示와 같으나 

追加된 것이 우리 나라에는 아직 適用되지 못하 

고 있다.

②酸素遮斷性

酸素透過性이 크면 漬物의 種類에 따라 變色 

한다든지, 醱酵가 이루워진다.

따라서 漬物의 包裝에는 酸素透過性이 적은필 

름일 수록 適合하다.

耐熱 PVC시트는 Polyester 나 Polyvinylidene 
Chloride Film과 同等의 Gas Barrier性을 가지고 

있고 使用 필름의 두께가 他에 比하여 두꺼워지 

는 것보다 酸素透過度는 더 작아진다.

③耐熱性

殺菌이 不充分하면 細菌에 依하여 變色, 腐 

敗, 醱酵 스웰링 둥의 變敗가 일어난다. 그러나 

너무 高温에서 加熱殺菌하면 씹을 것이 없게 되 

고 漬物의 最大 特徵을 잃어 버리게 된다.

④ 耐酸, 耐水, 耐油, 耐알콜性

前述한 漬物包裝材는 이들의 特性에 充分히 

견딜 수 있는 特性이 있으나 폴리에틸렌 라미네 

이트品은 內容物에 따라서는 問題가 있기 때문 

에 充分한 事前調査가 必要하다.

⑤耐衝擊性

耐熱 PVC나 PS시트는 零下 까지 使用이 

可能하나 여 기 에 폴리 에 틸 렌올 라미 네 이 트하여 

使用하기 때문에 熱接着性 및 耐衝擊性을 同時 

에 向上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珍味類와 생선 

묵, 漬物의 包裝에 對하여 記述하였다.

이 品目들은 數年 前만 하여도 在來式의 生產方 

法과 包裝으로 이루어졌으나 食生活의 改善과 

包裝技術의 向上으로 이제는 食品의 一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在來式 包裝 

에 약간의 改善은 있었으나 外國의 包裝方法에 

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製品의 改善 

과 包裝의 開發도 새로운 市場올 開拓 擴大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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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農産物의 物流管理機能과 그 合理化 方案

黃 善 民 

韓國政經研究所研究員

1 . 生產體制와 物流管理

農業經營의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農產物 生產 

•體制는 生產量 增大에 주안점이 두어 졌고, 2次 

段階에서는 物量確保와 더불어 經營合理化를 통 

한 利潤의 極大化를 중요시하였으나 3次段階인 

오늘날에 와서 는 生產量 擴大와 利益極大化와 더 

불어 팔릴 수 있는 農產物을 生產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現今의 단계를 一般的으로 마아케 

팅 時代라고부르고 있으며 , 이 時代의 특징 은 消 

費者들이 원하는 農產物이 무엇이고 그들의 嗜 

好에 맞출 수 있는 品目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分 

析할 필요성 이 提起되 는 것 이 다.

이렇게 복잡한 消費者의 經濟環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從來의 流通管理에서 脫皮하여 적극적 

이 고도 거 시 적 인 活動을 展開하여 야만 效果를 기 

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現下, 流通構造의 영세성은 현저하며 

物的流通手段의 미 비는 이 分野의 投資不足과함 

께 流通經路의 隘路를 더욱 助長시키고 있으므 

로 Cost 節減을 통한 合理的 方案이 講究되어 야 

한다는 점 이 다.

이 러한 物流管理는 Cost 節減과 財貨의 장소적 

시간적 效用價値를 통한 市場能力의 强化에 

기인하는 것이며, 物的流通에 있어서 包裝, 輸 

送, 保管, 加工 및 市場情報 둥의 諸活動을 有 

機的으로 조정,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組織으 

로 管理하려는 活動이다.

따라서 消費者指向的인 오늘날 市場體制에 있 

어 서 物流管理는 마아케 팅 活動上 重要한 一部分 

을 形成하고 있지만, 그 中에서도 農產物의 流 

通體系와 組織은 더욱 복잡하고 非組織的이어서 

物流管理分野에는 그 效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 

는 實情이 다.

이러한 意味에서 經濟環境의 變化에 따른 農 

產物의 大量生產과 消費體制는 앞으로 더욱 增 

加추세에 있으므로 市場能力의 强化自體는 物流 

管理部門에서 찾아야 할 必要性이 提起된다.

特히 本稿에서는 農產物의 物流機能에 있어서 

包裝, 輸送, 保管, 加工 및 市場情報活動을 中 

心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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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包裝管理機能

P.H. Nystrom 敎授는 包裝의 定義를 여 러 가 

지 材料로서 製品을 다듬는 手段이라고 廣義로 

해석하고 있으며, F.A. Pain 敎授도 그의 著書 

인 FFundamental of Packaging」에서 包裝은 輸 

送 혹은 販賣하기 위하여 준비한 商品의 科學이 

고 技術이라고 표현하면서 健全한 상태로 最終 

消費者에 게 最低의 Cost로 安全하게 流通하는 것 

을 보증하는 한 手段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에 들어와서 消費者市場體制下 

에서는 製品의 生產者를 위해서 더욱 큰 機能을 

수행하게 되었지 만 農產物의 包裝管理는 一般工 

產品의 경우와 같이 集約的인 管理機能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包裝規格을 農產物檢査 

法에 의하여 規定하고 있지만 實際로는 그렇지 

못하다.

사과와 배의 경우, 都賣市場이나 農協共販場 

에서는 非規格品의 木箱子나 골판지箱子를 使用 

하고 있으며 , 小賣商에 서 는 個當, 봉지 當, 3. 75 
kg當 둥 不規則한 方法으로 去來되고 있다.

이러한 包裝管理의 問題點으로서는 다음과 같 

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農產物의 價格진폭에서 그 原因올 찾올 

수 있다

이것은 生產物이 時間的 내지 空間的 制限때 

문에 공급조절 기 능이 미 약하므로 包裝改善을 방 

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둘째 , 消費者의 購買行態와깊은관련이 있다.

農產物의 경 우 最終 購買者는:主婦가 中心이 되 

므로 습관적 인 구매 방식 이 包裝單位의 規格化와 

統一性을 저해하고 있는 實情이다.

세째, 生產出荷者들의 包裝技術未備가 要因이 

되고 있다.

이것은 選別에서부터 시작하는 商品의 價値提 

高에 적극적 자세를 취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더 

우기 非規格用의 弊品箱子를 利用하여 商品價를 

低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流通費用의 加重에 基因되고 있다.

特히 分散的으로 集中되는 物流 Cost의 過多때 

문에 包裝費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 

며, 이러한 主因은 農產物價格의 탄력성과 연관 

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위에서의 改善方向은 어떻게 유 

도 되어야 할 것인가? ，

우선 先行條件으로서는 도량형단위의 통일성 

과 규격검사제도의 强化, 產地包裝體制의 推進 

包裝機器의 普及 둥으로 集約된다.

이 에 附加한 2次條件으로는 包裝材料와 構造 

는 內容物을 보호하고 輸送과 保管에도 適合해 

야 하며, 消費者의 嗜好에 맞추어 購買動機를 

자극해 야 하고, 製作費가 저 렴 하여 Cost가 節減 

되어 야 한다는 것 이 다.

한 편 農協은 農產物의 產地包裝을 改善하기 위 

해서 종래의 가마니包裝을 紙袋로, 木箱子를 골 

판지箱子로 代替하고 있는 實情이다.

米穀의 경우에서는 1972年度부터 24kg單位紙 

袋包裝을 보급하였고, 靑果物에서는 1970年부터 

골판지箱子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더우기 1973年에는 全國 10個園藝團地를 中心 

으로한 園藝組合에서의 生產物을 골판지箱子로 

改善하여 큰 效果를 기하였다.

包裝管理에 있어서 이러한 골판지箱子의 特性 

은 大量生產과 保管上의 長點, 作業管理와 輸送 

上의 長點, 商品價値面에서의 長點을 들 수 있다.

反面 골판지包裝의 問題點으로서는 壓縮强度 

의 문제, 輸送, 荷役中의 문제, 商品經濟性의 

문제 둥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事實은 包裝費用의 

節減方案으로서 의 골판지包裝은 木箱子에、比해 

50% 程度의 費用節減올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다. 더우기 包裝이 內容物을 보호만 하면 그 目 

的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낡은 思考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包裝의 機能 保存容器와 出荷容器 및

農產物의 包裝規格 （사과의 경 爲位 :吨）

1巴

分
本箱子 골판지 箱子

15kg 18. 75kg 7. 5kg 15kg

內
584.9 596.6 424.2 582

1 3
284.8 303.0 303.0 291

側 303.0 327.2 181.8 285

破裂强度 14kg/cm2 14kg/cm2
壓縮强度 150kg이 상 300kg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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販賣促進策으로서의 役割까지도 包含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農產物의 包裝合理化는 重點 

的으로 管理되어 야 할 分野中의 하나이다.

3 .輸送管理機能

農產物輸送에 利用되는 手段은 現在 여 러 가지 

로 分類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 利用되는 수송수단과 이용정도 

는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데, 그 中에는 道路條件, 輸送距離, 取扱規模, 

輸送費用 및 輸送貫習 둥이 包含된다.

韓國地域開發硏究會가 調査 分析한「새 마을 協 

同圈 特化地域開發 및 廣域農產物流通 自律改善 

方案」에 의하면 忠南西部地域 （芽山, 禮山, 唐 

津, 瑞山, 洪城郡）의 靑果物 流通經路는 다음과 

같이 集約시킬 수 있다.

農協中央會에서 發刊한「大都市高等菜蔬 流通 

實態調査 結果報告」에 의하면 委託都賣商에서는 

大都市（서울, 釜山, 大邱）의 경우, 輸送手段으 

로서 73.4%가 트럭과 三輪車에 의존하고 있으 

며, 特히 서울單獨의 경우는, 取扱物量의 大規 

模化로 트럭 80%와 貨車 20%의 實情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한 편 小賣商의 主要輸送手段은 리어커가 全 

體의 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用達車를 많이 利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晋州와 서울 間을 연결하는 輸送現 

象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品目對 

象은 오이 와 토마토의 경우임）

첫째, 輸送時間의 側面에서는 鐵道便이 10時 

間 40分 所要임에 比해 高速道路便은1 13時間이 

므로 鐵道便이 時間短縮面에 서 有利한 實情이다.

둘째, 運賃은I箱子當 鐵道便과 高速道路便이 

同一하고,

세째, 減耗率의 경우는 高速道路便이 1~2%임 

에 比해, 鐵道便은 0・5%程度 發生하고 있으며,

農產物의 流通經路

위 表에서 分析하는 바와 같이 流通經路의 構 

造는 現在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연결시키는 

輸送手段의 重要性은 더 욱 큰 比重을 차지 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 다.

