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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우리 나라의 輸上H増大와 여러분의 总速한 

企業成長을 돕기 위하여, 輸岀 및 内:后用 曲品의 疡級化를 促成하 

는 國内 唯一한 公益機關입 니다.

본 센터는 輸岀業体에 대하여, 國際規格의 優秀한 輸出品用 包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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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門의 改善 向上은 물론, 各種 展示와 岀版事業, 國際文流 둥 綜合的 

인 振興政策을 活發허 展開함으로써, 國家経済 發展과 業界의 國際 

競争力 強化에 積極 이 바지하고 있읍니 다.

선I터 本社 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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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紙対話

滿朔한 가올이

빨간, 노란 가슴올 풀어헤치고 

山의 노래를 合奏하고 있다.

가을나그네 여 /

온갖 憂愁와 煩惱를 털어버리고

이 제 우리

満山紅葉 丹楓속을

힘차게 누비어 보자.

Art Directer

Design

Logotype

崔乗千 

趙鉉呼 

崔榮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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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PC Photo Ne幣

金鍾泌國務総理 当센터 視察 (1973. 7. 26)

当 센터 資料室에서 資料 및 作業過程을 주의깊게 살펴 보시는 金鍾泌 國務総理

当센터 常設展示홀의 開発品들을 돌아보시는 金鍾泌國務総埋



KDPC Photo News

朴忠勲貿易協会長 当센터 訪問 (1973. 6. 29)

当센터 디자인 開発室에서 디자인 作業過程을 관심깊게 돌아보는 朴忠勲 

貿易協會長

当센터 理事長室에서 事業概况을 청취하는 朴忠勲 貿易協會長



当센터 示範工場 誌上紹介

常

센터 示範工場全景（영등포구 구로동 수출공단内）

年間生産能力 24,000,00001^1 코러게이 터（골板紙 製造機 2基）





—定한 크기의 골板紙 切断機

다이 커터（여러가지 規格에 맞 

춰 골판지를 자르는 기계）

스텟칭機（봉합기계）의 作業光景



폴리백印刷를 위한 동판졔작실

製袋機（印刷된 원단이 자동적 

으로 製袋됨）

生産된 스티로포르, 폴리백 

골板紙제품들



골판지 원단



第3回全國観光民芸品競進大会受賞作

지 난 9月 7 日부터 9月 26日 까지 徳壽宮（ 행 각전시 장）에서 韓 

國農家工産品開発本部主催，商工部，交通部，内務部後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협찬으로 観光民芸品 競進大会가열렸다. 

展示된 作品중 受賞作 一部를 소개 한다.

大統領賞「귀금속 및 보석가공」

國務総理賞

「어룡형 주전자」



内務長官賞「완자문입 고리 화병」

國際観光公社社長賞「주전자 및 청자상감탁자」 交通部長官賞「고적풍경」



大韓商工会議所会長賞「인 초방석」한국디자인 포장센터理事長賞「신천지 B」

文化公報部長官賞「주병 셑」



世界優秀商品展示会誌上展
商工部 主催, 大韓貿易振興公社 主管의 世界優秀商品展 

示会가 지난 8月 1日부터 8月 13日 까지 韓國貿易会舘 

2層에서 開催되었다. 이중 몇점을 誌上 紹介한다.

「턴 테一블」서독

「유리 컵」아일랜드



「자동차」미국

「탱크」이태리



〈巻頭言〉

보다 새 로운 디자인 包装의 開発

理事長張盛煥

가을은 結實과 收穫의 季節입 니다.

熱心히 일하고 思索하고 努力한 만큼의 補償을 期待할 수 있는 季 

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果然 얼마만큼한 收穫이 주어질 것이며, 또 앞으 

로 더욱 빛나는 結實과 收穫을 爲하여 準備할비젼이 무엇인가를 生 

覺해 보아야 할 季節이라고도 生覺합니다.

輸出立國의 指標아래 發展의 度를 倍加하고 있는 우리의 經濟座 

標는 輸出 目標 達成을 向하여 온 國民의 協同된 努力으로 一歩 또 

一歩 그 標高를 높여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努力의 가운데는 모든 産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 디자이 

너들이 寄與한 役害U 또 軽視할 수는 없을 것이 라고 生覺되지 만 한 

편 急速히 變貌하며 高度한 次元으로 發展해 가고 있는 現在 디자 

인의 社會에서 便宜와 模倣으로 滿足을 가지며 收穫을 期待하고 있 

지 나 않은지 스스로 돌이 켜 生覺해 보아야 겠읍니 다.

오늘날 現代의 物質文明속에 서 侵害 當하여 가는 自然과 人間을 

回復시 키고 物質과 마음의 世界를 調和시 키 는데 디자인의 役割, 디 

자이 너들의 使命은 實로 重大하다고 力説되고 있春니 다・

때 문에 디 자이 너 는 勿論 이 와 関駢된 産學 各界는 좀더 視野를 넓 

혀 周圍의 變動을 敏感히 파악하고 自身들의 位置를 正確히 認識하 

여 自覺할 수 있는 努力이 더욱 要請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 겠읍니다.

디자인은 마음의 表現이 라고 합니 다. 언제 까지 나 先祖들이 남긴 

디자인을 자랑하며 滿足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겠읍니 다.

우리의 오늘의 디자인이 우리 文化를 継承하고 韓國을 萬邦에 자 

랑할 수 있는 媒体로서 보다 많은 誕生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 

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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菊唐草柘榴佛手相胡蝶文板

薜国의 古糸文様③

菱花板 李 准 求
度立博物館美術課

菱花板이 란「책 뚜껑에 마름의 형상을 박아내는 木板」이라고 百科辭典 

에 적혀 있다. 이것은 단지 菱(凌 •菱)字의 단순한 해석에 不過하며 왜 

菱花板이란 명칭이 붙었는지 아직 상고하지 못하였으나 마름 以外에 상 

당히 많은 기본 형태의 문양이 이 능화판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菱花 

板이란 册 表紙의 裝禎文樣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무늬의 증류나 

木板의 규격에 따라서 用途가 다른 것 같다. 따라서 보자기 壁紙 반자紙 

册表紙等 板의 크고 작은 것과 여러가지 支樣의 목판들을 통털어「능화 

판」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菱花板에 쓰여진 무늬들은 대 략 븐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로서 

韓國人의 紋樣好尙이나 그 思想的 바탕을 엿볼 수 있으며 朝鮮王朝的인 

韓國美의 하나의 본바탕이 여기에도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체로 菱花 

板의 圖紋을 類型的으로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幾何學的으로 구성된 무늬의 반복만으로 이루워진 單一紋 

樣體의 것과

(2) 일정한 上記⑴의 地文 위에 主紋을 곁들이는 것

(3) 여러가지 사실적인 것에서 양식화 도식화되어 전개되어 나가면서 

板面을 데꾸어 나간 것. 이렇게 세가지 種類의 文樣이 있다.

•17*



(1)蓮唐草文板

(1)의 경우는 전술한바와 같이 일종의 기하학적인 文樣구성으로 龜甲 

文系 方圈文系 雷文系 七寳文系 氷裂文系 단순 花文系 瑞雲文系가 있고

(2)의 경우는 上記 (1)의 地文 의에 主紋으로 蓮花文 蓮唐草文 瑞雲 

文雲龍文菊花文壽福文太極文八掛文蝙蝠文雲鶴文鳳凰文瑞花文 

七寳文 花蝶文 百物文 佛手相文 仙桃文의 무늬를 單一體系 또는 複合的 

으로 布置하고 있다.

(3)은 唐草文系 長生文系 梅花文系 柘榴文系 花鳥文系 瑞雲文系 蓮唐 

草文系의 竹文系 文樣이 地文없이 이러한 문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 ⑶에서 이러한 主汶들의 圖案은 刻이 섬세하기 보다는 簡明 素 

朴한 맛이 特質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開刊年代가 알려진 册表紙用 菱花板 文樣을 

年代順으로 區分하여 文樣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蓮唐草文板

方圈文 바탕에 蓮꽂 연잎을 한 줄기 의 덩굴로 연결한 一種의 蓮唐草

(2)瑞雲七寶板

• 1 8・



文으로서 蟠蓮花文이 섞이었으며 圖案化한 紋樣으로 高麗時代 이래로 

연연히 이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時代에는 蓮唐草文과 寳相唐 

草交이 各種 裝飾意匠에 많이 쓰여 왔고 더 구나 佛經 佛敎 工藝品에는 

매우 세련된 蓮唐草文이 애용되었으며 朝鮮王朝時代에도 初期부터 그러 

한 好尙이 傳承되어 책 表紙에 常用되 었던 것이 아닌가 생 각듼다.

이러한 文樣의 사용 例는「周易參同契發揮」（14〜15세기）「大谷集」（1 
603年） 崇禎再丁未增廣司馬榜目」（1729年）「面陵誌狀」（1850年） 等이 있으 

며 이로서 보면 일찌기 15세기 부터 시작되어 19세기 까지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2 .瑞雲七寳文板

瑞雲文 바탕에 七寳文 즉 古玩 花卉 典籍 扇子 山氣 雲氣 기 타 吉祥文 

梭을 흔성해 이루어진 文樣을 瑞雲文을 배치하고 남은 空間에 적 당히 

안배한 文樣으로 文樣 자체는 中國 냄새를 풍기는 점이 많고 따라서 이 

러한 七寳物은 中國의 明板書籍에도 册表紙로 많이 사용되 었다. 이 文 

樣은「古樂府」（明板）에 사용 例가 있으며 16세기 부터 19세기 까지 사 

용된 것 같다.

3 .方圈文板

•19*



(5)卍字板

(6)斜格子菊花文板

(8)菱花雷文

• 2 0・



（10）幾何學文板

（9）梅竹文板

方圈文 바탕에 卍字文과 마름모꼴의 文樣을 적당히 배열하여 變化를 

주고 있으나 이 판은 큰 板으로 생 각되 는데 가로 세 로 양쪽이 짤려서 

變化있게 배열한 전체 구도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대개 方圈文은 斜格子雷文花板이나 斜格子百物文板등의 뒷면에 많이 

즐겨 새겨진 文樣으로 이러한 무늬의 사용 例로는「和陶詩」（1617年）「柳 

亭遺稿乙刻连對策」（昌寧縣開刊崇禎紀元戌辰九四年壬寅仲1748年）等 

이 있으므로 이러한 文樣은 16세기 부터 18,19세기에 걸쳐 많이 쓰여진 

문양으로 볼 수 있다.

4,5.卍字板

이 文樣은 卍字를 연결시켜 형성한 것이며 中國 蘇州地方에서 생산되 

던 비 단에 이와같은 무늬 가 있었으므로 蘇州緞紋이라고도 불린다. 따라 

서 이 무늬는 東西洋의 古代에 많이 널리 쓰여졌으며 우리나라의 고유 

한 무늬라기 보다는 中國 무늬를 도입해서 册表紙 비단 무늬등에 썼던 

것이 분명하나 여기 변화를 주어 여러가지 구성의 묘를 살电 것이 우리 

능화판의 특색 이 다.

이 卍字紋板은 卍字를 한번 돌려 연결시킨 것과 한번 더 돌려 （두번돌 

림연결시켜 준 것 등으로 여러 種類가 있다. 이러한 册表紙의 例로는 

「司馬榜目」崇禎三年乙丑冬（1630年）「圃隱集」英祖四五年（1769年）「冬 

郎集」（1899年）「靑權輯遺（續） （1903年）둥이 있으므로 대략 17세기 부터 

19세기에 걸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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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斜格子菊花文板

斜格子 안에 菊花舞을 하나씩 넣어 전체 분위기를 花板으로 만들었 

다. 이러한 文樣은 대략 17세기 부터 19세기 까지 사용되었던 것 같다.

7 .菊唐草柘榴佛手相胡蝶文板

菊花와 唐草를 主紋으르하고 中央에서 비켜 壽福康寧文을 安配하고 

마주 보는 한 雙의 胡蝶과 柘榴 佛手相文樣이 있으며 柘榴는 씨 가 많은 

植物로 남의 집에가서 子孫을 많이 보라는 의미에 시집가는 여인에 이 

불보나 보자기板으로 사용 되었다고 생각되며 대략 이런 文樣은 19세기 

경의 文樣이다.