（註 : 忠南西部地域의 靑果物에 限함）

네째, 實際利用面에서 把握할 때, 鐵道輸送은 

70%%에 達하고, 貨物自動車輸送은 70%를 차 

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살펴 보면 輸送時間과 減耗率 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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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道便이 월등히 有利하므로 利用率이 높다고 핟 

수 있다.

그러나 鐵道利用의 경우는 荷役作業이 복잡하 

고 輸送途中 外部空氣가 換流되지 않아서 商品 

自體가 發散하는 熱에 의해 損傷이 增加하고 있 

다는 點이 다.

이러한 側面에서 農協에서 움직이고 있는 農 

產物集荷場은 輸送手段의 알선과 系統出荷를 實 

施하여 輸送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減耗防止와 

計劃輸送으로 cost를 節減할 수 있는 長點으로 

登場하고 있다.

現在 農產物集荷場은 高速道路를 中心으로 全 

國 6個所에 설치되어 있으며 , 出荷組織과 輸送 

手段의 合理化를 꾀하고 있는 實情이 다.

한 편 畜產物의 경우에는 서 울消費地를 中心으 

로 살펴볼 때, 中部以南地域에는 貨車와 貨物自 

動車를 이용하고 있으目, 京畿地方에서는 用達 

車와 리어커도 輸送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할 때, 生產者의 輸送費用 

은 더욱 加重되고 있으므로 出荷組織體의 共同 

輸送體制化에 의한 cost 節減이 一聯의 方案으로 

提起되고 있다.

4 .保管管理機能

保管機能은 保管設備를 제공하는 活動과 이 設 

備를 이 용하여 保管自體를 行하는 活動으로서 生 

產과 消費의 時間的 不一致를 극복하므로서 効 

用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保管은 倉庫이며 長期的 저장올 위한 

보관창고에서는 設備에 대한 投資나 在庫費用이 

增大되므로 生產物의 一時的 保管과 分類配送을 

위 한 流通倉庫의 効果性도 提高되 어 야 하는 것 이 

다. 農產物貯藏의 基本的 成果는 時間的 配分과 

操節, 品質維持와 物動操作의 能率効果로 集約 

된다. 現在 우리 나라의 倉庫施設은 前近代的 狀 

態로 維持되고 있다. 1970年度 全國의 倉庫面積 

36萬餘坪 中 26%만이 정규창고이고 나머지 74 
%程度는 簡易倉庫에 不過하다.

또한 糧穀倉庫의 경우, 現代施設을 具備한 低 

温倉庫 내지 防熱倉庫는 全體의 7%이며 그 保 

管能力은 13% 內外에 不過하다.

農產物專用倉庫로서 全體의 40%를 차지하는 

農協倉庫의 現況은 甲種이 28.1%, 乙種이 47.6 
%, 丙種倉庫가 24.3%로서 지극히 落後된 實情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와 같은 糧穀貯藏施設은 短期保管 （1〜3個月 ） 

에서는 減耗率이 3. 3% 에 이르고 長期保管 （5個 

月 以上）일 때에는 5.5%에 達하고 있다，

生產農產物의 靑果物保管施設도 大都;分이 在 

來式倉庫로서 保管能力의 취약성을 脫皮하지 못 

하고 있다.

사과 主產地인 慶北地方의 경우, 半地下式의 

保管能力은 5萬% 內外이 지 만 要保管量은 16萬毋 

으로서 엄청난 差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保管施設 未備로 인해 出荷量을 時期 

的으로 調節하지 못함으로써 商品提高性의 合理 

化를 期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한 편 大都市 委託都賣商의 保管現況 （菜蔬類의 

경우）은 店舖內 保管이 68.3%, 路上이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路上이 95%를 占 

하고 있는데 이것은 類似都賣業者들이 市場道路 

上에 野積하는데 그 原因이 있다.

또한 大都市일수록 新鮮度 維持를 要求하는 

菜蔬類에서는 1〜3日內에 販賣處理되고 있으며 

中小都市에서는 3〜7日에 걸쳐서 處理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都賣委託商을 말하는 것임）

高等菜蔬는 特히 그 商品的 特徵으로 인해 保 

管 中 상당한 減耗가 發生하고 있다.

大都市 小賣商의 경우를 보면, 6〜8月 中 自 

己店舖에 2日間 保管時에 根菜類에 있어서는 30 
%라는 높은 減耗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며 , 葉菜 

類의 경우에는 50%의 減耗率을 기록하고 있는 

實情이 다.

한 편 農產物 中에서도 菜蔬類의 流通Cost를 

살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高等菜蔬의 경우）

農產物의 流通 Cost

區 分
오 이토 마 퇴상 치
（晋州〜서 울） （金海〜서 울） 1 （安養〜서 울

生產者 
販賣價格 
（流通費用）

（減耗率）

流通margin

49. 8〜68. 7% 
(14. 9) 

(1.1-20. 0)
31. 3〜50. 2

63. 4〜84. 5 % 
(7・ 2) 

(2. 4〜23. 5)
15. 5〜36. 6

88.9 〜135.3 % 
(3. 9) 

(17. 6〜64. 0) 
—35. 3〜11.1

消費者價格1 100. 0 1 100.0 100. 0

註 : 農協中央會에서 1973年度에 調査한 資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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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한 面에서 保管施設은 低温冷藏倉庫를 비 

롯한 現代的 設備는 具備하지 못하더라도 不足 

量을 補完할 수 있는 角度에서 合理化가 추진되 

어 야 할 것이다.

5 . 規格 및 加工管理機能

農產物의 等級化는 消費者의 欲求에 알맞게 

差別化함으로써 嗜好에 적합시키는 데에 그 意 

義가 提起된다.

特히 等級, 規格化는 消費者側面에서만 아니 

라 農產物自體의 品質과 向上을 促求함으로써 

受扱價格이 增大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初期段階의 農產物生產 

은 統一的인 規格化가 절실하게 요청되지는 않 

을 것이지만 專門化 내지 遠距離生產이 進展됨 

에 따라 그 必要性은 더 욱 부각되고 있는 實情 

이 다.

現在 各種 農產物의 等級, 規格이 法制化되어 

있지 만 그 實際的인 側面에서는 一般市場에서 去 

來되는 農產物의 大部分은 檢査對象에서 除外되 

어 있다.

따라서 流通基盤올 조성시켜 주지 못하여 生 

產者가 等級化를 통해 형성되는 差別價格의 誘 

引에 의해 유도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품질 

의 확보책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農產物의 신속, 공정한 流通活動을 조성하기 

위한 等級, 規格化의 方向은 다음과 같은 側面 

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課題로서는 普及規格을 새로이 制定, 實 

施할필요성이 있다.

現在 各 品目別 主要農產物을 대상으로한 검 

사규격이 있지만 實際去來上에서는 非效果性이 

介在되어 있으므로, 去來에 적합하도록 現實的 

으로 조정된 普及規格이 實施되어야 한다는 점 

이 다.

둘째 課題로서는 去來單位의 統一性이다.

法定去來單位와 貫行去來單位가 併用되고 있 

지 만 貫行去來가 大部分이어 서 Metric System 
에 基準한 單位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流通 

體制를 원활히 作動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去來單位를 統一하는 同時에 容量制를 

重量制로 轉換시킬 方案을 講究할 必要性이 있

다는 점 이 다. 
세째 課題로서는 包裝規格의 標準値가 制定되 

어 야 할 것이다. 

사과包裝의 경우, 包裝資材로서는 木箱子, 골 

판지箱子 및 가마니로 利用되고 있지만 그 重量 

에서는 15kg, 18. 75kg, 7・ 5kg 둥 包裝材料에 따 

라 各己 相異할 뿐만 아니 라 5kg, 3kg, 1kg 둥의 

小規模 分割包裝에 대해서는 아무런 規定도 없 

는 實情이 다. 

따라서 販賣促進役으로서의 合理的인 包裝材 

開發과 더불어 包裝規格의 標準値를 設定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課題로는 度量衡器具의 統一性이다.

이를 위해서는 公認計量器具를 普及, 促進 하 

여 流通體系의 效率性을 提高해야 할 것이다. 

한 편 農產物의 加工機能은 加工設備를 提供하 

는 것과 이 設備를 利用하여 加工自體를 行하는 

活動을 指稱한다. 
따라서 保存하기 위한 加工과 同一機能의 形 

態轉換올 위한 加工 둥 物資流通上의 稼動率 向 

上을 위한 것이다. 

現在 農產物의 加工活動은 物流分野에서 落後 

部門으로 머물러 있는 實情이지만 새마을工場의 

稼動과 함께 加工分野도 원활한 움직 임을 보이 

고 있는 中이기도 하다. 

이 러 한 加工施設의 擴充과 管理는 1次的으로 生 

產한 農產物의 商品價値를 提高시킴으로서 그 

商品化를 促進하고 新規需要를 創造하여 販路擴 
張과 同時에 受取價格을 增大한다는 데에 意義 

가 있는 것이다. 

現在 各 品目別로 特殊組合이 設置되어' 加工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데, 그 中에서도 園藝組合 

에서의 園藝生產物의 加工事業과 畜產組合에서 

의 配合飼料加工에 대한 活動이 원활히 展開되 

고 있다. 

農協의 加工施設 中 經濟的 目 的올 지닌 比重 

이 큰 分野는 搗精工場을 들 수 있다. 

單位組合은 共同利用施設로서 搗精工場올 保 

有하고 있으며 이러한 加工場 設置數는 全國的 

으로 1,165個所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은 最終生產物에 관한 加工活動은 各 

地域別로 所得의 效果를 提高할 수 있는 方向에 

서 推進되어 야 함이 要求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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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市場情報管理機能

農產物生產에 있어서 市場情報機能은 情報資 

料를 規則的으로 수집 , 분석하여 그 利用者에게 

전달하는 모든 조직적 인 活動올 말하는 것으로 

서 去來促進에 있어서 重要한 一部門을 形成하 

고 있다.

따라서 市場情報는 去來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要素, 즉 天候條件의 變化, 需給事情, 生 

產地 및 消費地의 價格變化, 各 流通組織의 經 

營方針, 政策變化, 消費者의 所得水準 및 嗜好 

動向, 生產地의 生產體制現況 둥의 諸要素가 수 

립, 분석,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 나 現下, 市場情報를 수집 , 분석, 통보하 

는 面에 있어서나 流通에 관련되는 모든 階層이 

이를 活用하는 面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이 表 

出되어 있다.

이러한 市場情報體制上의 諸問題는 다음 몇가 

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市場情報業務를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機 

管의 不在現狀이다.