8 .菱花雷文地文牡丹板

菱花와 雷文을 地文으로한 中央에 단순 소박한 맛이 있는 활짝핀 모 

란 한송이를 圖案化한 板이며 牡丹은 예로부터 富貴榮華를 상징하는 것 

으로 이 런文樣 역시 아불보나 보자기 文樣에 사용되었을 19세기 文樣 

이 다.

9 .梅竹文板

氷裂地文 위에 양식화된 竹葉과 梅花를 한줄 한줄씩 바꾸어 배열한 

文樣으로 竹은 東洋사람에게 있어 四君子의 하나로서 그 곧음과 간결함 

때문에 선비에 비유되어 널리 愛用되었고 梅花 역시 이른 봄에 피는 곷 

으로 그 향기가 대단하여 선비 방에 많이 애용된 것으로 보아 이것 역 

시 보자기판으로 사용된 것같다. 이 文樣은 19세기경으로 생 각된다.

10 .幾何學文板

이것도 一種의 二例로 듼 幾何學的 구성인데 一例는 두가지의 능형 

雷文 변형 이 반복 연속되 며 그 사이사이의 또한 一例는 다각 능형을 넣 

어 결국 3個의 主紋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삼각 연결부 위는 三角을 이 

용하여 변화를 주고있는 일방 先例이 1個 雷文 한 쪽에 만 3個를 雷文 구 

역내에 넣어 비대칭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큰 板의 갈라진 一部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자유자재로운 변화 

와 별개형의 첨가 구성이 우리 문양의 특징이며 더우기 여기 보이는 개 

체 능형의 大小의 不一, 線의 太細 등이 우리 문양의 특질이 기도 하다. 

이 文樣의 사용 연대 는 대략 18세 기 부터 19세 기 까지 사용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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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美의 継承 （3）
「신」（ 靴鞋）

李 亨 求
吏亞日報社文化財擔當

발을 가려 길을 걷기위한 신이 생기기는 아마 人類가 몸의 치장을 시작 

하면서 발에 까지 그 文明이 미쳤을 것이다. 西洋에는 紀元 수세기 전부 

터 가죽제의 신이 발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천을 사용한 신이 가죽제와 함제 발달되었다.

우리나라의 신의 형태가 처음으로 보이는 記錄은 後韓書, 魏書둥 支那 

史料에 보이는 것으로 紀元前의 史前時代에는 풀이나 칡덩쿨을 지져서 엮 

어 만든 草鞋（초혜）를 신었다고 한다.

이후 有史時代의 것으로는 高句麗시대의 壁書古墳에서 보이는 武士• 力 

士나 平民•。宮人男女의 服飾에 간혹 보이는 것으로 고구려인의 신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시기의 신은 풀을 엮은 신에서 상당한 진보를 보인 가죽제 

의 신이 보이고 천을 이용한 목이 긴 버선과 흡사한 신들이 보인다. 6世 

紀初葉의 무용총수렵도의 馬上武士의 신은 신의 콧날이 약간 위로 들리 면 

서 뾰죽하고 목은 발목위에까지 을라와서 끈으로 발목을 빙빙돌려 맨 화 

（靴） 라고 하는 신과 목이 없이 운두（雲頭） 가 짧고 콧날이 오똑한 이 （履） 

라고 불리는 신의 두 증류가 보인다. 이와같이 고구려시 대의 신은 고분벽 

화에서나 엿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유물로는 아직까지 출토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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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안다.

그리고 百濟시대의 것으로는 얼마 전 公州 武寧王陵발굴시 출토된 靑銅 

製의 식리 （飾履）가 발견된 적이 있다. 식리라 함은 신에다가 직접 조각을 

하던가 아니면 조각을 한 장식물을 붙인 것을 말하며,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장식용이 아니면 의식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 

은 청동으로 조각한 신이다. 이것은 전체 표면에 草花紋을 투각하여 파낸 

것을 雲頭가 짧고 앞부분의 콧날은 약간 하늘을 향해 치켜올린 형태를 하 

고 있다.

新羅시 대 의 신으로는 慶州 식 리 총 （飾攢嫁） 에 서 출토된 식 리 가 있으며 이 

는 운두가 없이 신의 바닥만 남아 있는 것으로 바닥의 테두리인 周綠부분 

에 불꽃무늬 인 火焰紋을 들리고 내부에는 거북이 잔둥의 龜甲文을 만들어 

여러 구분을 한후 그안에 다시 怪島, 거북이, 토끼, 鬼面, 雙鳥紋등을 浮 

刻으로 표현한 아주 섬세 하고 정 교한 工藝品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에 日 本에 소재 하고 있는 같은 시 기 의 것 으르 金銅履가 있는데 이 것은 표 

면이나 바닥면에 꽃잎이 여럿 달린 꽃의 모양을 선각하였고 특히 표면에 

는 영락（嘤珞）을달아더욱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들은모두실제 사용했던 

것은 물론 아니고 의례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新羅土器類의 土隕한쌍（李秉君소장）은 전의 상부에 천으로 만든 

목을 부치게된 구멍이 수개 보인다. 토리는 지금의 고무신과도 일맥상통 

하는 형태를 보인다.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에는 천이 나 목제의 신이 일반에서는 상당수 

사용했을 것이나 유물로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주로 천이나 목제의 부식 

보다 늦은 金銅아니 면 靑銅製의 신의 잔편이 간혹 보인다. 그리 고 이 당시 의

태사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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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流社會의 부장품에 금속제의 수식을 한의식용식리를 넣은 것으로 보아 

의식용의 장식처럼 호화롭게는 하지 않았을 다른 金屬製의 신을 가죽과 함 

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武人들은 주로 가죽제의 신을 사용하고 이 

밖에 一般人은 대개가 천이나 목제의 신을 사용했으리라고 본다.

이후 咼麗시대의 신은 신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 졌을 것이나 이는 

일반이 사용하던 草材나 木材의 것이 대부분이고 상민 이외의 上流사회의 

신은 그어느 시 대보다도 中國風을 많이 받아 들였을 것으로 본다. 특히 唐 

의 양식이나 宋의 영향과 함께 元制의 격식과 양식을 가장 많이 받아 들 

였을 것으로 본다. 고려시대의 복식제도가 대개는 唐宋과 元의 영향을 심 

하게 받아 들여 졌던 관계 로 신에 까지 도 물론 그러 했으리 라고 보나 당시 의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고려시대의 신의 발달과정을 끄집어 

내기는 극히 어 렵다. 고려복식이나 풍속이 가장 많이 記述된 徐兢의「高霍 

圖經」에도 신에 대한 서술이 없으며 또한 이시대의 遺物은 말한것도 없고 

당시 초상화나 벽화관계의 자료도 캄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李朝시대의 신은 아직까지도 그 습속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시기는 그런대로 韓國化된 樣式을 가지고 있다. 이조시대의 궁중용 신은 

지금의 반화 비슷한 끈을 졸라매는 적 사（赤舄）를 신었으며 六品이상 상급 

관리들은 黑皮鞋나 黑皮靴를 신었고, 하급관리는 黑衣靴를 신었다. 흑피 

혜는 운두가 낮은 검은 가죽신이며 흑피화는 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길 

고 끈으로 매게 되어 있는 신을 말하며 흑의화는 신의 발목밑 부분은 나무 

로 만들고 그 윗부분을 검은 천으로 이은 목이 긴 신을 말한다. 이외 宮 

中여인 馬皮鞋를 신었으며 일반상민의 아낙네들은 역시 草鞋나 木鞋를 신 

었다.

이와같이 兩班은 모두 皮鞋아니면 皮靴를 신고 일반 庶民층은 사회제도 

의 억 압으로 모두 皮草제의 신을 발전시키지 못한채 麻鞋（미투리） 草鞋 

（짚신） 木鞋（나막신）등을 고작 사용했다. 물론 이것은 날이 개인 날의 신 

들이고 비 가오면 양반이 나 상민간 또는 남녀 모두 진신인 木鞋（나막신）을 

신게 되었다.

이조 후기 에 내 려와서 는 일반서 민층에 서 도 가죽을 사용했는데 이 에 여 러 

종류의 신이 있다. 우선 남자의 신인 郎鞋로는 太史鞋, 검 정신, 장신 女一 

鞋에는 唐鞋, 雲鞋, 繡鞋둥이 있다. 이들은 근자에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우리 固有의 아낙들의 치마, 저고리에 어울려 한껏 멋을 

높여 주고 있다. 태사신은 모양이 女鞋와 비슷하나 여혜의 울이 오목 

하게 좁아 드는데 비해 즘 펑퍼짐하고 여혜의 오똑한 콧날과 매끈한 운 

두의 선에 비해 另鞋는 도틈하고 뭉퉁한 코와 느긋한 운두의 신이 다 

르며 마른신으로 운두를 가죽이나 비단 발주변에 두르는 헝겁을 밭라 

앞쪽의 콧날과 뒷쪽에 太史文을 넣은 것으로 양반이나 노인이 신었다. 검 

정신은 가죽바닥에 검 정천을 둘렀고 징신은 가죽에 들기름을 메 겨 바닥에 

는 징 （釘）을 박은 신으로 땅이 진날 신었다. 그리고 미투리 （麻鞋）는 삼 

（麻）이나 모＞시로 만들었고 짚신은 草鞋라고 하여 짚으로 만든 짚신이고, 木 

鞋는 자연목을 깍아 만든 나막신이 다. 이 들은 모두 상민이 신는 것으로 주 

로 農夫가 많이 신었다. 미투리는 짚신보다 질겨 오래 신을 수 있으나 그 

대신 짚신은 가벼우며 일하기에 편리하나 지구력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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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으나 굽이 놓고 보행이 불편한 것이 흠이다.

女鞋의 당혜는 비단이나 가죽의 앞코와 뒷꿈치에 唐草紋을 넣은 신으로 

울이 깊고 코가 태사신 보다 가냘프고 작아 그 線이 가지는 美는 대단하 

다. 대개가 고은 비단을 사용했다. 이는 주로 양반가의 아낙네나 부인네 

가 신었다. 운혜는 많은 비단무늬가 있는 布綿材에 콧날과 뒷꿈치에 각각 

다른 비단을 구름 모양으로 밭라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는 마치 제비 

부리 같다하여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하며 주르 여염집 아낙이 신었다. 그 

리 고 수혜 는 코가 하늘로 살짝 치켜 올라가고 울에 수단 （繡緞） 을 놓은 신 

을 말하며 이도 역시 여염집 아낙이 많이 신었다.

또한 어 린 男兒의 신은 주로 太史신이고 女兒의 신은 역시 唐鞋아니면 

雲鞋를 신었다.

이조 잔영의 하나인 이들 신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음은 더 

욱 옛것을 그•리게 한다. 그리고 이를 지금껏 버리지 않고 荣으로 傳承하는 

老匠이 서울 한구석에서 길고도 먼 藝와 匠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鐘路六廛에는 고무신에 나이론계를 발라 부친 야릇한 신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신을 잘 傳承하여 現今에도 옥색치마 저고리 

나 韓山세모시 치마자락 사이로 이아름다운 신의 다소곳한 예쁜 콧날이 살 

짝 들어 나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 고 5年前 모 큰 고무신회사와 

제화사의 간부에게 권고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韓國靴鞋資料館」이 

결실을 맺고 잃어져가는 우리 신이 발전 계승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들의 

史料가 정리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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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 外國의 都市나 서울을 비교할 때 서울 

이 周邊의 山을 갖고 있어 아름다운 都市지만 

그 속을 달리는 버스 둥은 美的으로 아름답지 않 

아 都市美를 害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버스는 그의 機能과 形態 

와 色彩 둥에 있어 늘 말썽의 대상이 되어 왔 

다. 가령 公害문제로 그가 排出하는 깨스의 문 

제 둥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더불어 解決되어 

야 할 것은 그의 美的 문제인 것이다.

그美的 問題란둘로 나누어서 생 각할 수가 

있다. 첫째 가 形態요 둘째 가 色彩이 다.

첫번째 形態문제는 버스 자체의 디자인과 관 

련되고 또한 生產能力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難點이 있다. 손으로 뚜 

들겨 만드는 生產過程에서는 디자인이나 美的 

處理는 바랄 수 없다. 과거 그리고 지금 거리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버스는 바로 이와 같은 

手製品이 기 때문이 다. 古鐵과 鐵板을 두들겨 만 

든 버스에다 아무리 좋은 色彩를 칠한다 하드라 

도 무슨 所用이 있는가 말이다.

1961년 5 ・ 16革命後에 서 울의 버 스를 大型은 

銀色, 마이크로型은 緋色으로 칠한 적이 있다. 

그때 크게 효과를 못본 것은 바로 낡아빠진 古鐵 

에다 칠만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버스의 色彩問題는 그에 앞서는 形 

態 및 製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化 

粧이 잘 어울리자면 皮膚色이 고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두번째 色彩문제도 그 칠하는 方法, 칠의 종 

류 그리고 配色關係 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지금 서울市內를 달리고 있는 버스의 現況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빛 잃은 行色에다 黃線을 두르거나 黃色에다 

靑綠線을 두른 不調和의 色彩를 지닌 버스는 서 

울 周邊에서 드나드는 市內 버스가 많다.

市內버스는하늘빛, 綠色, 비취색을바탕으로 

窓周邊은 白色, 그리고 天井과 下部에다 몇줄기 

靑 • 綠線을 보기 흉하게 두르고 있다. 그 초라 

한 모습은세련되지 않은시골 處女가 모양을 

낸것 같이 어색하다. 거기에다 글씨를 최대한으 

로 落書했다. 番號數字, 급, No. 56, 會社이름, 

行先地, 이들 글씨의 남발로 가뜩이나 불결한 

버스는 秩序 잃은 空間인양 어수선하기만 하다. 

앞에서 보아도 적어도 다섯가지 이상의 글씨의 

洪水, 側面 左右에서 보아도 역시 前面과 같은

市內버스의 전형적인 色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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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象, 뒤에서 보아도 글씨의 洪水, 이래서 버스 

는 거리의 不純物로 汚點이 된다.

觀光버스는 비교적 色彩管理가 잘 된것도 있 

지 만 黃色系에 赤色系線을 두른 몇몇 버스는 强 

力하지만 市民의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自家用은 綠色 灰色 둥 缺點도 없지만 長點도 

없는 水準이다.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高速버 

스 들이다. 그것은 色彩도 色彩거니와 形態가 

늘신하고 比例가 잡히고 바탕이 좋아 더욱 빛나 

고 있다.

外國에서 수입허은 外製버스는 生產工場의 색 

갈을 그•대로 지닌 것은 거의 水準以上이지만 그 

外製버스도 國內에서 마음대로 色을 다시 칠한 

것은 落第點이다. 그것은 버스會社의 간부나 經 

營者가 美學的으로 세 련되 지 않은 눈으로 色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색에 관해서는 專門 

家의 意見을 들어보고 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값싼 色이 나 大衆이 좋아하는 색을 칠하다 보 

니깐 지금같은 低級한 色彩管理가 되고 만다.

요사이는 現代自動車에서 生產된 버스가 市內 

에 둥장하여 한충 산듯해진 것 같다. 그것은 스 

카이 부루와 白色만을 쓰고 자질구례한 橫線을 

둘리고 바탕도 곱기 때문에 그러한 印象을 받게 

된다

3

• 그렇다면 그의 方案은 무엇인가, 물론 좋은 

버스를 만들자면 우선 좋은 自動車를 만들 수 

있는 工業力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각종 

高速버스가 그런대로 水準以上에 머무르고 있다- 

는 것 자체가 그 高速버스를 만든 西獨, 美國 

日本둥의 自動車工業에 발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自動車工業은 초기의 드람관을 뚜들겨

서 만든 시대로부터 鐵板을 역시 두들겨만든 河 이 

東煥製品시대를 거처 현재 아시아自動車에 이르

기 까지 발전해 왔다. 市內에 새로 둥장한 아시 아- 

버스가 바로 한국버스產業의 최첨단인 것이다. 

아직도 한국의 工業力이 自動車產業을 世界的인一 

수준에 까지 끌고 가기에는 時間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버스의 色彩問題와 그•의 方案을 検 

討함에 있어 우선 핸디캡이 가로 놓이는 것을 認. 

定안할 수 없다. 그러기에 솔직히 말해서 最善을 

져버린 次善의 世界에서 그의 問題性과 方案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의 方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

러 點을 들 수가 있다.

① 使用하는 色彩는 中間色을 主調로 해야 된 X

고속버스의 例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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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色彩管理에 있어 補色 對比 調和등을 최대 

한으로 고려 해 야 한다.

③ 線은 되도록 삼가야 된다.

④ 글씨도 최소한의 것에 머물러 야 한다.

⑤ 그리고 버스를 비롯한 運輸機關의 色彩問題 

를 다루는 諮問委員을 交通部內에 設置하여 모 

든 문제를 專門家에게 물어보는 氣風을 만든다

諮問委員會에서 立案한 原案이 施行될 때에도 

專門家의 지도를 거쳐서 해야 된다.

① 사용하는 色彩는 中間色을 主調로 해야 된 

다.

빛깔에는 사람의 눈을 피로케 하고 感情을 흥 

분으로 이끄는 흥분색과 그의 反對의 作用, 즉 

침착을 일으키어 사람의 감정을 온화한 것으로 

만드는 침착색이 있다. 흥분을 느끼 게 하는 빛 

깥로는 따뜻한 빛깔 즉 赤, 橙, 黃에 걸친 色相 

의 빛으로 적 ・ 둥을 극단으로 하고 침착을 느끼 

게 하는 빛깔로서는 寒色, 즉 靑終, 靑에 걸친 

색상의 빛깔로 청색을 극단으로 한다. 그러나 

모두 彩度가 낮아지면 흥분성도 침착성도 감소 

된다. 綠色과 紫色은 흥분성도 침착성도 없고 

中性的인 색채이다. 흥분색을 적극적 색채라고 

부르고 침착색을 소극적 색채라고 부른다.

한국버스의 경우 綠色을 主調로 하는 質的인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彩度나 바탕및 調 

和關係, 쓸데없는 横線과 글씨의 洪水로 불결에 

가까운 不調和를 이루고 있다.

中間色을 主調로 하라는 것은 같은 色중에도 

그의 階調가 中間階調를 이루어 온건하고 편안 

한 느낌을 나타내 라는 것 이 다.

이 階調라는 것은 陰影系列을 평균된 明度距 

離로 둥분한 明暗의 스케일에 따라 가장 어두운 

부분을 1로 하고 가장 밝은 부분을 9로 하여 1 
에 서 9까지 의 기 흐를 달면 1,2, 3은 로우 키 이 

(Low Key) 라고 하고 4, 5, 6은 中間키 이 라고 부 

르고 7, 8, 9의 가장 밝은 부분을 하이 키 이 (High 
key) 라고 한다.

또 明暗의 조합에는 對比의 정도에 따라 短調 

와 長調가 있다.

이들 키이에 대한 감정은 밝고 높은 長調는 

적극적이어서 자극적 • 괘홭• 현세적인 성격을 가

고속버스의 例 ②

•4 1*



尊然

日本 버스색채의 例 ①

지고 높은 短調는 섬세한 여성적 분위기를 가지 

며 사색적이다.

中間키이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나타내고 낮 

은 長調는 폭발적으로 고민 •고뇌를 느끼게 한 

다. 또 밤과 같은 낮은 短調는 죽음과 같은 우 

울한 느낌을 준다. 이상과 같은 色彩學의 原 

理를 따라 버스에 색깔은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이것 외에도 색채에는 그의 寒色 暖色의 구별 

이 있고 느낌의 重, 輕이 있고 부드러움과 딱딱 

함의 感情둥이 있다.

② 色彩管理에 있어 補色 * 對比 - 調和 둥을 최 

대 한으로 고려 해 야 한다.

色彩調和의 이론적 연구는 補色의 이론을 바 

탕으로 거듭되었다. 이것은 주로 三色의 屬性의 

하나인 色相을 깊게 파고든 것이지만 다음에 色 

相 이외에 明度및 彩度에 대하여도 측정되어 오 

늘에 色彩調和論을 만들었다. 19세 기 색채연구 

도 색채조화를 類似의 調和와 對比의 조화로 나 

누었다

따라서 현대 색채조화론은 이들 이론위에 성 

립되지만 실지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는 配色이 

가장 중요하다.

왜 냐하면 버스등 색 체사용에 있어 서 는 단독으 

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업기 때문이다.

빛깔의 조화는 그것을 구성하는 빛깔들이 갖 

는 유사성과 반대성 이 알맞은 균형을 가질 때에 

얻을 수 있다. 즉 配色되는 색 서로가 색상이나 

명도나 채도에 관하여 유사성이 있으면 톤의 統 

一性이 생기고 融和된 배색효과를 나타낸다. 그 

러 나 유사성 이 지 나치 게 많으면 단순하고 둔한 

톤이 되어 흥미가 사라지고 감동이 없어진다.

③ 線을 되도톡 삼가야 한다. 지금 市內를 달 

리고있는 각종 버스를 보면 바탕이 무슨 색이든 

간에 지붕과 窓사이에 큰 줄이 있고 그 밑으로 

둘 셋의 横線을 긋고 버스를 많은 橫線으로 分割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變化를 준 것같 

이 생 각되지만 强한 統一性을 저^리고 자질구 

레한 視覺效果로 타락시키고 있다.

그 線도 配色上의 類似나 올바른 對比를 못 보 

고 銀色에다 黃線같은 불결하고 둔한 無知를 저 

지르고 있다.

④글씨는 최소한의 것으로 머물러 야 한다. 지 

금 버 스에 쓰여 진 글씨 는 行先地 표시및 路線別 

番號, 車番號, 會社名, 急行與否 등인데 그것들 

이 4面에 걸쳐 블결할 정도로 그것도 세 련되지 

않은 惡書로 標示되어 色彩上의 불결위 에 다 더 

욱더 나쁜 印象을 주고있다.

⑤ 모든 색채문제는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 그 

들의 지 도밑 에 칠해져 야 한다. 이 문제 는 行政과 

事業運營上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어라 强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原案이 있더라 

도 그것을 實行으로 옮길때 얼마나 많은 異質的 

인 효과를 보이느냐는 것은 지금 市內버스의 바 

탕이 綠色이면서 그 綠色이 얼마나 多樣하느냐 

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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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美의 世界에 있어 劃一化라는 것은 個性을 죽 

이고 獨創을 除去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모든 버스를 한 색으로 칠한다는 것은 지금의 색 

채의 洪水보다도 더욱더 나쁜 美的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民主國家에 있어 意見의 多樣이 있으 

되 統一된 方向으로 集散함으로 多樣의 統一을 

보이듯이 美의 世界에도 그것이 바람직한 態度 

이다. 그러기에 버스의 색채를 고유색을 지도하 

되 劃一化는 피해야 된다.

지금 豫想할 수 있는 색채의 區分은 첫째 生 

產工場別 色彩… 예를들면 아시아自動車 등이 있 

고 둘째 機能別 色彩 즉 營業用 自家用 公共用 

觀光用 學校用 등등 같은 營業用中에서 高速버 

스, 市外버스, 市內버스 등등으로 별도 생각한 

다. 세째 路線別 色彩를 생 각할 수가 있다.

1930년대 本人이 東京에 있을때 朿京을 環狀 

으로 돌고 있는 市內버스를 黃色系 靑色系로 나 

누어 먼곳에서 색깔만 보고도 자기가 탈 버스를 

식별하든 것이 생 각이 난다.

결국 한국버스의 色彩問題는 거리를 달리고 

있는 움직이는 工藝品위에 색칠하는 것이기에 

그의 成敗는 곧 국민의 情緖生活에 직결하고 國 

家의 美的 水準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愼重 

을 기하고 되 도록 黃範圍한 디 자이 너 의 意見과 

叡智를 集約해 야 될 것이다.