現在 農協을 비롯한 一部經營團體에서 市場情 

報活動올 展開하고 있지만 大部分이 自體機關의 

事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補助手段에 不過하므 

로 活動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

따라서 主로 小賣價格 時勢만을 대 상으로 하여 

散發的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과 전달체제 

도 非科學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情報資料의 基準이 되는 各種 農產物의 

品質, 規格 및 去來單位의 非統一性이다.

이것은 各 機關이 獨斷的 體制下에서 수립, 

전달하기 때문에 場所別J, 時間別 情報內容올 比 

較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利用者의 Decision 
Making에도 混亂을 招來시키고 있다.

세째, 市場情報資料를 體系的으로 수립, 통보 

할 수 있는 全國的 通信組織網의 未備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처리된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利用者도 制限되고 있음 

을 反映하고 있다.

네째, 通報되는 情報資料의 적극적 活用態勢 

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市場情報制度의 運用을통한實效를높 

이기가 어려운 狀況이다.

다섯 째 , 處理된 조사자료를 분석, 평 가하는 연 

구검토의 결여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情報體制는 그 合理化方 

案올 追求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처해 있다.

農業經營硏究所에서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畜 

產物（牛에 限함）의 경우, 全體調査 農家 中 約 

40%가 家畜市場에서 仲介人과 產地商人으로부 

터 生產者들은 價格情報를 入手하고 있으며 , 돼 

지의 경우에는 60% 程度가 生產者門前에서 產地 

商人으로부터 直接 入手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產地蒐集商人은 搬出商人으로부터 , 輸出 

商人은 大都市消費地에 근거를 두고 있는 食肉小 

賣商과 委託都賣商으로부터 그들의 販賣活動에 

必要한 市場情報를 把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外國의 경우, 美國에서의 市場情報活動은 19 
15年 Indiana洲에 서 始作된 以來 거 의 完壁할 程 

度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洲政府의 協調下에 農務省의 農產物「Marketing 
ServiceJ7} 관장하고 있는「Federal-State Market- 
News Service」는 300個 以上의 各種 農產物과 

同 加工品에 대한 市場條件과 需給動向올 정확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情報는 全國主要消費市場과, 

生產地에 설치되어 있는 220個所의 市場情報事 

務所에서 活動하고 있는 聯邦 및 洲政府의 調査 

分析에 의해서 텔레타이프網을 통하여 全國的으 

로 送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先進國의 경우는 例外로 하더라도, 우 

리 나라의 現實은 生產情報, 流通情報 및 消費 

情報가 相互 有機的 作用을 加하여 보다 合理的 

인 情報 System을 維持할 필요성 이 提起되는 것 

이 다.

7 . 農產物 物流管理의 合理化 方案

物流管理는 生產物量의 흐름을 포함하는 晋及 

System을 말하는 것이며 原資材의 購入에서부터 

中間材의 移動, 最終的으로는 消費者에의 配達 

에 이 르기까지 의 모든 活動을 綜合的으로 管理 

하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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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히 農產物은 그 商品的 特殊性 때문에 高度 

의 輸送 및 保管 System이 필수적임에도 불구 

하고 前近代性올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現在 生產物의 移動體系는 流通經路 革新에서 

物的流通革新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 流通機 

能은 점차적으로 大型化, 專門化되어야 하는 實 

情이 다.

따라서 大量農產物올 신속, 안전하게 消費地 

까지 수송하고, 보관 中 品質과 鮮度를 유지하 

여 減耗率올 最大限 防止하기 위해서는 物流施 

設의 近代化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輸送時間의 단축과 費用의 節減, 

包裝의 能率化와 減耗發生의 防止, 정확한 情報 

體制에 의한 適時供給으로 인한 生產性 提高 둥 

의 合理化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側面에서 物流管理의 改善策으로서 

는 다음과 같은 對策이 講究되 어 야 할 것으로 把 

握된다.

첫째는 物流推進本部가 設立되어 效果를 발휘 

해야할것이다.

物流의 合理化計劃은 包裝, 輸送, 保管, 加工, 

情報活動둥이 個別的으로 作動되고 있지만 이를 

綜合的으로 統合, 調定하는 System으로서의 推 

進本部의 設立이 時急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流通社會資本이 擴充되고 이 에 따른 物 

流技術革新이 必要하다.

이것은 流通機能造成을 위한 社會資本올 集中 

的으로 投資하는 것과 流通管理上에서의 Unit 
Load System을 비롯한 Palletization, Container- 

zation, Cold Chain System 둥의 諸手段의 合理 

化를 뜻하는 것이다. ，

세째는 流通團地 建設과 物流施設의 大型化, 

專門化, 迅速化 및 自動化의 必要性이다.

生產出荷體制의 效果提高性을 위한 諸機能 調 

節問題와 包裝에서 비롯되는 物流管理의 統合的 

作動이 近代化함을 의 미 하고 있는 것이다.

現下 農產物의 流通機能은 아직 까지 未分化狀 

態에 있을 뿐만 아니라 去來活動 全般에 걸쳐서 

결함요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流通過程 途中에 消費者의 嗜好와 滿 

足度를 충족시 키 기 위 한 諸機能이 나 包裝, 輸送, 

保管에서의 減耗率을 줄이기 위한 技術改善이 

度外視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은 農產物의 消費促進, 廣範한 分 

配 및 時期的 供給調節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特히 부패성이 强한 靑果物과 畜產物에 있어서 

의 이러한 現狀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競爭基盤의 확보와 助長, 規格의 統一化, 中 

間機能活動의 組織化促求, 價格安定策의 탄력적 

運用, 市場情報機能의 弓虽化, 管理 System의 效 

果的 配置 둥이 農產物 流通合理化의 諸方案으로 

要約할 수 있다.

結果的으로는 物流體制가 包裝, 輸送, 加工, 

荷役, 保管, 情報活動 둥 6個領域의 有機的 Sys 
tem으로서 物流處理擔當機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生產者와 消費者의 相互 關聯下에서만 그 

合理化가 可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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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装用 接着剤와 粘着 테이프

張 废 俸
國立工業標準試驗所有機化學課長

1•序論

從來의 接着對象이 되는 包裝資材는 종이 綿 

布 木材 둥으로 여기에 利用되는 接着劑로는 일 

반적으로 澱粉, 아교, 카제인, 아스팔트 둥의 天 

然高分子物이 主成分이었다.

그러나 化學工業의 發達과 수반하여 包裝의 重 

要性에 따라 플라스틱, 金屬箔 및 加工紙 둥의 

包裝資材의 出現과 自動製袋機나 自動包裝機 둥 

을 使用 함으로써, 作業의 合理化, 作業의 能 

率化가 문제가 되어 이에 使用하는 接着劑 역시 

性能이 좋고 特殊한 것이 要求되었다.

따라서 從來의 天然高分子의 使用量中 上記要 

求에 充足치 못한 것이 있어 점차 合成接着劑를 

使用하는 傾向이 많다.

包裝用 接着劑에는 包裝材料의 製造에 使用하 

는 接着劑 即, 包裝物의 固定用, 容器封緘用 및 

標識添附用 接着劑가 있다.

最近에 接着性能强化의 目的으로旣存接着劑를 

變性 시키거나새로운 合成接着劑가 數없이 開發 

되었으나 包裝材料가 多數多樣하며 여기에 要求 

條件이 복잡하고 經濟性與否가 수반되므로 最適 

當한 接着劑를 求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2. 接着劑의 種類 및 必要條件

接着劑에 依한 接着에는 機械的 物理的 및 化 

學的 接着의 3가지가 있다. 機械的 接着이 란 接 

着劑가 接着面의 凹部分이나 微細한 구멍속으로 

進入固化되어 接着面이 相互固定되는 경우이고 

物理的 接着은 接着劑를 溶媒에 溶解시킨 다음 

이 것을 接着面에 密着시키고溶媒를 증발시 켜 相 

互間의 接觸面올 堅固하게 結合시키는 경우를 말 

한다.

化學的 接着은 接着面과 接着劑를 化學結合으 

로 接着시키는 경우로서 대단히 强力한 接着力 

을 갖게 된다.

接着劑는 接着이 行해지는 中間過程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에 依하여 流體가 되고 이것이 接着 

面을 엷게 적셔 주고 固化 함으로써 接着이 이루 

워 지는 것이기 때문에 接着劑가 液體이 던지 熱 

이나 壓力에 依하여 液體化 시키거나 또 溶劑로 

서 流體化시킬 必要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에도 接着面을 잘 적셔주는 것이 第一條件이다.

모든 物質은 分子로 構成되어 있어 分子配列 

狀態에 依하여 電氣的으로 極性을 갖고 있는 物 

質（有極性 物質）과 極性올 띄지 않는 物質（無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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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物質) 이 있는데 一般으로 有極性 物質의 被接 

着體는 有極性 接着劑에 잘 적셔저서 接着이 잘 

되고, 無極性 被接着體는 無極性 接着劑에 適應 

이 되어 좋은 接着을 나타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無極性과 無極性과의 接着 

은 弱하다.

例를 들면 有極性 物質인 물은 同一한 有極性 

物質인 나무, 종이, 유리를 잘 적셔주기 때문에 

水溶性의 接着劑가適應이 되지만 無極性 物質인 

파라핀이나 포리에틸렌의 경우는 물을 親和하지 

못하여 接着이 일어날 수 없지만 無極性인 벤젠 

이나 틀류엔 등의 溶劑를 使用하면 簿膜으로 잘 

적셔진다.

보통 無極性 物質과 有極性 物質과의 接着에는 

無極性 物質을 表面處理하여 極性化 시킴으로서 

接着이 잘되게 한다. 그러나 단순히 被接着劑와 

接着劑가 서로 같은 極性이라도 반드시 좋은 接 

着이 일어난다 할 수 없다.

例를 들면 물과 유리는 다 같이 有極이 지만 물 

이 유리를 接着할 수 없다. 接着劑 自身의 좋은 

强度가 必要하고 凝集力이 없으면 안된다.

一般으로 좋은 接着劑는 接着面을 잘 적셔주 

고 加熱, 加壓, 蒸發 또는 酸化, 重合 및 其他 

의 化學反應 둥에 依하여 강인한 膜올 形成하여 

固化하는 液體인 것이 必要로 한다.

3. 接着劑의 選擇

接着面을 堅固하게 接着시킴에 있어 第一의 條 

件은 적 당한 接着劑의 選擇이 必要하다. 數많은 

接着劑中 最適當한 것올 선택 하는데 있어

① 被接着物의 材質이 어떠한 性質의 것인가

② 使用할 接着劑에 要求하는 性質이 어떤 것 

인가

③ 接着方法에 있어 어떠한 適用法이 적당할 

것인가

④ 經濟性이 어떤가

둥에 對하여 우선 檢討할 必要가 있다. 특히 引張 

强度, 전단强度, 引裂强度, 衝擊强度 및 曲强度와 

振動性, 日光, 藥品, 물, 溶劑 둥에 대한 耐性 

을 檢討하는 것이 重要한 事項이며 그 外의 特殊 

한 경우 즉, 食品包裝인 경우에는 衛生上 害有無 

가 絶對必需條件이 될 것이고 汚染性도 檢討하 

여 야 한다.

4 接着劑의 種類

接着劑의 分類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一般的인 化學組成에 依하여 分類하면 다음과 같 

이 크게 볼 수 있다.

1)天然接着劑

天然으로부터 얻어지는 植物 및 動物을 原料 

로 하여 製造된 接着劑이며 古來로 使用되어 왔 

다. 現在 역시 使用量에 있어 絶對量이며 一般 

으로 價格이 저 렴하고 粘着性이 빠르며 貯藏性 

도 좋고 熱 및 藥品에 强하다. 그러나 接着强度 

는 弱한 便이고 물 濕氣에 弱한 것이 결점이다.

대부분 水溶性으로 使用되고 包裝用으로 종이 

板紙 箔 및 輕木材 둥의 接着으로 大量 使用된 

다. 여기에 屬하는 接着劑는 澱粉, 카세인, 血 

獎, 獸膠, 魚膠, 松脂, 쉘락, 珪酸소다, 알부민，• 

大豆, 蛋白 둥이 있다.

2)熱可塑性接着劑

熱可塑性 園脂를 주로 基材로 하는 接着劑로 

서 溶劑에 溶解 시키거나 물에 分散된 乳化狀으 

로 使用된다. 非金屬材料 特히 木材 皮革 콜크 

종이 폴라스틱 둥올 接着하는데 利用되며 66〜 
93。(；의 温度範圍에서 効果가 있다. 接着强度는 

良好하고 氷點 以下에서 接着劑自身이 脆弱 해지 

는 것이 많다.

여 기 에는 酸비 닐樹月旨(PVAC), 폴리비 닐卜알콜 

(PVA), 폴리비 닐 메 틸에 텔 (PVM), 鹽化비 닐樹 

脂 (PVC), 아크릴酸에스텔樹脂 (A^ylics), 메틸 

셀루로스 (MC), 醋酸셀루로스, 飽和에스텔樹脂 

둥이 이 에 屬한다.

3)熱硬性接着劑

熱硬化學樹脂 그 自體는 元來 接着力올 발휘 

할 수 없으나 加熱에든가 硬化劑를 添加하므로 

서 重合反應을 일으켜 最初의 線上重合이 3 次 

元網狀重合으로 巨大한 分子로 硬化되어 接着된 

다. 대단히 强力한 接着力을 가지며 耐熱性이 

크다. 化學的 接着耐性이 훌륭하나 接着作業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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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的으로 彈性이 없고 衝擊强度가 弱하다. 

여기에는 페놀 樹脂, 레졸신 樹脂, 에폭 시 樹 

脂, 尿素樹脂, 멜라민 樹脂, 不飽和 폴리에스텔, 

폴리우레틴 둥이 있다.

4） 에라스토머系 接着劑

天然고무 및 合成고무를 主原料로 하는 接着 

劑로서 溶劑에 녹이든가 물에 分散型으로 使用 

한다.

熱可塑性 樹脂와 같이 열에 軟化하지 만 完全 

溶解나 分解될 때까지 粘稠한 상태로 있다. 고 

무種類에 따라 耐熱性 粘着性 耐老化性 및 物理 

的 强度가 서 로 큰 차이 가 있으나 屈折性이 대 단 

히 좋고 耐熱性도 比較的 좋다.

따라서 고무 織物, 皮革, 플라스틱 , 필름 등의 

粘着劑로 利用된다.

여기에는 天然고무, 再生고무, 네오프렌, 니 

트릴고무, 실리콘고무, 이소부틸렌고무, 스타이 

렌, 부타디 엔고무 둥이 있다.

5）混合型接着劑

混合型 接着劑는 서로 다른 接着劑를 化學的 

으로 또는 物理的으로 結合, 混合으로 만든 複 

數着劑이다.

近來 미사일이나 제트機의 部分品接着에 適用 

되고도 있다.

이 接着劑는 熱硬化性 接着劑, 熱加塑性 및 에 

라스토머의 훌륭한 特性을 상호 利用하여 서로 

의 缺點을 보완시켜서 만든 것이다. 즉, 熱硬化 

性 樹脂는 構造用 接着으로는 우수한 特性이 있 

으나 耐衡擊性이 없으므로 이에 熱可塑性樹脂나 

에라스토머系 接着劑를 混入하여 缺點을 向上시 

킨다.

이 에 屬하는 代表的인 것 으로페 놀 樹脂一비 닐 

부터 樹脂, 페놀호르말 樹脂, 페놀 樹脂一네오프 

렌고무, 페놀 樹脂一니트릴고무페놀에폭시 共重 

合物 둥이 '있다.

5・ 接着劑의 主要用途 및 

使用方法

包裝材料에 使用되고 있는 各種 接着劑의 性質 

特性 및 製造方法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로 미루 

고 여기서는 몇 가지의 用途에 使用하는 處方에 

對하여 說明하겠다.

特히 使用處方에 對하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接着劑를 使用하는 경우 接着劑의 性能만 

으로 그 使用이 不可能하다.

이것들이 高性能機械이든 手動作이든必히 作業 

條件과 經濟性 問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接着劑 使用決定에 관한 優劣은 使用處의 

諸條件을 어느 程度 만족 시키는가에 있다 하겠 

다. 여러 가지 作業工程과 복잡한 被接着體에 對 

하여 使用하는 一般的인 接着劑 處分을 列擧하 

면 다음과 같다.

1） 종이

（1） 라벨에 使用되는 接着劑

一般的으로 澱粉 둥의 天然糊料가 先驗面이나 

技術面을 고려하여 大量 使用되고 있지만 紙加 

工品 以外에는 接着効果가 적고 高度의 技術이 

나 品質이 要求되 는 最近에는 合成樹脂 接着劑를 

많이 쓰고 있다.

①硝子瓶用

종이 라벨을 붙일 경우는 PVAC. PVA, CMC 
둥이 일반으로 使用되고 麥酒 또는 쥬스瓶 같은 

容器는 使用 後 洗爭液에 간단히 떨어지는 것이 

要求 되므로 이에 대한 接着劑는 주로 다음과 

같이 混合型을 使用한다.

① PVAC에 말존과 澱粉糊의 混合型

② PVA. CMC와 澱粉糊의 混合型

② 金屬容器用（例 石油罐, 드럼罐）

PVAC 에 말존, PVAC糊, Acrylic 에 말존, P 
VA, PVM, CMC 등이 단독으로나, 澱粉에 樹脂 

를 混合시켜 使用한다.

特히 表面이 塗裝되었거나 耐水性, 耐藥品性 

이 要求되는 것에는 PVC 에말존, Acrylic 에말 

존 단독으로 使用하거나 PVB, PVM 등을 混合 

하여 使用하면 좋다.

③ 폴리에틸렌製 容器用

폴리 에틸렌에 가장 適切한 接着劑는 아직 없 

올 程度로接着시키 기 힘들다. 따라서 라벨 接着 

에 効果가 좋은 것을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高分子量의 IB 100部
低 〃 〃 25部
펜탄 또는 닢사 300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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粘度調整으로 암모니 아 카세인을 使用하는 경 

우도 있다.

④熱接着用

라벨의 이면에 미리 熱에 可融되는 接着劑를 塗 

布하여 加熱接着시키는 라벨로서 이 라벨제조에 

쓰이는 接着劑에는 一般的으로 PVAC나 Acrylic 
이 良好하나 貯藏中 블록킹이 될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PVC 파라핀 왁스 둥을 並用하고 있다.

（例 1） 50% PVAC 에말존 70部
30% 파라핀 에말존 30部

（例 2） PVC 70%
PVAC 30%의 共重合體의 에말존

⑤再濕用

이것은 加熱接着用과 同一하나 물에 可溶하는 

樹脂를 塗布하는데 經濟性이 좋다. 다음과 같 

은 樹脂를 단독으로 使用하거나 덱스트린과 併 

用하여 使用한다. PVA, CMC, MC, PVAC, 알킨 

酸소다 둥

⑥再活性用

再濕用과 同一한 要領으로 使用하지 만 물대산 

溶劑를 使用한다. 따라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溶劑（신나, 토루엔, 키시렌 등）에 용해될 수 있 

는 條件으로 水溶性 接着劑에 接着不可能한 金屬 

플라스틱 둥에 使用된다.

이들 접착제는 合成고무, PVAC, Acryl 糊 둥 

이다.

⑦粘着用

現在 一般市販品에는 테이프狀의 것이 많지만 

라벨裏面에 使用되는 것으로 아크릴 에스텔 이 

소부틸렌고무 （IB） 天然고무, PVM, 鹽化고무, 

에스텔고무, PVB 둥을 단독 혹은 並用으로 使用 

된다.

이들 橋脂는 性質上 常時 粘着性을 갖고 있어 

서 라벨間에 自然接着을 防止할 必要로 실리콘 

樹脂, 왁스 둥을 塗布한 非粘着紙（각리紙）를 接 

着面에 칠하므로서 保管에 용이하게 한다.

粘着劑의 配合 例

（例1） 天然고무 100部
에스텔고무 70部
후렉톨 B 部 5部

（例2） 폴리비닐부티랄 100部
에스텔고무 20部
피 마자油 150部

（2） 紙器에 使用되는 接着劑

紙器도 一般으로 澱粉, 아교 둥의 天然糊料를 

많이 使用하고 있다.

貼合機, 自動包裝機 製袋機 둥의 기계를 使用 

하여 適速度로 接着시키는 경우에도 아교 둥을 

使用하도록 設計되어 있어 이들의 使用이 용이 

하나 現在 被接着體가 强光澤紙 箔積層紙 둥 아 

교로 接着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이들의 接着 

에는 他種類의 接着劑를 利用하게 된다.