디자인 개발로

수출경쟁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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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工美術展覧会에의-提言
朴 來 卿

首都斯大敎授

商工部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共同주최로 해마다 열고 있는 大 

韓民國 商工美術展覧會는 금년 들어 여 덟 번째를 겪 게된 셈이 다. 그등 

안 우리나라 상공 미술에 對한 關心의 度가 높아져 갔고, 거기에 對 

한 인식 自體가 달라져 갔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온 

배후에는 앞서 말한 상공 미술계의 唯一한 綜合展이라고 할 수 있는 

年例的인 상공미술전람회가 적지 않은 힘이 되어준 깃도 또한 事實이 

라 하겠다. 더욱이 날로 달라져가는 산업의 發展과 이에 따른 國際산 

업과의 變化하는 關係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제문제에 기여하는 상 

공 미술인들의 임무는 보다 무거워져가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동 

안 몇해를 지나면서 또 이와같이 重大한 시점에 선 지금에 와서 우리 

들은 상공 미전의 性格에 對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必要가 읏!지 

않은가 한다. 年例的으로 열리는 전람회에 年例的으로 붙어다니는 대 

전제 （大前提）에 대해서 우선 우리들은 한번 재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 된다면 수출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 美術의 發展을 爲하여 라는 말과 생 각이다. 상공미전의 내용으 

로는 현재 三個部分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商業美 

術, 工藝美術, 工業美術의 이 3分野가 모두 현대人의 生活과 생각 그 

리고 생산 산업에 직결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이 또한 산 

업 미술의 本來的인 영역 인 것 만큼도또한틀림이 없는 일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 산업이 특히 근래 수출산업에 集中하고 있는 실정下에서 

많은 방면의 상품생 산이 이와같은 현실적 인 목표에로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산업미술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것은 재언할 必要가 없 

을줄 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모전 형식의 전람회 성격은 오히려 현 

재에 직면한 이와같은 특수여건을 마치 상공미술 자체의 목표인양 착 



각할이 만큼 강조하는 나머지 그밑에 허덕이는, 왜소化 되어 가는 미 

술적인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실감시키고 있다.

우리들은 現代人의 生活이 달라지고 복잡해져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처하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자각시켜줄 박력있고 호소력있는 

美術 行爲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만큼 이 

方面의 美術的인 行爲에 對한 意義는 자못 높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에 직접 응용되고 實用化되는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창조되고 개 

발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여기에 결국에가서 궁국적으로 설정되는 

目的은 우리 現代人의 生活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으 

로 가꾸어가는 보다 큰 目標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종래의 성격이 다르고 對象이 다르고 범위가 다른 여러 미 

술작품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분야 區分과 심사제도를 보다 구체적 인 

區分으로 세분하여 이 큰 전람회의 性格을 뚜렷이 할 수 없는가 하는 

생 각이다. 말하자면 실제 산업分野에 직결되고 뜻으로서 기능적 이고， 

실리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내용을 對象으로 한 하나의 部分, 또 순 

전히 外國市場 개 발을 위한 輸出商品 진단 가능성에의 작품,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재료의 개발이나 적응성, 또는 아이디어 

개발 둥에 공모된 작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표아래 뚜렷한 

성격의 작품 응모는 가능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미술 分野에 있어 현저 하게 드 

러 나는 경향이 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多 目 的性으르 착각한 기능성 

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적될 것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기능성 보 

다 강조되는 장식성을 유발시킬 연관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딘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채 表面上의 효과에 치중하는 느 

낌의 산업미술이 범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같다. 상업 미술 分 

野에서의 지나친 시각적 효과의 강조라던가, 공예 미술에 있어서의 

기능에서 이탈된 이미지 만의 설정이라던가가 그런 丽에 해당될 것이 

라고 본다.

「사람이나 꽃 처럼 어디, 어느 곳에 가져다 두어도 어울릴 수 있는 

適應力이 强하면서 기능을 充分히 발휘할 수 있는 것, 生活공간과 유 

리된 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주요한 구성의 요소로서 한자리를 담당할 

個性있는 작품,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좋은 현대의 산업 美術品이 아 

닌가 한다.

수출산업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重要한 촉매, 요소로서 일익을 맡을 

상공미전이라면 여기에는 한 나라의 상공미술분야의 전체전이며 종합 

전인 전시회의 폭은 그만큼 좁아들지가 않나 하는 生覺이다. 수출산 

업에만 치중하는 印象은 이것을 주관하는 해당 관청이나 기관이 되 

푸리해서 主張하는 바이지마는, 國家 산업증대의 일부분올 담당하게 

되는 것이 수출산업이지, 그것이 산업 全般에 걸칠 수 없는 얘기이고 

또한 本來的인 뜻에서 상공업미술 自體가 있어야 하고 가야될 길에 

혼란을 빚어 내지 않는다. 앞으로 이 年例行事의 전람회를 좀더 상공 

업 미술的인 自體의 새로운 비젼을 내세워 새로운 창조에의 길을 모 

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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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haus 에 서 現代까지

(2)
—現代 造形 • 디 자인運動의 展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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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로피우스의 등장

15)—17) Bauhaus의 의미

18) —20) Bauhaus의 理念 

21)—24) 綜合에의 길

14)
Bauhaus는 전연 새롭게 창설된 학교가 아니라 이왕에 존속하고 있었던 

美術아카데미와 工藝學校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형식을 취했다. 兩校 

가 통합되어 전연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이 兩校의 운영 

을 맡게 되 었던 建築家 Walter Gropius의 공적 이었다. 1次大戰 이후 와이 말 

에 새롭게 들어선 츄린켄社會主義政府로 부터 美術아카데미와 工藝學校의 

위촉을 받았을 때의 Gropius는 36歲의 젊은 건축가에 지 나지 않았다. 그에 

게 이러한 위치로 끌어 올려준 것은 역시 이 兩校의 전책임자였던 Henri Van 
de Velde였다. 베르기 國籍을 가졌던 Velde가 戰爭이 일어 나자 독일國外로 

망명하면서 이 자리에 Gropius를 추천한 것이다. Gropius가 비록 젊은 건축 

가이긴 했지만 이미 그의 건축가적 재질은 인정을 받고 있었든 것이 분명하 

다. 그의 집 안은 대대로 建築家가 많고, 그 자신도 뮨헨과 베르린의 工科大 

學에 서 建築을 전공하였 다. 학업 을 마치 자 당시 유명 한 건축가 Peter Behrens 
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의 조수로서 실질적인 건축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러 

다가 1910년, 28歲때 독립하여 베르린에서 건축사무실을 열었다. 여기서 만 

든 작품이 팩커스製靴工場과 독일工作연맹전의 모델工場이었다. 1911년에 

준공한 팩커스製靴工場은 그의 處女作으로서 전면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으 

며 벽을 지탱하는 것은 가는 鐵線의 연결로서 해결 시켰다. 경쾌한 立方體 

의 느낌을 주는 이 건축물은 재래의 壁面공간을 새로운 각도로 처리하여 빛 

과 공기를 자유롭게 유통하게 만든 것이다. 鐵과 유리로 구조되는 近代建築 

의 原形이 된 작품이다.

그러나 설계사무실에서의 활동은 大戰의 발발로 인해 일단 중단되었다. 

이후 4년간은 兵役, 그러니 까 建築家로서의 Gropius는 이 製靴工場과 모델

간딘스키에 의한 무소르크스키 作「전람회의 그림」의 무대장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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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으로서 이미 굳건한 지반을 닦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그의 建築家로서의 이미지는 주로 理論的인 展開를 통해 심어졌다. 

「近代工業建築의 發展」(독일工作연맹연감), 「工業的 建築形態의 樣式形成 

價値」둥 그의 建築思想은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인 도입에 의한 건축의 비전 

을 工業化에 둘려는데 있었다. 그에게 새로운 造形운동의 거점으로서 바우 

하우스의 책임이 지워진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15)
Gropius가 이 兩校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부터 그가 품어 왔던 敎育理念 

에 입 각한 학교정 비를 서둘렀다. 1919년, 兩校를 통합, 國立바이 하우스 • 와 

이말이 탄생한 것이다.

Bauhaus란 말은「建築의 집」(Building house) 이 란 의 미 인데, 中世의 목 

수, 석공, 화공들의 協同作業體였던 바우훗테 (Bauhiitte)에서 그 이미지를 

따왔다. 즉 中世의 工場에서 볼 수 있는 협동작업 체제를 현대적인 조명으 

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의 造形運動으로의 敎育은 이처럼 協同體制의 시 

스템에 기간을 두었다.

16)
Bauhaus가 생겨 난 와이 말市는 이러한 工業生產과 연결된 造形運動을 일 

으킬만한 地域的 背景을 갖고 있었든 아니었다. 오히려 이 도시는 工業生產

마르셀부로이에「철강파이프에 의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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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文化都市로서 유서깊은 곳이었다. 특히 독일文學의 黃金期를 가져왔던 

괴데, 헬타, 위탄트, 시라, 니체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造形과 生產面에는 

다소 인연이 멀었던 이 都市에서 Bauhaus가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政府의 

강력한 뒷받침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장해 주 

는 社會的 배경이 없었드라도 Bauhaus의 發展은 기대키 곤란했을 것이다. 

그것은 팟쇼가 정권을 장악하자 곧 폐쇄되는 운명을 겪었던 것으로, 그리고 

뎃사우시대로 옮겨간 후에도 나치의 둥장에 의해 추방딑 수 밖에 없었던 사 

정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진보적인 社會的 배경이 없었다면 바우하우스 

는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을 것이 다.

17)
이와같은 사정으로 보아 Bauhaus는 그 理念에 있어서나 展開에 있어 상당 

히 진보적이자 동시에 革新的인 면을 수반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舊美術아카데미에서 그대로 Bauhaus로 옮겨온 敎師들과는 처음부터 理念的 

인 대립을 보여 주었다. 그로피우스는 이들 敎師들에 긴 아무런 기 대도 걸지 

않았다. 보수와 혁 신의 대 립은 Bauhaus 창립초 부터 잠정적으로 내포되 어 

있 었 다. Bauha니s의 敎授는 독립 된 장르의 작가로서 만이 아니 라 藝術 각 장 

르의 구획을 대담하게 부수고 폭넒은 造形實驗家로서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로피우스의 지론이었다. 따라서 그가 敎授초빙에 고심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그로피우스가 최초로 초빙한 파이닝거, 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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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잇 텐은 Bauhaus 理念실천의 구현자로서 畫家나 彫刻家라기 보다는 폭 

넓 은 造形의 탐구자들이 었다. 파이 닝 거 (LyonelFeininger) 는 畫家이자 音樂 

家이며, 말크스 (Gerhard Mareks) 는 彫刻家이자 陶磁와 壁장식 가로서도 뛰 

어 난 활동을 보여 주었으며 , 잇 텐 (Johannes Itten) 은 畫家이 자 美術敎育家 

였다. 그림이면 그림, 彫刻이면 彫刻 그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보수적인 타 

입의 藝術家가 아니라 藝術 각 장르의 교류를 통해 造形의 최대한의 可能 

性을 탐구할려는 실험적인 정신의 藝術家들이었다. 이러한 敎授陣의 구비는 

Bauhaus 理念을 구축하는 원동력이었다.

18)
그로피우스는 FBauhaus 理念에 대한 나의 의견」이란 글속에서 실험을 통 

한 造形의 폭넓은 可能性을 탐구할려는 정신을 이미 분명히 피력해 놓고 있 

다.