① 强光澤紙의 接着配合例

（例 1） PVA 50%에말존 70部
30部PVC, PVAC共重合物

（例 2） 하이 카 1562 25部
아크릴酸 에스텔 40% 에말존

25部
밀크카세 인 22部
암모니 아水 5部
PCP 1部

（例 3） 하이 카 1432 140部
PVC, PVAC共重合物 335部50部
醋酸부티 랄 550部
例 2）의 處防液 50部
에말겐 # 120 2部

② 積層紙의 接着剤

（例 1） 폴리이소부틸렌高重合度 100部
〃 紙〃 200部

밀크카세 인 약간

（例 2） 폴리비 닐부틸 에 텔 100부
페놀 7部

③感壓接着劑

（例 1） 天然고무라텍스 660部
아크릴酸 에스텔 30% 에말존

330部
암모니 아水 10部

（例 2） 天然고무라텍스 550部
PVAC 50% 에말존 230部
암모니 아水 10部
트리 에 타놀아민 5部

以上 紙器用 接着이고 이 以外에 被接着體의

性質이 나 使用 目 的에 따라 여 러 가지1 處方은 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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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粘着 테이프

一般的으로 粘着테이프라 칭하는 것은 感壓 

性接着劑(粘着劑 Pressure Sensitive Adhesive 
mass) •제 품의 一種으로 여 러 가지 基材 (Backing) 
예를 들면 布, 종이 平滑한 필름類 上面에 感壓 

性 接着劑를 결합시킨 것이다.

여기에 使用하는 感壓性接着劑는 상온에서 장 

시간 粘着性을 保持하며 물 용제熱 둥에 특수한 

공정에 依하여 基材面에 加하여 强力하게 接着 

시킨다.

粘着 테 이 프는 셀로판 테 이프나 테 이 프류의 반 

창고 둥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材, 粘着劑 下引劑 

및 剝離劑의 4가지로 主로 구성되어 卷芯 (core) 
링크에 롤狀으로 권취시 켜 적 당하게 절단 사용 

케 되어 있다.

①基材(Backing)

布를 支持體로 한 반창고 종이를 支持體로한 

종이 마스킹 테이프는 최초의 粘着 테이프 이지 

만 그 후 새 로운 필름 또는 쉬 이트가 출현하여 

새 로운 粘着 테 이 프가 개 발되 고 용도면 에 있 어 서 

도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어 粘着 테이프 공업으 

로 하여 일대분야를 형성해 가고 있다.

現在 主로 使用되고 있는 基材는 布, 인쇄紙 

크레프紙 세로판, 초산섬유소, 염화비닐수지 폴 

리에스텔, 폴리에틸렌 테프론 不織布 둥 多種으 

로 여 러 가지 특징 이 있는 테 이프를 만들어 진다.

예 를 들면, 반창고를 예 로 하여 도 강도가 필요 

로 하는 고정 용에 는 布基材, 신축작용을 하는 용 

도에는 유연성이 있는 비닐基材 가재 고정용 둥 

의 간단한 용도에는 가격이 싼 종이 基材방지해 

야 하는 용도에는 통기성이 큰 不織布를 基材로 

하여 통풍효과를 주는 둥, 여 러 가지 특징 을 活用 

하여 粘着 테이프의 基材로 선택한다.

②下引劑(Primer)

Primer의 主 目 的은 基材 (Backing) 와 粘着劑의 

合結强力을 하게 하는데 있다. 支持體가 布와 같 

은 경우에는 同時에 面을 평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Primer의 선택은 당연히 基材와 粘着劑의 種 

類에 依하여 선정되는데 雙方에 친화력을 갖는 

것이 선택된다. 예를 들면 셀로판테이프인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이 채택되고 있다.

O特公昭29—437
(1) PVA 1. 87部

흐름알데히드 용액 (40%) 2. 33 n
水酸化암모니 아 (28%NHJ 2. 80 〃
고무 Latex (60 % 고무) 6. 25 〃
물 18. 75部

(2) PVA 1. 90 〃
고무 Latex (60 % 고무) 6. 33 〃
물 21. 77〃

이것은 셀로판에 있어서는 친화력이 强한 PVA
와 粘着劑에 친화력이 있는 천연고무를 混合하

여 상호친화력 을 향상시 키 는 역 할을 하는 Primer 
가 된다.

그러나 셀로판은 물에 依하여 연화되어 이것 

을 열건조하면 재질이 취약해지는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水性型보다 용제型의 처리가 좋다. 

이 처 방으로는 유기용제 티 탄화합물, 엘라스토마 

의 조합이 제안되어 있다.

티 탄화물로는 테 트라이 소프로필 티 타네 트 (TP 
T), 테 트라부틸 티타네 트 (TBT) 둥이 있으며 공 

기中의 수분에 依하여 분해되는 셀로판 表面에 

산화티 탄의 치밀한 막을 만들어 준다.

③剝離劑

粘着 테이프 제조공정에는 粘着劑처방 이상으 

로 까다로운 공정 이 바로 剝離工程이다. 이 처 

방의 良否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되어지는 것으 

로 매우 重要하다.

剝離劑처방의 目的으로는

① 粘着틀을 바로잡고 剝離를 용이하게 한다.

② 布의 경우에는 毛羽立을 防止하고 面을 평 

활하게 한다.

③ 내수성을 부여한다.

④ 粘着劑와의 界面에 安定性을 부여한다.

布인 경우에는 염화비닐, 초산비닐 에틸셀로 

우스, 아크릴산에 스텔수지 둥이 使用되고 和紙 

에는 셀락수지 둥 基材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 

다. 이의 특징으로는 基材에 친화성 이 있고 粘 

着劑에는 非親和性이다.

④粘着劑

指壓으로 被着體에 간단히 附着하는 용도에는 

약간의 壓力으로도 용이 하게 변형 유동하여 잘 젖 

는 性質이 必要하다.

한 편 强한 응력에 對한 저항성과 피착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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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잘 떨어지지 않는 높은 응집력이 要求된다.

—般的으로 粘着劑는 높은 응집 력과 탄성을 갖 

고있는 에라스토마를 基材로 하고 이것에 軟化 

劑 粘着付與劑 둥을 加하여 粘性을 저하시 켜 적 

당한 응집력을 갖고 동시에 强한 접착력을 부여 

하는 方法이 있다. 充塡劑는 보강효과 수축방지 

코스트저 감 등의 目的으로使用된다.

반창고인 경우 아연화를 加하여 樹脂酸을 中 

和하여 피부염 방지급 약효과를 유지 하는 효과도 

얻어진다.

이 이외에 老化防止劑 安定劑 粘着調整劑 둥도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表 1에 粘着 테이프 또는 쉬이트에 使用 

되어 지는 원료를 각 항목별로 분류한다.

粘着調整劑中에는 피마자'油를 使用하여 軟化 

劑的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主用途로 하여 

분류하였다.

表 1 粘着劑의 조성

①高分子

天然고무 SBR IIR, 폴리 이 소프텐 재 생 고무 클 

로로플렌, 폴리 이 소부치 렌, 실리 콘고무, 염화고 

무, 폴리비닐, 이소부칠에텔, 염화비닐, 초산비 

닐, 공중합체 폴리비 닐, 부치랄, 아크릴공중합체 

니 트로셀루로우스, 초산셀 루로우스

②粘着付與劑樹脂

로진, 단말고무, 코파르, 에 스텔고무, 폴리텔 

펜수지, 폴리오레핀계 석유수지, 구마론인덴수 

지 , 수타이렌계 수지 , 폐 놀계 수지

③軟化劑

각종 가소제 , 폴리 부텐, 폴리이 소부치렌저 중 

합물, 폴리비 닐이 소부칠, 에 텔저 중합물로진油, 

해 중합고무

④粘着調整劑

피마자油, 大豆油, 라노린, 加硫오일, 프로세 

스 오일 유동파라핀

⑤充填劑

亞鉛華 산화티탄, 실리카, 수산화알루미늄, 

탄산슘, 전분

⑥酸化防止劑

알콜화폴리하이 드록시 페 놀, 디 부틸아밀하이 드 

록퀴 논, 알돌알파나프틸아민 Zn디 부틸디치 오카 

바메이 트, 2. 5—디 터셔 리부틸하이드로퀴 논, 페닐

B—나프틸 아민

⑦ 安定剤 및 기타

6. 粘着劑의 配合例

粘着劑의 配合은 이 테이프의 目的에 따라 생 

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올 기초로 하여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처 

방올 만들어 실제응용으로 각 회사에서 독자적으 

로 방법 을 개 발하였 다. 각 회 사에 서 갖고있는 이 

러한 특허 처방이 실용적인 面에서 절대적인 배 

합예는 아니지만 몇가지 실제와 근사한 예를 表

2에 表示한다.

表 2 粘着劑의 配合例

셀로판 테이프

I.特公昭30〜1747 (重量部)

A. 벤젠가용성 폴리비 닐부치랄 100.0
피 마자油 160. 0
디 하이 드로 틸 아비 에 테 이 트 30. 0

B. 70% 염소화파라핀 30.0
40% 〃 10.0
벤젠 10.0

C. 1/2초초화면 20.0
초산부틸 200.0

(A) 에 (B)(C) 를 가한 즉시 벤젠 60초산부틸 

20의 혼합용제로 회석하여 均一하게 용해한다.

I .特公昭28-6492 重量部

① 라텍스 천연고무

고무상부타디 엔-스타이 렌공중합물 50. 0 
산하방지제 (예 를 들면 알킬화

폴리 하이 드록시 페 놀) 1.0
重合텔펜수지 (피 코라이 르 S—85) 50. 0 
헵 탄 600. 0

② 비닐 테이프 

k 特公昭30—7231
重量部

염화고무 3L0
천연수지 5. 0
DOP 43.0
대두유 21.0

IV.特公昭40-24546 重量部

고무狀부타디 엔一스타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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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합물 100.0
亞鉛 5.0
酸化티 탄 7.0
카본블랙 3.0
油溶性熱反應폐 놀알데 히 드樹脂 12.0
에스테르고무 60.0
파라핀 油 20.0
軟質쿠마론인덴樹脂 40.0
헵탄 44.0
알콜 4.4

Primer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성형 의 것 이

使用된다.

派 Primer 重量部
몰 1740. 0
Igepal CA—630 13.0
암모니 아（26。Be） 1.0
하이카 1552（부타디엔一아크릴공중합체）

250.0
쿠마론인덴수지분산액 660.0
염화비 닐마레 인 산공중합수지 500.0

（1% 수용액）

③ 마스킹 테이프

V. U.S.P 2937109 重量部

펄 그래프고무 100.0
폴리 베 타피 넨수지 75.0
폐트로리움 오일 5.0
중합트리 메 틸디 하이 드로퀴 논 2.0

크라프트紙를 클로로프렌 97%와 에티렌디 아

민테 트라초산나트리 움염 3 % 의 라텍 스 （고형 분75
%）에 浸漬 처리시킨 것을 使用한다.

④ 醬療用 테이프

VI. U.S.P 2415901 重量部

폴리비닐부틸에텔 25.0
Practice 10.0
스테배라이르 ・ 에스테르#10 30.0
비 스락크 #1（저 중합폴리이 소프렌） 6.0
라노린 2.0
C—730 （알루미 늄 - 하이 드레 이 드） 11. 0
산화티탄 15.1

ML U.S.P 2484060 重量部

폴리 이 소부틸 렌 （分子量 80, 000） 15.0
S B R 10.0
Practice 5.0

水添로진 그리 세린에 스텔 28,0
라노린 7,0
亞鉛 32.8
Santovar 1.0

⑤ 폴리에스텔 테이프

叩.U.S.P 3197326 重量部

天然고무 100.0
폴리 텔펜수지 （例 피 코라이 트 B—125）

75.0
로진유도체 10.0
산화방지 제 2.0
라노린 1.0

下引劑로 다음 혼합액이 使用된다.

派 primer
10% 부타디 엔아크릴로니 트릴 （in MEK）

300.0
20% 염 화비 니리덴아크릴로니 트릴

(in MEK) 150.0
10% 클로로프렌 （in MEK） 155.0
50% 三鹽化초산 (in Toluene) 40.0

DC・特公昭36-88 重量部

아크릴산이소옥칠모노마 163.0
에틸아세데이트 248.0
BPO 0. 62
아크릴 산 6.8

上記 混合物은 N2 개스中에서 교반하여 6시간

55℃에서 점조한 용액의 樹脂가 된다. 다음

에틸아세데이트 79.0
BPO 0.6

올 첨가하고 61C에서 5시간 반응 시킨다. 용액 

을 280部의 펜탄으로 회석하면 피복가능한 점도 

가 된다.

X Primer 重量部

에폭시수시 （mp 10℃） 1.0
다관능아민重合體 （例 파사 및 드 115） 1. 0 
니트릴고무（70部 부타디엔 30部 AN 공중 

합물） 2. 0
토루엔 또는 MEX 適量

⑥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X. U.S.p. 3079278 重量部

無定形 PP의 口一헵탄 10%용액 10.0 
하이 드로디 에 네 테 이 트아버 에 틸 알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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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薬品 패키지와 消費者

任 世 淳

太平洋化學（株）開發部

商品이란 消費者가 받는 膳物

膳物은 神도 설득시킨다고 한다. 그만큼 필요 

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두 배 이상의 恩惠가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企業이 생산한 商品은 그 

것을 필요로 하는 消費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 

나의 값진 선물일 것이다.

이처럼 값지고 은혜로운 상품을 소비자에게까 

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패키지가 주는 

特性 내지는 이미지가 상품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겠다. 그러므로 상품이란 

그 자체보다 전달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가짐 

이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사람의 人品은 그 사람 각자가 지 닌 衣裳, 容 

貌, 言語, 行動에서 나타나듯 하나의 商品도 역 

시 그 상품이 지닌 패키지의 特性이 모든 內容 

까지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商品의 特性과 이미지를 어떻게 消 

費者에게 어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주로 

패키지 디자인의 꾸준한 硏究過程에서 하나씩 

이루어져가야 할 것이다.

더우기 特記할 만한 일은 商品 패키지의 다양 

한 디자인 활동이 60年代부터 活氣를 띠어 여러 

가지 로 시도되고 있음은 대 단히 반가운 일이 다. 

다만 한 가지 더 욕심 을 부리 자면 아직 까지 도 패 

키지의 대부분이 우리 나라의 消費大衆과 市場 

性에 밀착되지 못하고 外國의 어느 有名商品 패 

키지를 그대로 踏襲, 혹은 模倣하고 있음이 안 

타까울 뿐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충분히 우리 

나라 國民性에 맞게 消化시 켜 使用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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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과 消費者의 画數關係

醫藥品 패키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에 앞서서 

모든 기업과 소비자와의 背面에 깔린 관계를 알 

아 보기로 하자. 기업은 生產活動과 販賣活動을 

소비자는 기업이 주는 이미지 이상의 것을 바라 

는 觸角이 갈 발달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 

의 그 같은 촉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 다. 다시 말하면 패 키 징 을 동한 기 업의 이 미 지 

는 소비자의 촉각에 맞춰 여 러 가지 情報를 흡수 

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마아케팅 기회를 포착해 

나아감으로써 기업의 中樞役割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다.

醫藥品 패키지의 構成要素

醫學界의 어느 분이 쓴 칼럼에서「옛날엔 머리 

가 아프면 그대로 참아 저 절로 진통이 오기 를 기 

다렸고, 배가 아프면 따뜻한 손으로 문질러 낫 

기를 기다렸는데 요즈음은 곧장 약국으로 달려 

가 자기의 常識대로 그렅듯한 藥을 함부로 사먹 

어 종종 副作用이 나 다른 病을 새로 얻고 있다.」 

고 개탄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이것은오늘날우리 나라의 의약품이 매스미 

디어를 통해서 商業的인 宣傳에만 치중했지, 그 

藥品에 대한 올바른 啓導가 부족했고, 또한 소 

비자 역시 충분한 醫學知識의 결여로 약품을 남 

발한 結果라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의 약품에 

대한 認識度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강력히 어 

필되고 있음에 반해서 패키지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도요원한 實倩이 아닌가 생 각된다. 물론 

視聽覺을 종합한 매스미디어란 그만큼 傳達力과 

呼訴力이 실로 막강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의 

약품 패키지는 다른 分野의 패키지와는 다른 次 

元에서 취급되어 온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의약품 패키지의 構成要素인 個性的인 이미지와 

호소력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하나의 의약품은 그 특성과 기업 이미지, 

藥效 둥을 識別할 수 있는 陣列效果, 廣告效果 

를 결부시켜 거기에 적합한 패키지 디자인이 필 

요할 것 이 다.

個性과 傳統을 지켜온 패키지

의약품 패키지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個性 있 

고, 기업 이미지를 잘 지켜온 메이커를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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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韓洋行, 韓獨藥品, 鍾根堂 둥일 것으로 생각 

된다

이들 메이커는 外國의 유명한 醫藥品會社와 技 

術提携, 혹은 原料導入으로 의 약품 패키지까지 

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 물론 다른 메이커들의 

경우도 대개가 외국과 기술제휴, 원료도입 둥을 

들어 패키지 디자인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 

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소비자의 眼目에서 볼 때 이같은 패키 

지 정책은 그들 기업의 이미지를 깊이 인식시켜 

준 것도 사실이며, 막대한 廣告費에 편승하여 

소비자의 信賴를 더 한충 높여 준 것도 사실이 

다.

하나의 기업이 오랜 기간을 두고 지켜 온 상징 

적인 패키지 디자인이나 모든 상품 패키지에 걸 

쳐 내세워온 Symbol Color로 소비자에게 그 메 

이커의 公信力을 심어 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속 

단하기 쉽지만 그같은 고집의 배경엔 디자이너 

들의 보다 깊은 연구활동과 개발能力이 어떤 規 

制에 묶여서 항상 踏步狀態에 빠져버릴 우려성 

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로운 패턴으로 

個性을 살린 醫藥品 패키지

시중약국의 진열대 위에서 그 의약품 메이커 

의 傳統이나 Symbol Color에 구속올 받지 않고 

자유로운 칼라나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패키 

지도 많이 있다.

日東製藥에서 내놓아 오랫동안 소비자의 耳目 

에 깊숙히 파고 든「아로나민」, 東亞藥品의「치 

옥탄 에스」, 同和藥品의「판콜 에이」둥의 패키 

지 가 그 비근한 예이다.「아로나민」패키지의 경 

우는 그와 유사한 營養劑의 패키지에 비해서 칼 

라가 너무 요란스럽거 나 천박스럽지 않고 陣列 

效果를 충분히 살려 호감을 사고 있는 패키지이 

다. 이 패키지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大衆의 

視聽을 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래 생각하고 

애쓴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칼라로 처리된 디 

자인은 자칫 싫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흠이 되는 

데 이 패키지의 경우는 그것을 의식했음인지 金 

色과 빨강색 사이 에 白線으로 재치있게 처 리해 

줌으로써 한결 심플한 멋도 보여 주고 있다.

「치옥탄 에스」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한 디자인 

으로 횐 空間을 많이 할애하여 視線이 집중하는 

赤色의 圓形 속에 藥品名을 白字로 돌출시 켜 전 

체적으로 난잡하지 않고 시선올 멎게 하는 좋은 

예 라고 하겠다. 애 당초 자신 없는 기 교따위는 가 

급적 생략해 버림으로써 이처럼 효과적인 이득 

을 노릴 수도 있다.

「판콜 에이」의 패키지도 다른 感氣藥 패키지 

에 비해서 단단히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 

고 있다. 감기라는 病의 性格과 거기에 부담이 

되는 색깔을 피하고, 그 用途 및 분위기를 간단 

명료하게 잘 나타낸 예라고 보겠다.

또한 이들 패키지가 주는 공통된 이미지는 藥 

品名과 바로 직결되는 位置에 알맞은 級數로 企 

業名을 넣어 줌으로써 메이커와 약품을 동시에 

어필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商品에 대 

한 광범한 사항은 說明書나 廣告媒體에 맡기고 

패키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시각 

적 인 부담올 덜고, 보다 적극적 인 호소력을 발 

휘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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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品 패키지의 說明文

모든 商品의 패키지엔 그 상품의 用途나 特性 

둥올 알려 주는 설명문이 있기 마련이다. 化粧 

品이나 食品 둥은 패키지의 적 당한 空間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패키지 공간만으 

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說明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자세한 內容은 別紙說明書에 적 

고 있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그런데 筆者가 본 의 약품의 패키지에 수록된 

설명문이 나 별지설명문이〈무슨 말인지 잘 모르 

겠다〉거나 필요 이 상의 漢字와 外來語를 그대로 

直譯해서 옮겨 놓아 있으나 마나한 설명문이 흔 

한 것 같다.

醫藥品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人間의 生命과 

直結됨으로 이처럼 중대한 使命을 항상 잊지 않 

는다면 성의 없고 불친절한 설명문에 대한 功過 

는 그•대로 묵인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귀울림」을「耳鳴」으로 적는다거나 

「마른버짐」을「乾癬」으로「가슴두근거 림」을「動 

悸」로 적는 둥〈자기들이나 알만한〉설명이라 

외면당하기 쉬운 말은 피해야 하겠다.