「실험은 또 한번 建築의 핵심이 되었다. 좁은 의미의 전문가가 아니라 폭 

넓은 요구와 對等한 자세에 의해서」그것이 보수적인 藝術개념과 분명히 다 

르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들 기 본적 인 사상은 生活에 대 한 모든 디 자인의 綜合이 “藝術을 위 한 

藝術” (“art for art's sake) 의 그것 에 정 반대 된다는데 있다」

藝術을 위한 藝術에 대해 반대되는 사상은 藝術과 生活을 연결해 주는 

Bauhaus理念의 핵심이기도 하다. 실험을 통한 造形性의 탐구가 造形 그 자 

체의 풍부한 구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生活과 매치시키는데 

Bauhaus의 근본이념이 잠제되 어 있다는 것이다. Bauhaus의 造形운동이 여 

러 면에 서 상당히 실천적 이었 다는 것 도 이 들의 造形의 궁극적 인 목표가 人 

間環境의 創造에 있었기 때문이다. Bauhaus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건축이 

란 것은 단순한 建築物이 아니라 建物과 그 속의 家具를 포함하는 人間環境 

全體의 造形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Bauhaus는 한 시 

대적인 藝術理念 또는 美術運動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19)
그로피우스의 이러한 思想은 베렌스의 조수시절 이미 그에게서 깊은 영향 

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에서 1910년까지 베르린에서 활약한 베렌 

스는 그당시 최 대 규모의 電氣會社설계 를 의 뢰받고 工場뿐 아니 라 온갖 燈에 

이르는 디자인과 여기에 관련된 카다로그와 포스터 둥 선전인쇄물까지 직접 

제작하였다. 단순히 하나의 建物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建物을 포함하 

는 모든 부수물까지 디자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단순한 建築物을 설 

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建物속에 들어가는 家具를 포함하는 人間環境全體를 

디자인 한다는 造形의 思想이 여기서 싹터 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全 

體디 자인思想과 協同體制思想 (team work) 이 결합되 어 Bauhaus 理念의 根幹 

을 이룬 것이다.

20)
中世의 協同作業體에서 힌트를 얻은 team work의 실현은 Bauhaus의 理想 

으로서 그로피 우스는 이 를 對等의 協同 (Co-ordinate Corporation) 에 서 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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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對策이 協同이란 것은 각 專門家가 어떤 

획일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特色을 충분히 발휘하는 발판위에서 

서로의 조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Bauhaus의 理念과 조직」이 란 글속의 다음 귀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들이 社會라고 부르는 協同體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가 긴밀히 

결합된 관계에 있다. 그래서 協同者가 된다. 그러 나 현실의 建築術은 그와 

같은 共同作業과는 전연 별개의 관계에 있다. 建築과 디자인이란 그 一般的 

의미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상사람들 사이에는 藝術은 無用之物이라는 傳統的인 사고방식이 나돌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의 앞세대는 美術이란 이름에 의해 藝術을 다른 

작업보다도 높은 위치에 두었다. 때문에 다른 작업과의 근본적인 一致를 잃 

고 一般生活에서 유리되어져 버렸다. “藝術을 위한 藝術”이란 말의 전형적 

인 具體化로서 아카데미 가 成立되었다. 아카데 미 는 社會요청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藝術家의 위 대한 작업가운데서 手工業과 工業이라는 手段을 버 리고 

아카데미는 스스로 生命力을 잃고 同時에 藝術家를 社會에서 고립시 켜 버 렸 

다.」한 사람의 建築家나 敎育者에 끝나지 않고 個性이 강한 藝術家들을, 

그들의 特性을 십분 발휘시키면서 對等한 협력을 꾀하게하는 탁월한 조직자 

로서의 모습에서도 그로피우스의 위대함을 엿 볼 수 있다. Bauhaus교수진 

뿐이 아니 라 PBauhaus 모임」이 란 협 력 단체의 멤버들을 보아도 그의 픅 넓 

은 스케일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 한스 트리슈, 아놀도 • 존마펠트와 같 

은 自然科學者와 아놀트 - 센베 르그, 아르프 - 붓슈, 에트윈 • 핏 셔 와 같은 音 

樂家와 겔할트 - 하우프트망, 베르펠과 같은 文學者, 여 기 다 마르크 - 샤갈, 

오스카 • 코코슈카와 같은 畫家들이 이 모임 의 멤 버 로서 참여 하고 있 다. 물 

론 이러한 다른 분야의 인사들이 모인 멤버구성에서도 그로피우스의 對等의 

協同이란 이념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21)
對等의 協同에 서 구한 team work의 실현은「모든 藝術的 創作의 綜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綜合의 思想은 時代的인 배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같다. 르네상스이후 西歐文明이 숨가쁘게 몰아온 生產에 있어서의 

分業과 學問의 方法에 있어서의 分析, 그리고 藝術에 있어서의 專門化가 종 

내는 人間像의 分裂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간들은 절감하게 

되 었다. 대 체로 19세 기 말에 서 20세 기초에 결친 기 간동안 나타난 새 로운 사 

상과 문화운동의 대 부분은 이 같은 近代文明의 분열증상에 대 한 반성 으로 나타 

나고 있다. 현대사회와 藝術이 점점 멀어저가는 不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社會에서의 藝術의 모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存在되어 야 하는가를 검 토하기 시 작하였 다. Bauhaus는 이 적 극적 인 노력 의 

—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분열증상의 올바른 타개책이 무엇인가를 그로피우스처럼 명확히 

인식 하고 또 구체 적 으로 실천시 켜 나간 사람도 없 었다. Bauhaus 運動은 西歐 

文明이 치달려 온 分析的인 方法의 궁극의 限界에 서 새 로운 탈출구를 마련해 

준 運動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造形運動의 限界를 벗어나고 있음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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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로피우스의 綜合主義에의 길은 이미 괴테의「全人」의 思想, 니체의「超 

人」의 思想에서 그 연루를 찾을 수 있다. 짜라투스트라가 어느 거리에서 광 

대가 줄타기하는 것을 보고있는 군중들을 향해「나는 그대들에게 超人을 가 

르치노라. 人間은 超克되어야 할 무엇이니라」고 외친다. 니이체는 分裂症을 

일으키는 西歐文明을 향해「부분보다 전체를 사랑해야 하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超人을 기다리는 意志는 바로 그로피우스의 綜合의 길을 열어준 

다.

印象派時代서 부터 綜合에의 길은 많은 屈折을 거친다. 對象을 가장 진실 

히 포착한다고 생 각한 피 카소와 브락크의 分析的 큐비즘은 종래에 가서 는 

對象과 가장 먼 격리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해부도처럼 대상을 주도하게 分 

析해 들어간 그들의 畫面엔 앙상한 거미줄과 중첩되어진 면 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고갱과 퐁따벤 畫家들이 新印象派의 點描를 배격하고 분명한 

윤곽선을 그리고 굵은 線으로 대상의 형태를 보다 뚜렷하게 할려고 한 것 

같이, 피카소와 브락크도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회븍시켰다.

綜合的 큐비즘.

分析의 정신에 대한 綜合의 정신은 언제나 外面的인 것에 대한 內面的인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그러 나 Bauhaus에서의 綜合主義는 分析의 대 립으로 

서가 아니라 統一의 개념속에서 찾을 수 있다. 칸딘스키의「外面的인 것 가 

운데서 內面的인 것의 기운이 익어 가면서 綜合的인 作品이 이른다」는 말 속 

에서 그러한 統一의 개념을 읽을 수 있다. 그는 Bauhaus의 綜合에의 길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의해 주었다.

「최근까지 획연과 구별 분리되어온 各種 分野가 점차—読一에의 기운 가운데

그로피우스「더불 - 하우스」뎃사우의 바우하우스교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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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Bauhaus의 작업은 크게 말한다면 이 統一을 표방한 것이다。......  

Bauhaus의 작업은 綜合的인 것이다. 綜合的인 方法은 물론 分析的인 方法 

을 그 속에 포함한다. 이 두개의 方法의 연루는 불가결하다」

23）
이 綜合의 길은 칸딘스키가 말한대로 思想的인 면에서는 內面性을 가져왔 

으며, 造形的인 면에서는 三次元的인 抽象空間을 추구하였다. 칸딘스키의 

신비한 공간감은 직관적인 內面性과 조형적인 外面性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면직벽걸이（바우하우스 직물工房의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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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칸딘스키는「藝術에 있어서 精神的인 것」가운데서 자신의 작품을 

「印象」「即興」「컴퍼지션」으로 三分하고 있는데「內面的인 성격 또는 非物質 

的인 성질의 무의식적인 表現」으로서의 「即興」과「서서히 형성되어가는 內 

部感情」에 의한「컴퍼지션」은 분명히 동양적인 직관주의의 思想에 깊은 연 

루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Bauhaus의 기 초과정을 담당했으며 초기 Bauhaus 敎育의 中心的 위치에 

있었던 요하네스•잇텐 역시 깊은 東洋에의 경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디자인과 포름」이란 Bauhaus 기초과정의 교재 서문에서 자신의 綜合에의 

길이 東洋的 경도란 것을 분명히 암시시키고 있다.

「나의 주의는 스펭글러의 著書 “西歐의 몰락”에 기우러졌다. 우리들 科學 

기계문명이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슬로간 “手工藝로 

돌아가자” 또는 “藝術과 技術의 綜合”이 곧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 

이지 않았다. 나는 東洋哲學을 공부하고 페르시 아의 Nlazdaism(拜火敎)一구 

체적으로는 단식, 채식, 명상, 호흡운동 둥에 의해 육체에서 물질적인 것을 

주방하고 마음을 정결히하여 內的• 平和를 얻는다는一와 초기 그리스도敎에 

깊은 관심을 기우렸다. 그래서 外向的 科學的 탐구와 기술이 內向的 思考와 

영혼의 힘에 의해 바란스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 상의 잇텐의 말 속에 서 도 칸딘스키 와 같은 內面的인 것과 外向的인 것 

의 바란스회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24)

「모든 藝術的 創作의 綜合」의 이상은 종래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상 

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추상적 공간을 발견한 舞臺藝術에서 뚜렷하게 부각되 

고 있다. 칸딘스키 가 디 자인한 Mussorgsky의「전 람회 의 그림」(Pictures from 
an Exhibition) 과 슈렘 머 (Schlemmer) 의 「三部 바레」(Triadisches Ballett) 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장치에다 의상과 인간의 동작을 幾何學으 

로 구성한 슈렘머의 대표작「三部 바레」는 유럽의 많은 都市에서 공연되었으 

며, 국제적인 성공을 불러 일으켰다.

〈參考文獻〉

(1) Aspects of Modern Art—Bauhaus (Will Grohmann)
(2) Scope of Total Architecture (Walter Grcpius)
(3) Design and Form the basic course at the Bauhaus (Johannes Itten)
(4) 칸딘스키「藝術과 藝術家」(西田秀穗, 西村規矩夫譯)

(5) 칸딘스키「點, 線, 面」

(6) 〃 「抽象藝術論」(西田秀穗譯)

(7) 20세기 美術이 즘과 現代音樂의 冒險(4) Bauhaus(秋山邦晴一美術手帖 1960.10
(8) 바우하우스 • 歷史와 理念 (利光功)

(9) 現代디자인 理論의 엣센스(페리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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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디자인 

⑵’

표주박의 形態와 裝飾的 表現一

아프리카표주박들의 外樣上에 나타나는 裝飾的 表現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니그로美術이 지니고 있는 디자인 패턴을 硏究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分野를 차지한다.

하나의 裝身具 또는 裝飾을 위한 강렬한 기호성은 아프리카 니그로 

民族의 저변에 뿌리깊이 깔려 있으며 그들의 表現意識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多樣한 技法으로 展開, 露出되어 우리들에게 매우 관심 

깊게 하는 効果를 제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文字의 浮刻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그들 

의 進行過程과 여러가지의 技法들은 아프리카 표주박博物館 蒐藏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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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組織的 方法과 스터디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디자인이 形成하고 있는 뛰어난 姿勢와 비유, 그 

리고 심볼리즘이 그들의 모든 디자인에 있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生活半徑에 가까이 접촉되어지는 바가지나, 표주박의 장식 

이나 제작 또한 전술한 니그로民族이 지니는 감성을 토대로하여 이루 

어짐을 간파할 수 있다.

바가지, 표주박의 裝飾과 製作은 특히 아프리카人들의 모든 정성 

과 노력을 장시간 기울여 만들어내는 產物중의 하나이다. 이들의 作業 

과정을 보면 우선 바가지를 준비한 다음 이 바가지의 무리들을 흐르 

는 물이 나 고인 물에 한동2 담궈 內部의 物質이 완전히 부패하게 한 

다음 바가지를 열어 내부의 물질들을 제거하여 일단 건조시키는 작업 

을 하게 된다. 다음 다시 바가지를 물에 잠시 담근후 재차의 건조를 

거치면 表面이 나무결과 같이 탄력성 있게 固體化하여 格格的인 裝飾 

作業에 들어가게 된다.