우리 나라 말은 대개가 漢字에서 그 뜻을 빌 

어 쓰는 경우가 많으나, 慣用語로 된 한자에는 

가급적이면 한글로 쓰고 이해가 곤란한 漢字는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

대부분의 賣藥은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 

고 그 약품의 說明文은 반드시 읽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說明文을 펄쳤을 때 낯선 外來語의 

濫用과 이해가 곤란한 漢字로 일관된 설명문 

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더 러 

오히 려 혐 오감을 주는 수가 적 지 않고 또한 메 

이커의 專門家가 지시한 用法을 무시한 채 나름 

대로 사용하는 불행올 초래하기 쉽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탁월한 藥效, 보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디자인의 패키지, 完製品으로서 손색없 

는 商品이 설명문 한 줄 때문에 그 상품 뿐만 

아니라 企業의 이미지에 不信올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醫藥品의 패키지와 설명문을 굳이 별개 

의 것이라고고집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만 한 

메이커가 내는 상품이란 극히 상식적인 範疇 안 

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별개의 부분으로 

갈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우기 醫藥品이 라고 하는 특수성 을 고려 할 

때 애매한 文章, 誤記, 誤字 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콘택 600에는 約 600個의 粒子가 含有되어 있읍니 

다. 美國 Smith & French社에서 開發된 Time Pills 

…“時限粒子”입니다. 各 粒子中에는 速効를 나타내는 

粒子와 徐徐히 崩壞하여 一定한 時間마다 效力을 발 

휘하는 粒子가 들어 있읍니다.」

「아로나민은 종래의 비타민 &과는 달리 아래와 같 

은 우수한 특수성 을 가진 활성 지속형 비 타민으로 피 

로회복, 활력증진은 물론 신경계 소화기순환계 둥의 

각종 질환에 이르기 까지 원인적 인 치료효과를 발휘하 

는 새 로운 비 타민 입 니 다.」

이 상의 두 例文은 柳韓洋行의 「콘택 600J 別 

紙 설명서와 日東製藥의「아로나민」의 別紙 설 

명서 文案 중 일부분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두 藥品의 설명문은 모두 文法上으로나 맞 

춤법 상으로 보나 아무런 瑕疵가 없으나「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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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의 경우 點線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태어 漢 

字로 쓰지 않아도 意味 전달에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技術 및 原料를 제공 

한 미국의 會社 名올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써 

주고 괄호 안에 原語를 기입해 주는 편이 누구 

나 부담없이 읽고 기 억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 각 

된다.「Time Pill…“時限粒”」부분도 文脈上으 

로 보면 어리둥절케 하는 부분이다.

「아로나민」의 경우는 文章이 너무 지루한 느 

낌을 주지 만 비교적 거칠지 않고 이해하기 쉽 게 

되어 있다. 다만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괄호 안 

에 漢字를 써서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친 

절을 베풀었더라면 한결 더 좋은 설명문이 되었 

올 것이다

이상의 두 예문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성의가 

있고 친근감을 주는지 잘 비교가 될 것이 다.

패키 징 은 마아케팅 과 함께 존재해 왔다. 따라 

서 패키징의 중요한 한 부분인 說明文도 함께 存 

立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키지는 商品의 불가분 

한 구성 요소로서 존재 한다는 점 을 기 반으로 內容 

의 보호와 특성의 助長을 고려하여 生產性, 標準 

化, 新規性, 機能, 輸送, 陣列, 廣告性 등을 충 

분히 연구, 검토하여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를 위 

한 商品, 소비자에게 전달시켜 즐거움을 주는 

패키지로서의 任務를 다해야 할 것이다.

信賴와 安心율 주는 패키지

소비자는 지금 廣告時代 속에서 살고 있다. 

그처럼 광고는 소비자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 消費大衆으로 하여금 그 상품의 性格, 種 

類, 用途, 使用法 등을 識別케 하는 生活情報 

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수 

단으로서의 패키징은 더욱 중요한 바가 있다.

의약품 패키지처럼 디자인에 있어서 개성적인 

칼라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대중 속에 부각 

시 켜 소비자에게 信賴感과 安心을 높여 주는 패 

키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패키지의 개성 

적 인 칼라 (Symbol Color) 化는 자칫 디 자인 정 책 

에 보다 進就性이 없고 안잍한 사고방식으로 일 

괄 처리하여 결국은 기업 이미지 전달수단 밖에 

제 구실을 못하는 우려를 전혀 제거할 수 없계 

되는 것이 흠이기도 하다.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업칼라 정책도 

좋지 만 그 基論 위 에 보다 새 롭고 다양한 칼라 

의 패키지 디자인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獨創性에 의한 부단한 노력과 소비자와 사회구 

조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냉철한 비판과 定 

評으로 얻어진 패키지 디자인은 기업의 이미지 

를 부각시키기에 추호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 

라 社會의 公器로서도 그 所任올 다하는 것이라 

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지나친 技巧로 예술적인 측면만 

올 고집한다든가, 일방적인 商業性만올 고집해 

서도 안되겠다.

기업의 傳統과 特性 위에 상품의 패키지 자체 

가 갖는 形態, 色彩, 線面, 空間처리 및 內容物 

의 表示, 商品名, 商號 등을 보다 아름답게 조 

화시 켜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완성된 패키지는 이미 廣告媒體로서의 기 

능을 훌륭히 발휘 할 뿐만 아니 라 오늘날 우리 나 

라의 소비대중이 요구하는 패키징일 것으로 믿 

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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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告時評⑩

李 規 用
코오롱商社（株） 贩促留

1968년 이 른바「弗素 치 약 競爭」을 일으킨 樂喜化學 

（現在 럭 키 ）의 平和油脂에 대 한 弗素치약 商標權無效審 

判請求訴訟을 상기 시키 는 럭키의 불소럭 키치약廣告.

당시 樂喜化學은 代理人 변리사 張龍植씨를 통하여 

시장도입 2년에 이른 平和油脂의 불소치약을 걸어 ① 

弗素는 化學記號 F2의 일반적 화학명 칭 이 므로 화학물질 

의 보통명칭은 상표로서의 特別顯著性이 없고 ② 弗素 

자체 가 商品의 성 질을 표시 하기 때 문에 치 약업 자가자 

유롭게 사용하여 야 하며「결코 獨占할 수 없는 용어」 

임을 주장하고 나와, 그해 10월 特許局으로부터 審判 

被請求人 平和汕脂 （代理人 변리 사 신태 악）의 불소치 약 

을 완전히 굴복 시켰었다.

그 이 래 승승장구한 럭 키 치 약은 한 때 유한치 약의 주 

적도 물리치고 이제는 경쟁상품조차 없는 全盛時代를 

구가하고 있다.

廣告를 통하여 當代 시 장을 누비 던 名製品을 알 수 

있고 企業의 盛衰, 商品의 明滅를 훑어볼 수 있는 좋 

은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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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셔닝 廣告는 이를 테면 자기제품의 市場셰어나 

知名度를 솔직 히 이 야기 하는「분수에 맞는 호소」이 다.

부산삼립식품은 서울의 三立食品과는 同名의 他法人 

會社로 알려져 있는데 商標를 共有키로 되어 있어「가 

끔 出稿源이 혼동되는 때가 있다.

이 廣告는 中央紙에도 가끔 소개가 되었던 日本廣告 

와 똑같은 아트, 거의 같은 카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생 각하면 놀라울건 없어도 廣告가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는 이 때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을까 싶다.

企:殴"i伐 匕G究볶GN心:工 正L ＜、情 限G任;호 匕 

出丄、?）〃方리“加; 口似 力二生尤나 十。

敕「二£•口、情帳艺伝， 

心G 力: l、仆 키公言 호"〃 马二 九

丿一％，・•，夕•:貝：二，，一＞0 /6・个金吐

博報堂

미래의 우리들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은 지금 

당신이 아닙니다
바호 당신의 뷔여 W 어린이사 F 산3 工-& 마£가 함、「二 :，:善이 
커 긴배 우리의 2세七 바보 내 가 川 는 것钉 너다.
이치 상립*;若이서는 卒니의 2셰-* 위하여 낭시이 嚎욘 叫 견은 기。! 디고 
있오니나.
시-* 난 신시 岂 $-普 ； 미，; 의 岂 2d 성 二! 之 二i C；여 丁; 7 ：' ■:、'卜 :-
시 시 않。.시 d 3 寸 ?
그리하여 난、二个丁: 门 마言이 바工 낭시-츼 마-2-이 川巴 c 니力.

주부에게 드리는 보너 스 
500 삼립가족 가꾸기，
반년동안 월간 주부교양지를 보내드립니다.

삼Q 시웅-에 서 ..- 주界一:「시 : 亠 门 ♦ 르 커 三;，卜이" 3 0 0 /：■ 〜 A- 선 징 아 
기로 바었욥니다.

500 가* 사귀 기 2T（•에。니 八 二7-.包工!은 지•丨 川시 V々에 工 이 ＜ A J 
서♦- 겅하히 기배하여 •손-사 깅弋早w 寺 U 아이 G 600가1::- T 정 
하여 애달 반년동안 원산 十사-二앙지느 •니.너드闵:入고녀다. *
응모거간은 7电26일〜 9실 5일 까치입니이.

시 랑종导 ： 밑 크식 짱. 工이 시 망. 사，:; ① 마. 工 ； 시 吧" 大 丿（*）

•+ 도시: &■◎기회시 부 u시•헤누빈혀틍 1«巾의 x gWL* *加» 习핞 SXttllT

立

L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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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럽게「천연원료로 만듭니다」라고 캠페인을 벌 

인「미풍」에, 「천연원료로 만든지 20년」하며 味元이 

장을 받았다.

宿命的이라는 表現이 실감나는 미풍과 미원의 싸움 

은 商品競爭의 한 斷面이 아닐 수 없다.

멍 군을 둔「미원」은 한 술 더 떠 조미 료 제조공장의 

單位 커 패 시 티 와 플랜트 수출까지 들고 나와 佳境을 이 

루고 있는데 번번히 캔페 인을 일으키 는「미풍」은 年前 

의 그 유머러스하고 코믹한 廣告表現 展開에도 불구 

하고 설당 파동 때마다 둘러리 얹혀지는 反感 때문에 

근본적으고 廣告外的 賦件, 이를 테면 公企業으로서의 

對消費者 퍼블리시티가 앞서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는 않으나「오리엔트 가방」과 

「펭 귄 가방」의 싸움도 바로 이 런 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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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決意
----세계의 戮Z, 세계의 口1린口豊 谑專에서---------

牛也紀의 오런 厂史----------- - .

젓刷 信用. 눠처 仁甩 삿:짜도 倡用 

«用만으로 一貝&二 不少:屮 M는 

1”5亡蒙 71：4 川세오1 펲시《PEPSI） 
竹冉으; 미린다Uhrixda; 農 生工•贼責 

刃로 하H돔 

요으로 无二二二 미시，; 口1린다 ■ 
드门거비 ■>!와 匚也;어 노다좋은 品 

M. 보다 낳E 人;닌.;스포시 a 强 W욜 
a할 ■大한 決蒯皆 匚「工웈니다.
두꺼비 Mn* 人｝밍3는 门莒뮬 윂시 j 
와 미란다에도 叁께 해 두시y・ 부 ? 
힉三립니다. 긴사z 니다. :

员部오盤 N 三림.

廣告가 企業과 商品의 重要한 情報手段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게하는「重大決意」

酒類 綜合메이커 眞露酒造가「펩시」와「미린다」를 

인수 하였다는 내용이 다. £（일요신문 2. 2. '75）

일망타진/
설사약을 따로 넉율 퓔요가 없 

유니다•끼니*.거르며 멱번쎠 

약율 쓰지 않아도 디 니다.

인기증•위장장해외 위험으 느 

낄 이유도 언읍니다.

번거돕고. 비능遛저인구총외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인밍 타잔 （一納打 範） 구총•시대， 

종근당의 새 広範囲斤虫剤 피콤 

으도 희专•요충•십이지장충윤 

인망타진하십 시오.

한빈만 며어도 외专•요충•시 

이지장층-온-올론、일반구충게 

星•:丁 k除가 안되는 아메리카* 

釣虫까지 잡아 냅니다.

어 긴이가 먹기종게 맛좋은 핓 

콤시러도 마면외어 있읍니다.

신 광범위 구충제

지 난 해 일러스트레이션 表現으로 화제를 모은 종근 

당과 한독약품의 시리이즈 廣告. 종근당은 코믹 터치 

의「필콤」, 한독약품은 탐구적 인 素材연결을 한「훼스 

탈」로서 대 조적 이 나 가장 우수한 企劃物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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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工部公告第7827號

第10回 大韓民國商工美術展覧會 開催公吿

第10回 大韓民國 商工美術展覧會 開催要綱을 다음과 같이 公告한다.

1•主 催：商工部

2• 主 管 : 財團法人 韓國디자인包裝센터

3 .展示期間：1975年6月5日〜6月18日

4 .展示場所：國立現代美術舘(德壽宮內)

5 .出品部門：第1部商業美術部

第2部工藝美術部 

第3部工業美術部

6 . 出品資格 :制限없음

7・作品內容：

가. 量產이 可能하고 輸出增進에 寄與할 수 있는 

獨創的 디자인 作品 또는 改善作品

나. 에너지 및 資源節約과 輸入品 代替에 寄與할 

수 있는 아이디어 作品

다. 새마을 工場 振興을 위한 아이디어 作品

第1部商業美術

(1) 廣告 디자인

-L 포스터 : 商品 및 產業 P.R. 資源節約 啓蒙, 觀 

光宣傳, 國民總和 및 새마을 運動啓蒙 

카렌더, 카다로그, 新聞 雜誌, P.O.P廣告

(2) 包裝 디자인

商品箱子, 容器, 包裝紙, 商標 둥

※廣告디자인 및 包裝디자인 作品에는 可及的 實 

存하는 主體를 明記할 것

第2部工藝美術

(1) 輸出可能한 工藝品(土產品 및 民俗工藝)으로 

量產可能하며 價格이 合理的인 作品

(2) 外國觀光客의 嗜好를 充足시킬 수 있는 觀光 

紀念品

(3) 輸出用 工藝品의 디자인 改良作品

第3部工業美術

(1) 輸出可能한 一般 工產品으로써 量產可能하며 

價格이 合理的인 作品

(2) 輸出工產品의 디자인 改良作品

8. 作品規格 및 製作要領

第1部商業美術

가. 平面作品

① 全紙 (73cm X 103cm) 1枚 단위로 1枚 또는 2枚,

두께 30mm 이내의 판넬에 附着할 것 

※판넬에는 액자를 할 수 없음 

나. 立體作品 一

① 作品陳列 使用面積이 全紙 1枚 이내일 것

② 作品과 별도로 說明판넬을 同時 出品할 것 (판 

넬 規格 : 全紙 1枚)

第2部工藝美術

가. 規格에 制限없음

第3部工業美術

가. 規格에 制限 없음

나. 實物 또는 模型의 設計圖와 透視圖를 판넬에 

附着하여 作品과 同時 出品할 것 (판넬 規格 : 全 

紙 1枚 또는 2枚)

다. 量產時(1,000개 生產單位)추정생산 단가를 판 

넬에 明示할 것

라. 가급적 作動이 可能하여 기능을 審査할 수 있 

을 것

9.出品制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作品은 出品할 수 없다

가. 國內外에서 이미 公開發表된 作品

나. 模倣性이 濃厚한 作品

다. 公序良俗을 害친다고 認定되 는 作品

10.

가.

나.

4.라

】
4.

出品節次

出品願書配布處

商工部 디자인包裝課

財團法人 韓國디자인包裝센터

各市道商工會議所

各美術大學

願書配布 및 作品接受期間

願書配布 ： 1975年 3月 10 日부터

作品接受 : 1975年 5月 22日〜5月 25日까지

出品接受場所:德壽宮내 행 각

出 品 料 : 作品 1種當 1,000원 (接受時)

出品上의 留意事項

生產業體의 出品作品은 디자이너의 姓名을 

明記할 것

2人 以上의 共同名義로 出品時에는 代表作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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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明記할 것

11 .作品審査

가. 審査機構: 關係機關과 斯界 權威者로 構成된 

商工美展審査委員會

나. 審査基準:

① 創意性 : 公告第7項 各號에 適合한 內容의 作 

品으로서 아이디어가 嶄新한 디자인作品

，② 實用性 : 機能이 優秀하고 需要度가 높은 作品

” ③ 生產性 : 量產과 輸出可能性이 높은 作品

④ 經濟性 : 耐久性이 있고 生產費와 販賣價格이 

合當한 作品

다. 審査期間 : 1975年 5月 26日〜5月 27 H

라. 審査發表 : 1975年 5月 31 日

12 .展示作品

가. 入選된 作品

나. 審査委員 및 推薦作家作品

다. 其他 商工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되 는 作品

13 .施 賞

가. 日時 : 1975年 6月 17日

나. 內容 :

區分 勲 格 數量 副 賞

般 

出 

品 

部 

門

大統領賞（最高賞） 1
1,000,000원 海外 
旅行經費 補助 및 
金데 달

國務總理賞 1 500,000원 및 金 
메달

副總理兼經濟企 
劃院長官賞

1 300, 000원 〃

商工部長官賞 3 200, 000원 〃

文敎部長官賞 1 200, 000원 〃

韓國디자인包裝센터 
理事長賞

1 100, 000원 〃

大金商工會議所 

會長賞
1 〃 //

韓國貿易協會會長賞 1 // //

特 選 點
外 內

銀메달

入 選 若干 銅메달

推薦作 

家出品 

部門

大會長賞 1 500,000원 및 金 
메달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賞 1 100, 000원 〃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會長賞

1 i // 〃

14 .特 典

商工美展에 出品된 優秀作品을 輸出 또는 實用化 

하는 경우 다음 事項에 對한 行政支援의 特典을 부 ? 

여한다. i
가. 製作에 所要되는 資金支援 ।

나. 施設機材 導入支援 ?

다. 輸出의 날 表彰 !

라. 디자인 開發을 위한 硏究費 보조 및 海外派遣 ；

마. 其他 行政支援 :

15 . 優秀 디자인商品 賛助出品 및 展示 
I

가. 商工美展 1,2,3部에 該當하는 內容의 優良國 ； 

產商品 :

나. 賛助出品된 商品은 審査委員會에서 選定된 것 ； 

에 限하여 展示함 i

16 .作品搬出 j
I

受賞作品은 次期 商工美展 開催時까지 作家와 協 ! 
議하여 主管側이 保管 管理하며 餘他作品은 다음 期 \ 

間內에搬出해야한다 ；

※期間內 未搬出作品은 主管側에서 任意處理함 ?

가. 展示作品 :展示終了（巡廻展示 및 賛助展示包 j 

含） 後 10 日 이내 ：

나. 落選作品 : 審査發表 後 10 日 이내 j
j

17 .地方巡廻展示 ；

釜山：1975年6月24日〜7月3日 j

大邱：1975年7月7日〜7月14日 i
※開催期間은 사정에 따라 調整될 수 있음 I

is .其他事項 ；

I
가. 作品製作을 위하여 韓國디자인包裝센터 工作 ?

室을 實費로 活用할 수 있는 편의를 提供함 I
나. 其他 상세한 것은 主催 및 主管處에 問議바람 ; 

다. 連絡處 : 商工部 디 자인包裝課 70-3536 ；

韓國디자인包裝센터 振興部 I
（直 74-3502,交 73-5375〜8 ?

i
附則 ;

이 公告는 公告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i

1975年3月4日

商工部長官張禮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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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設 展示홀

则恻 상설 전시 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伽则

당 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수출 사업을 돕기 위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해외 간행물과 캐탈록 및 팜프렛을 비치하여 항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과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문 

제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선진국의 디자인과 포장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설 전시 홀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당 센터 개발품 중 

우수한 작품과 해외 우수 디자인 포장 상품이 전시되어 있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관과 이용을 기 다리고 있읍니다. 수출사업의 가장 취 약점 

인 디자인과 포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선진국 수출상품의 패턴은 무 

엇인가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수출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포장
1駿:張 盛 煥 j

發 行 所: 잠둘한국디 자인포 장 세터 ；

； VOL. 6 No. 1 （通卷第 20 號） 本社 : 서 울特別市 鍾路區 蓮建洞 128 !
TEL 砥）5375〜8 !

； 登錄日字 1971年 1月14日

! 登錄番號 바一369호

工場 : 서 울特別市 永登浦區 加里峯洞 第2工業團地 ； 

TEL 直通 ® 3839 • 2989 • 3418 !
釜山支社：釜山直轄市釜山鎭區鶴章洞261〜8 ；

TEL直通⑨1485〜7 .
； 1975年 3月25日 印刷

] 1975年 3月30日 發行 印刷製本：三科印JW林式含社 ；

〈非賣品〉!



事業案内

1 .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輸岀産業 支援의 보다 円滑한 促進을 위 

하여, 全國 各 主要部市에 地万連絡事務所를 두는 한편 釜111地 

区에 는 支社와 直脅 L身을 設置 運皆하고 있 읍니 다.

2 . 当 센터는 다음과 같은 嘉業을 위해, 相談 窓口를 항상 여러분 

에게 囲放하고 있읍니다.

a. 輸岀戦略商品과 地方特産品에 대한 各 業体와의 共同 研究囲發

b. 原価節减, 商品의 品質保護 및 購買窓慾을 提岛키 위한 각종 

包裝의 디 자인과 設計

c. 輸岀 및 内需用 각종 商品의 디 자인

d. 포스터. 카탈로그, 캘 린더. 라빌 둥 각종 그래픽 디자인

서울 第2 工業団地에 자리잡고 있는 선터 直営工場 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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