표주박을 만드는 여 러 種族들 中에는 바가지를 두개로 절단하지 않 

고 上部, 下部를 약간씩 떼어내 음료수의 저장庫 또는 기타 저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 어 지기도 한다.

그들의 이러한 多樣한 形態上의 問題만으로도 우리의 視野를 정지 

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그들의 표주박에 얹혀지는 多樣한 色調를 더듬어 보기로 하 

자.

아프리카 니그로民族이 즐겨 다루는 基本的인 색조는 暖色系의 黃 

色이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形體의 左側으로 위치함을 볼 

수 있다.

表皮가 깨끗하고 表面이 고른 표주박들은 숙련되어진 손에 의 하여 

구분, 선택되어 彩色의 作業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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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色調는 前述한 黃色을 中心으로 赤, 오렌지, 번트시에나 둥 

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이러한 裝飾과 彩色을 거쳐 만들어진 표주박들은 허리춤에 저장의 

수단으로, 적을 방어하는 방패로, 또는 벽에 도열하여 永遠으로의 접 

근을 꾀하면서 生活과 美의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生活 깊숙히 안주 

하고 있다.

아프리카人들에 의해 장식되어지는 표주박의 表現技法은 대체로 2가 

지로 區分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실헌적이고 액츄얼한 방법들도 

있으나 대개 2가지의 技法 속에 포함 시킬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이 

야기한 彩色에 의한 것이고 또하나는 彫刻 즉, 浮刻, 線彫, 透彫둥에 

의 해 표현되 어 지 는 것 이 다.

彫刻에 의한 表現方法은 매우 多技 多樣하여 이루 다 기술할 수 없 

으나 대체적인 것들을 이야기 하여 보기로 한다. 彫刻에 의한 裝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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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中 表面을 문질러서 만드는 패턴이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彫刻裝 

飾을 있게한 原初作業이라 하겠다. 따라서 線刻이나 浮刻에의한 작업 

이 여기에서 발전한 表現形態라는 것을 잊어선 안되겠다. 그러나 이 

러한 作業은 그다지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못하며 彫刻에 의한 것이 

이들의 表現方法中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주박의 많은 수의 表面들은 一배 경 혹은 주제와 패 턴들을 포함한一 

線刻과 透刻에 의해 서로 교차되면서 線刻의 극치를 이루게 한다. 이 

러한 線刻의 線들은 날카로운 칼에 의해 自由奔放하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무딘 칼에 의해 제어 당하면서 굵은 점으로 또는 뚫어지는 透 

刻에 의해 묘사되어 디자인의 변화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같이 彫刻되어지는 패턴들은 自然界의 色調와 黑白의 교차속에 

부분 부분, 또는 전체와 和合, 대조되며 디자인의 調和를 創出해 내 

고 있는 것이다.

外部물질과 化合하여 이루어지는표주박의 外面裝飾은 이미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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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 아프리카 디자인 요소가 표주박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올 

볼 수 있다.

南東아프리카와 西아프리카地方은 부드러운 진흙을 개어 표주박의 

表面에 색 채 와 함께 陰刻되 어 진 흠에 파고들어 하나의 패 턴을 이 루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장식의 주제들은 自然으로 부터의 보호 내지는 敵 

으로 부터 방어의 의미를 지닌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表現方法中에는 표주박 표면에 마치「刺繡」하듯 가는 철실 

과, 금실을 박아 정교한 솜씨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가 

나의 Ashanti지방의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表現方法들, 즉파내 기, 스크래핑, 彫刻, 콜라쥬둥에 

의한 표주박表面에서의 장식을 위한 패턴들은 대부분 動物, 人物, 그 

외의 오브제들로서 기하학적 디자인과 함께 아프리카 특유의 Form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디자인에 많은 수로 나타나는 기 하학적 모티브들은 

그들의 텍스튜어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대조와, 色彩에 의해 형성 

되는 강렬한 대비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어떤 種類의 아프리카 표주박들은 적은 面積위에 적은 텍스튜어의 

패턴들로 해서 美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Lagos （사진참조）로 부터 

나온 것이 그 대표적인 例로 심풀하고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해서 生 

動感이 넘침을 볼 수가 있다.

반면 카메룬의 표주박은（사진참조） 空間의美를 충분히 이용한 것으 

로 어두운 주제의 색조속에서 부각되는 白線의 흐름과 空間과의 조화 

가 現代디자인의 감수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黑白의 구성속에서 이루어지는 콘트라스트의 패턴은 아프리 

카人의 저 변에 도사리고 있는 表現意識이다.

아프리카 표주박이 지니는 이와같은 일련의 디자인과 그 움직임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Fomi을 위한 樣式의 意味 보다도 表現을 위한 表 

現속에서 生活과 밀착되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視線은 주 

의 깊게 기울여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frican Design에서



凹版彫刻과 印刷

—銀行券 原版彫刻을 中心으로一

亶 秉 須
전서라벌예대 강사

수조각과 기계조각에 의하여 제작된 銀行券

최근 몇년간에 급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개발은 포장 디자인 뿐만아니라 인 

쇄 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어 발전을 시켰다. 몇년전만해도 우리 나라 디자인 

이나 인쇄술은 보잘것 없고 선진국에 뒤저있어 고급인쇄나 특수인쇄는 외국에 의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우리 기술에 의하여 인쇄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쇄에 있어서 활판이나 평판은 잘 알려져 있으나 요즘 은행권, 수 

입 인지 , 우표（외 국） 둥에 서 볼 수 있는 요판 （凹版 ： Intaglio Processes） 인쇄 에 대해 

서는 그리 많이 알려져있지 않다. 그것은 특수인쇄로서 일반 인쇄소에서는 사용하 

지 않고 단지한국조폐공사에서 은행권 및 기타 특수제품 인쇄에만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외 국의 요판인쇄 역 사는 꽤 길지 만 우리 나라는 극히 짧다. 우리 나라에 요판인 

쇄시설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65년이며 8년이 지난 지금은 요판인쇄 제품을 외국 

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요판인쇄 일반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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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은 직각조각이며 지문은 부각조각기에 의하 중앙의 공장전경은 Etching으로 처리 되었고 윤곽

여 제작 은 기계조각

1. 요판인쇄의 특징

은행권 인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판인쇄 

(Intaglio Printing) 는 위 조나 변조를 방지 할 수 

있는 역할도 크지만 重厚하고 아름다운 효과 

를 나타낼 수 있고 세밀하고 선명한 것이 특 

이 하다.

요판인쇄는 다른 인쇄와는 상이하게 版 

(Plate) 의 畫線部가 非화선부 보다 오목하게 

(凹型)되어 있어 이 오목 부분에만 Ink를 充 

塡시 켜 비화선부에 묻은 Ink를 拂式 (Wiping) 
시 키 고 피 인쇄 물에 强壓을 가하여 인쇄 하는 

형식이다. 인쇄 후 인쇄물의 화선부분의 효과 

는 다른 인쇄와는 달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화선이 紙面보다 볼록(凸)하게 인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것은 직접인쇄 로서 풍부한 濃淡과 힘 찬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어 예술적인 판화에서 

부터 특수인쇄에 까지 多樣하게 이용되고 있 

으며 인쇄판의 제작은 특별한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고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 인 

인쇄 방식으로는 쓰여지지 않고 은행권, 유가 

증권, 증지, 우표, 라벨 둥 정 밀을 요하는 인 

쇄로 쓰여지고 있다.

2. 요판의 종류와 분류

요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물리적 인 직접 

조각요판과 화학적 인 간접 腐蝕凹版으로 대 별 

할 수 있다

물리적 조각요판은 직각요판(直刻凹版 : 

(Engraving) 드라이 • 포인트 (Drv Point), 메 

조틴트(Mezzotint) 가 있고 化學的 부식요판으 

로는 에칭 (Etching), 아크아틴트(Aquatint)가 

있 으며 사진요판 (寫眞凹版 : Photogravure) 으 

로 Gravure, 砂目 Gravure, 綱目 Gravure,「메 

루덴스」식,「다류잔」식, 「핸드손」식「유니프 

린트」둥이 있다.

그러나 인쇄용 원판조각은 직각요판과「에 

칭」「아쿠아틴트」가 주로 이용된다.

직 각요판 조각은 동판 또는 鋼鐵版에 뷔 란 

(Burin: 彫刻刀)을 사용하여 선을 새기는 방 

법 인데 여 기 서 나온 화선은 엄 격 하고 격조가 

높아 은행권 원판 조각에 있어서 인물의 초상 

이나 중요 부분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 

러나 이 조각은 많은 숙련을 필요로 하여 초 

상의 조각을 할 수 있는 숙련을 쌓을려면 10 
〜15년의 경험이 필요하다.

동판화나 인쇄원판 조각에서 많이 쓰여지는 

「에칭」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시켜 

화선을 오목하게 만들어 제작하는데 화선은 

직 각조각보다 부드럽고 강직하지 못하다. 그 

래서 은행권 조각에서는 풍경화나 기타 기계 

조각에 의한「패턴」을「에칭」으로 처리하는 

수가 많다.

「아쿠아틴트」역 시 부식에 의 한 조각방법 인 

데 선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있는 면의「톤」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요판 조각의 기원

요판 조각의 기원은 동판조각의 기원을 찾 

아 올라가는 것 이 좋을 것 이 다.

오목판화 즉 동판조각의 기원은 Egypt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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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직각조각에 의하여 뷔란으로 조각된 당초 섬 

세하고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右:「펜」에 의하여 그려진 동일 당초 투박하고 

선명치 못하다.

Assyria의 고대문명의 요각판술(凹刻版術)에 

까지 소급된다. 요각(凹亥!1)은 그 당시 장식용 

품의 제작수법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14세기에 

와서부터 본격적인 예술요판과 인쇄요판의 모 

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彫刻銅版이 만들어진 것은 1430년경 

독일에서 였으며 Christ 笞刑圖 (1446年경 作)가 

Berelin에 보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조각요판인쇄의 신분야를 개척한 것 

은 1460년경 Italy의 귀 금속 細工師 T. Finigu- 
erra (1426—1464)7} 니올로 (Niell) 세공(金, 

銀器에 아름다운 線모양을 凹刻하고 거기에 

銀, 銅, 鉛의 合金에 硫黃을 加하여 熱처리 

細工하는 方法)의 요각(凹亥!1)에서부터 착상 

되었다. 그 후 1840년경 독일에서「드라이 - 

포인트」(Dry Point Engraving) 처음 시작되 

었고「에칭」(Etching) 은 1513년경 독일의 Graf 

가 연구를 하였으며 「네덜란드」의 H. Vanr 
Rembrandt (1606〜1669) 가 신분야를 개 척 하여 

「에칭」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때는 주로 

예술작품과 칼, 갑옷 등의 장식조각에 많이 

이용 되었다.

또한「메조틴트」(Mezzotint) 조각은 1642년 

경「네덜란드」의 Rudwig von Siegen (1609^1 
676) 가 고안하고 그의 제 자 Prince Rupert (161 
9〜1682)가 영국에 건너가 영국에서 성행시켰 

으며「아크아틴트」(Aquatint Eengraving) -fe- 1 
768년 Italy의 J. B. Le Prince (1734-1781) 7} 
착안한 것이다.

강판에「뷔란」으로 초상 수조각을 하고 있다.

은행권 조각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강요판 

(鋼凹版)조각은 1806년「프랑스」인 Le Paroi 
가 만들었으며 1808년 미국의 Jacob Perkins 
(1766〜1849)가 완성하였다. 요판인쇄에 사용 

되고 있는 전기에 의한 복제판 제작방법은 18 
38년「러시 아」인 Jacobi가 처음 시도 했었다.

4. 요판조각의 技法

가. 에칭 (Etching)
동판 鋼版 황동판 둥을 版材로하여 원판을 제 

작하는데 동판은 유연하여 제작도중 校刷에서 

화선이 마모되는 수가 많아 은행권 원판조각 

에는 경도높은 鋼版을 사용한다. 그러 나 일반 

인쇄원판 조각은 동판이 경도와 질에 있어서 

조각에 알맞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판 조각제작과정을 분류하면 대 략 다음과 

같다.

① 동판단재一②동판연마一③그라운드 (Gro
und; 防蝕劑) 도포一④(원고一제라찡전사) ⑤ 

제라찡전사(제라찡에 전사된 그림을 그라운드 

도포된 동판에 전사)一⑥조각一⑦부식 (1차, 2 
차…) 一⑧손질 (보각) 一⑨완성 (교정 쇄 )

(1) 동판연마一「그라운드」도포

⑧ 동판 절단 및 가장자리 손질

® 목탄으로 물을 뿌리면서 직선으로 연 

마한다.

© 수르가탄으로 전과 같이 연마.

⑥ 로이로탄으로 물을 뿌리 면서 원을 그 

리며 닦는다.

© 광택제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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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휘발유와 알콜을 이용하여 지방기를 

제거

® 탄산석회와 포도초를 혼합 사용하여 

수세하고「드라이아」로 습기를 제거한 

다.

® 곤로나 가열기에 의하여 판을 가열시 

킨다.

①「그라운드」를 판면에 녹여 가죽으로 

얇고 고르게 도포시킨다.

① 도포된 판면에 먼지 가 끼 지 않게 하여 

자연 냉각시킨다.

(2) 제라찡 글기와 전사

원화에 제라찡紙를 밀착시키고 그 위에 원 

화의 아우트라인을 바늘(針)로 정확하게 전사 

한 다음 제 라찡 에 나타난 Burr를 제 거 하고 오 

목화선에 인쇄용으로 쓰이는「베니가라」를 칠 

한다. 이것을「그라운드」도포된 동판에 밀착 

시 켜「베 니가라」분말이 묻은 화선을 전사시 킨 

다.

이 제라찡 전사는 정밀하고 정확을 요하는 

묘사를 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3) 부식 (Etching)
「그라운드」가 도포된 판면에 제라찡 전사에 

의하여 화선이 나타나면 에칭용 針으로 線畫

직각조각(수조각)에 쓰이는 여러가지「뷔란」

를 그린다. 이 때 조각은 판면의 그라운드를 

線狀으로 벗기고 동의 바탕을 들어낸다. 지나 

치 게 침 (Etching Needle) 에 힘을 주면 직 접 

판면에 흠이 생 기고 약하면 방식막 즉 그라운 

드가 벗겨지지 않아 부식이 되지 않으니 주의 

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부식에 들어 간 

다. 부식은 版材에 따라 부식액도 달라진다. 

동판에는 동판 부식액을 쓰고 강판 조각에는 

강판 부식액을 쓰는데 부식액은 진한 것 보다 

약한 것을 사용하면 화선이 침 식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온다.

부식과정에 있어서 화선의 농담을 표현하고 

자 할 때는 1차부식 2차부식 둥을 연속적으로 

하여 진한 부분은 여러번 부식을 하고 약한 부 

분은 간단한 1차부식이 끝난다음 방식 제 로 화 

선을 칠하여 부식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부 

식 이 일단 끝나면 확대 경으로 화선을 보아 부 

식 이 잘 되지 않은 곳은「뷔란」으로 보각을 

하여 완성한다.

(4) 방식제와 부식제 제조방법

①防蝕劑

방식제는 방식액 즉 염산, 질산, 염화제철 

에 녹지 않은 것으로서「그라운드」「니스」「도 

데로」둥을 사용한다.

⑧「그라운드」제법

春秋用 ； 황 납 200 마 스 직 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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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attem을 제작할 수 있는 채문조각기 기계조각에 의하여 패턴을 만둘어 평판인쇄에도 

사용한다.

흑송진 200
여름용 ; 황 납 200

흑송진 200
겨울용 ; 황 납 300

흑송진 200 
（「그라운드」는 온도에

아스팔트분말 100 
마 스 직 크 200 
아 스 팔 트 200 
마 스 직 크 300
아스팔트 100 
민감하기 때문에 정

밀조각을 할 때는 계절에 따라 접합한 것을 

사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높지 않는 온도에서 약품들이 용해하여 완전 

히 혼합될 때 까지 시간 정도 끓인 다음 자연 

냉각 시키면 固體「그라운드」가 된다.

啦 니스 제법

송진 50% 알콜 70%
아니 린（알콜에 용해 하는） 약간

© 도데로 제법

밀납 600 양송진 140
헷도 30

②腐蝕劑

⑧ 동판 부식액

염산시약급） 250 염소산가리 50
물 1,000 銅 60

® 강판 부식 액

품 약 제 1 액 제 2액

물 

질산 （특급）

銀 

水 銀

1,000
1, 000

200

1, 000
1, 000

50 〜70

※상용액은 제1액과 제2액을 혼합한 후 질 

산 소량과 물을 10〜20배로 가하여 사용.

나. 직각조각（手彫刻）

인쇄용 원판조각에 있어서 직각조각은 수조 

각과 기계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조각 

은 조각 니들 （Needle） 사용에 따라 부식조각도

할 수 있다.

수조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 

지만 정밀한 숙련을 요하기 때문에 凹版조각 

에서 가장 힘들고 어 렵다 하겠다. 수조각은 주 

로 초상이나 唐草조각에 이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판재는 鋼版이다. 조각도는「뷔란」 

이라고 하는 강철로된 특수칼이 사용된다. 

「에칭」과 직각조각과 다른점은 육안으로 구별 

하기는 힘들다. 그러 나 확대 경으로 화선을 확 

대하여 보면「에칭」에 의한 화선은 잉크가 번 

진듯한 감을 나타내고 직각조각은 그렇지 않 

는 것이 특징이다. 직각조각에 의한 초상제작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거울처럼 잘 연마 

된 강판에「판토그라프」（축도기）에 의하여 초 

상의 아우트라인을 잡은 다음 그 선에 의하여 

「뷔 란」으로 조각해 나가는 것이 다. 이 작업은 

실물（신쇄물）크기로 조각을 하기 때문에 확대 

경을 놓고 작업을 진행한다.

다음은 機械彫刻으로 이것은 모든 화선을 

기계의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은 

행권에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기계에 

의하여 나온 선은 모두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 

선으로서 정 교하고 정 확한 것 이 특징 이 다. 그 

러나 불규칙적인 초상이나 풍경, 또는 당초문 

같은 것은 만들어 내지 못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기계는 특수조각기로서 彩

・6 4 •



기계조각에 의한 채문과 당초 凹版인쇄기 :앞에 보이는 3개의 로라는 잉크를 
묻혀 (3색) 준匚卜.

紋 조각기, 浮刻 조각기, 직선조각기 둥이 있 

는데 제 작회 사에 서 는 은힝 권 제 조국 이 외 에 는 

판매 를 제 한하고 있 다.「길 레 치 • 마신」이 란 채 

문 조각기 는 톱니 바퀴 의 조작에 의 하여 여 러 

가지 기하학적인 형을 만들어 내는데 그 형은 

끝이 없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조폐 

공사에 한대가 가동 중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요판조각 인쇄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작과정이 복잠하고 어려 

워서 다른 인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겠 

다.

5. 요판인쇄

요판인쇄판의 제작은 특수 전태시설을 갖추 

어 야 되며 판은 보통 닉켈로 제작된다. 요판 

조각에 의 하여 만들어진 원판 (Original Plate) 
은 플라스틱에 의하여 다시 전사되어 인쇄판에 

맞게 여러면부로 앉히게 된다. 여기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도금을 한다음 전태를 실시 한 

다. 전태는 처음에 동 제1, 제2로 만든 다음 

끝으로 닉켈 전태에 들어가 이것이 끝나면 완 

전한 닉켈 인쇄판이 되는 것이다.

인쇄 기 는 요판 인쇄 기로서 높은 온도와 强 

壓에 의하여 인쇄되며 여기에 쓰여지는 잉크 

도 요판 득유의 잉크로 일반 평 판잉크와는 성 

질이 다르다. 인쇄원리를 살펴보면 잉크 로라 

가 인쇄 판에 잉 크를 묻혀 주면 와이 핑 (Wiping) 
로라가 다시 잉크를 제 거 하고 인쇄판의 오목부 

분에만 잉크가 남아있어 그 위에 종이가 들어 

가서 다른 로라의 강안을 받으면 지면에 볼록 

하게 인쇄가 된다.

요판 인쇄기로는 Giori기 및 Delarue기가 은 

행권 및 요판인쇄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각원판만 외국에서 제작하여와 

인쇄판 제작 및 인쇄를 직접하고 있다. 요판인 

쇄와 평판인쇄를 구별할 때 일반적으로 촉감 

을 이 용하여 인쇄잉 크가 볼록하게 나와 있으 

면 요판 인쇄 물이고 그렇 지 않으면 평 판인쇄 물 

로 판단하고 있으나 요즈음은 요판조각 심도 

가 극히 얕아서 구별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이상 기술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요 

판조각은 개척분야로 보다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정진해 야 될줄 안다. 그래서 우표인쇄도 

외국에서처 럼 요판인쇄로 제작했으면 하는 마 

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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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衆속의 디자인

—人間的인 디자인 人間的인 디자이너一

金 鍾 午
센터 포장개발실 디자이너

피곤해진 대중감각

피카소가 아름다운 그녀를 조각 

조각 누어 그려놓고 이른바 입체파 

의 경이의 세계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들은 놀랬으며. 독일에선가 승 

용차와 열차의 인위적인 충돌로 말 

미암은 창조행위 즉 일련의 행동예 

술을 시도 했을 때도 놀랐으며, 바 

이오린을 부수고 바켓의 물을 쏟는 

연주회를 마련하여 무척이 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국내에서도 누 

가 옷을 벗고 시작한 헤프닝에 한 

동안 소란했으나 이제는 그 어느 

것에도 놀랄만큼 소심한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왕성한, 그리고 끈임 

없는 기 발한 창조적 시도는 우리들 

서민들을 어리둥절하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기 만 하다.

거리에는 지저분한 간판, 네온사 

인들의 아우성, 가뜩이나 우울한 

기분인데 둘러보면 장승처럼 둘러 

서있는 우중충한 회색빛 건물들, 

상점들의 진열창에 보이는 것이라 

고는 과열된 형광둥뿐, 공원이라치 

면 "들어 가지 마시 오“라고 쓴 팻말 

이 나, 흉측스런 시멘트 블록따위, 

거므스름하게 때낀 흰빛 병동실내, 

티크류의 장식 물 일색 인 아파트, 따 

위 둥등. 전시장엔 울긋 불긋 뭐가 

뭔지 모를 켄바스의 행렬, 자갈이 

나 통나무를 부러뜨린 오브제 작품 

알려고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냥 지 나치 자니 께 림 직 하고……어 

느 것 하나 상쾌하고 즐겁게 해주 

는 것은 드믈다.

이 런 와중 속에서 라도 Mess Me- 
dia는 시골처녀의 거친 손톱에 핑 

크빛 메니큐어의 은총을 베풀었으 

며 고색창연하기 이를 때 없는 노 

인의 머릿 속에 “우먼리브”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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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서 운 것쯤인가하는 간단한 사 

상따위는 문제도 없이 인식하게끔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공해가 무엇인지, 

라면, 코카콜라의 맛이 어떤 것인 

지를 그 첫 글자가 나오기 도 전에 

느낄 수 있는 대중적 감각의 통일성 

을 발견하고는 감격해 마지 않는 

다. 우리는 역시 백의 민족, 배달 

의 민족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사 

항들에 관해 말해 본다면 왕성한 

그리고 끈임없는 창조적 시도는 우 

리들 서민들을 어리둥절하고 오리 

무중에 헤메게 하고 열둥감에 빠지 

게 하기 에 충분한 듯하다. 그러 하 

더라도 Mess Media의 중재로 대중 

들의 평균 美感度는 상승했으며, 

제각기 무엇인가를 자신있게 느낄 

수도 있게끔, 그것이 여타의 영향 

에 의해 만들어진 관념들 일찌 라도, 

현대의 대중으로 이끈 노고에 대한 

망발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 다. 유 



명한 운명 교향곡의 테마 음율을 

죽음과 운명 이외는 느낄 수 있도 

록 생생하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가 

령 우리들은 우리나름대로 또 다 

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찾아 내 고 

자하는 마음의 소리 를 또한편 느껴 

왔던 것이다. 그것은 규격화되고 

횃숀에 휩쓸리기 쉬운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 

회구조에 의하여 자꾸만 규격화 되 

어가는감정, 동결 되어가는자신 

에서부터의 회복을 소망하는 외침 

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것에의 카타르시.

감히 디자이너는 자신들의 작품 

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밝고 즐겁 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이 역할

여러가지 美에의 경험의 공세로 

인한 감정의 규격화와 둔화 권터, 

피로, 향수, 조용하고 쉬운 것에의 

동경 등등으로 뒤범벅이된 대중들 

의 심상을 통찰한고 조언을 하는 

둥의 선행(?)은 사회학자나 심리 

학자 등의 고用한 인사들께서 만 하 

는 것이 라고 생 각하면 오해 다. 예 

컨 데 정 치 , 종교, 문화, 예 술 등등 

의 모든 능력있는 사람들, 그 증에 

서도 우리들 “디자이너”라 이름하 

는 “대중예술의 기수”들의 역할은 

여러 방향에서 그들 못지 않는 기 

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그런 영향력은 탁월한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의 뎣가 

지의 특징을

① 디자이너의 도덕률

왕정의 붕괴, 대량소비, 대량생 

산체제의 일반화, 송신, P.R의 기 

술적 운용, 대자본의 소비자의사 조 

작의 가능성, 등 현 세대의 다변성 

을 통찰해야 한다. 주간지의 부덕 

한 기 사들이 청 렴한 마음들을 무디 

게 하거 니 와 한편으로는 판매 부수를 

올려주기도 한다.

디자이너는 비정상적인 사회의 

관심거리, 따위로 오염되어가는 사 

회의 도덕률 예컨데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간사한 짓은 삼가해 야 한 

다.

지 금이 라도 필자는 쇼킹한 디자 

인, (완전한 누드 따위를 Package 
류나 기 타 적절한 상품에 이용한다 

면)을해서 기업가의 호주머니를 당 

분간은 두둑하게 해줄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 나라의 지금이라면, 

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거니 

와 할 수도 없는 것은,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즉어떤 기준에 

포함된 사회적 도덕률의 존재를 인 

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필요 

한 것 은 깨 끗하고 즐거 운 디 자이 너 

스스로의 도덕률이다. 적어도 붓을 

들었을 때에는 Think Tuoice.

② 심 상

백지처럼 깨끗하여 티끌도 투영 

하며 무엇이든지 느낄 수 있으며 

즐거움과 고통스러움, 슬픔, 배고 

픔, 취함 따위의 기본적인 감정들 

을 감각적으로 편견없이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 

로 건강하여서 언제라도 웃을수 

있고 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세상세태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 

다. 마치 천진난만한 어 린아이처 럼 

하나의 자극에 흥미를 가지며 정 당 

한 반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눈이 오는날 최소한도의 무드에 잠 

길 수는 있어 야 한다. 혹시 동화책 

이 어 린아이들 것이 라고 우습게 여 

기거나 그네들과 대화에서 그네들 

에 동화될 수 없다면 겉멋 (?)뿐인 

디자이너 일 것이다

③ 상상력一창조력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동일하 

게 느낄 수 있는 점은 위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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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비숫하나 그 위에 다른 사람 

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나가 

면서 느껴 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본질적으로 많은 삶을 경험 

하거나 연구해야 한다.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돌아가 

면서 재롱떠는 모습을 필요하다면 

생각해 낼 수 있어야한다. 하트문 

양은 세계적인 심볼인데 이것은 언 

제 부터인지 사랑을 뜻하고 있 다. 

바로 이런 것을 상상해내야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묘한 알력,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눈웃음, 

설탕의 꿀같은 단맛, 라디오의 우 

수한 성능, 자동차의 견고성, 세계 

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가을하늘 따 

위를 감각적으로 추출해 내며 시각 

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창조居과 곧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 

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첫단계로서의 상상은 정리되었어야 

하고 일정한 카테고리에서 출발을 

내재하여야 한다. “……은 이것이 

어 야 한다” “노랑색에 보라색은 어 

울리지 않고 주황색은 어울린다” 

“식용류에 검정색은 안된다''는 식 

의 사고방법 은 거 절해 야한다. 왜 냐 

하면 소비대중을 무척 의식한 너려 

같지만 이것은 넌센스다. 대중들은 

항상 변화하고 유행을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내 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느낄 수 있는 감 

각적인 자유가 있다. 오늘날 기업 

가들이 나 혹자가 세 워 놓은 진리 “무 

엇무엇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하 

는 따위의 것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우매함이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첩경이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독특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독특한” 과 (design policy) “… 
은 안된다”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 

어 야 함에도 “…은 안된다”하는 것 

이 “독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례가 즐비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 



는 바다. 각도 360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보장을 해보라. 유니크한 

디 자인은 무궁무진 창조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의 디 자이 너 들은 

항시 각도 1。도의 상상력과 1。도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피아노를 부수는 연주를 듣고 변기 

를 그대로 옮겨 다 놓은 작품을 보고 

난해한 시를 읽은 우리 대중들은 

방안에 온통 빨강색을 칠했다거 나, 

식품류에 검정색으로 먹칠을 했다 

고 소동을 피울 정도로 소심하기만 

할 것으로 지례 겁을 먹고있는 것 

은 이미 옛날에나 어울릴 구태의연 

한 생 각이 다.

대중 내감도의 상승, 신문 등에 

의한 대중감각의 획일화 둥은 디자 

이너로서는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 

다.

④ 지 식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얻어지기 

도 하고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각개의 상항에 대해 

서 정 통하며 필요하다면 단시 간 내 

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데 

코스츔 디자이너 라하면 갖가지 신 

체의 프로포션에 박식하고 옷감의 

이용법, 염색과정, 세탁 둥 세세 

한 것에까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소비자와 기업자의 가운데서서 중 

재해야할 방법도 알아야 할 것이며 

아동용 작난감을 왜 이렇게 디자인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과 

설득력 을 가지 고 있 어 야한다. 게 다 

가 필요한 마아켓 팅 에 대 한 지 식 , 

심리학, 대인관계, 폭넓은 인간관 

계 둥을 능력있게 처 리해 야 한다 

여 기 에 순수 예 술과같은 외 골수 자 

부심은 방해가 되니 언제나 상대적 

인 자부심을 가져 야 된다. 왜 냐하 

면 평론가가 선택한 것과 소비대중 

이 선택한 것 중에 디자이너는 소 

비자가 선택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소비자 

를 향한 디자이너로서의 고충이기 

도한 것이며 알아야 할 점이다.

⑤ 판단력과 표현능력

여러 가지의 디자인 가능성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품을 만들 

고, test sail을 하는 나라라면 큰 

문제는 없을 테지만 우리는 디자이 

너 스스로 소句자로서, 기업가로서 

작가로서의 입장에서 각각 걸정을 

내려야한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판 

단력은 예민하고 정확해야 한다. 

글자 한자가 놓셔 지 므로 생 기 는 감 

각적인 변화（소비자의 관섬에서）를 

예측해야하고 라면 상품의 표현에 

필요한 모든 조처 를 조리있고 효 

율적으로 실행해 야 한다.

logo, color, layout. 화면구성의 

소재선택 등 각도 360도의 사고를 

해야하며 정확한 판단과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예상하여야 한다. 이 

때 유행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 

야하며 필요하다면 유행올 이용해 

야 된다. 이렇게하여 최종적인 판 

단에 의한 디자인 案이 결정되었다 

면 동시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가지의 소재를 찾아 내어야 한 

다. 사진 일러스트, 만화, 몬드리 

안식의 면구성, 글자, 색깔, 형태 

둥둥에 서 디 자이 너 는자신의 디 자인 

이 인쇄를 통해서나 기계를 통해서 

대 량으로 제 작되 는 과정 이 있 다는 

것올 염두에 두며 이런 과정에 가 

능한 디자인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디자인의 영향

제작된 디자인은 어느 형태로든 

시민 대중생활에서 밀접한 굔계를 

맺게 된다.

M16 같은 총기류는 월남전에서 

싸우는 병사의 손에 가장 합리적으 

로 쓸 수 있도록 공학적인면과 美 

적인 면에 주의 했으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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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out design, 내부 공간처리 

둥둥은 인간 공학 둥에 바탕을 둔 

用과美를 兼全함에서 生成될 수 있 

는 하나의 實相이 다. 이 런 실상= 

design 들은 대부분 意圖的으로 快 

의 감정올 부르도록 되어있다. 물 

론 괴상한 현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통상 

副題를 이 용한다. 가령 P.R을 통해 

蛇足을 붙인다던가 하는 둥으로 소 

비 자들의 美感을 조작할 수가 있 다. 

결국은 대증들이 인정 할 수 있는 

作意가 성공의 근접한 열쇄인것이 

다. 대증이술의 최대의 표현 영역 

은 소비대중들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있다.

隆Design이 란 Pop Song과 같은 것 

이어서 신선하고 정다우며 재미있 

거나 아길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고도의 tequnic를 驅使하거나 기타 

의 특별한 방법으로 芙的 慾望을 어 

루만저 주어 그들로 하여 금 私心없 는 

驚歎을 갖도록하여 만족감 （심리적 

이거나 갈각적인 차원어】서）을 觸發 

시킬 수 있게끔 한다.

하나의 꽃병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하자면“머리는 저높 

은 구름 위 에 두고”하는 따위 의 藝術 

家演은 禁物이다. 생활에 精通해서 

된장 뚝배기의 맛과 비프스테키의 

맛을 등시에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디자인은 생활 속에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아름다운 음 

율이되는 것이다. 이는 정신의학 

자의 뎣 달에 걸친 치 료와 처 방보다 

도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安罡하게 어루 만저주며 건강케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 디자이너의 도덕률올 비롯한 몇 

가지의 특성이 있거니와 오늘날 再 

認識되고 있는 우리의 옛 民畫의 

천진성 과 戯晝的 요소들은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중미술의 一端이 

며 현대의 디자인은 이러한 대중미 

술의 大任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과 寫眞

李 命 同
寫眞評論家•東亞日報社出版副局長

디자인과 寫眞을 이 야기한다면 먼저 寫眞은 

그래픽 ・ 디자인과의 관계가 딜접하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좀 巨爱的인 관점에서 생 

각한다면 비 쥬얼 • 콤뮤니 케 이 션 (Visual Comm- 
uication)에 있어서 寫眞의 위치라고 할까, 具體 

的으로 말해서 寫眞이라는 記號의 性格이 란 또 

무엇인가?를 들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寫眞은 二태픽 ・ 디자인과의 교 

류가 깊고 그 교류를 직접 媒介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網版印刷라고 하겠다.

1880년 美國의 스탭팬 • 핸리 • 호건 (Stephen 
Henry Horgan)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網版寫眞 

印刷(1吋平方 4,200點線의 스크린)이 발명 되 어 

網版寫眞이 新聞紙에 인쇄되었지만 디자인과 寫 

眞의 교류는 이 보다 훨씬 뒤인 1920년경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전연 그 內容이 다른 별개의 寫眞을 합쳐서 

하나의 강력 한 목적 을 표현하는『포토 ・ 몽타지』 

의 수법이 모호리 • 나기에 의해서 눈부신 출발 

을 했고 또한 독일의 바우 - 하우스의 창립 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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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新即物主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寫眞 

은 獨自的인『寫眞의 눈』을 주창하기에 이르렀 

다.

한편 만 • 레이와 브래사이에 의해 창안된 카 

메라의 렌즈를 통해 묘사하지 않고 感光紙에 의 

해 이루어지는 造形 즉『포토•그램』의 수법은 

포토 • 디자인의 獨自性을 가능케 했다. 이 時代 

에 寫眞에의 한 포스터로는 스위스의 하바드 

다터의 觀光포스터『雪眼鏡을 쓴 사나이二『스키 

—장갑과 處女』『處女의 얼굴과 스키』등의 걸작 

이 있고 이는 디자인과 寫眞의 교류를 절대적 인 

것으로증명해 주기도 했다. 소박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강력한原始的인 户魔 

力』의 發芽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와같은 디자인과 寫眞의 교류관계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그 兩者는 繪畫에 기 반을 두고 있 

寫眞은 당초 繪畫에 의한 묘사기술에다 기계적인 

手段을 도입해서 보다 정밀하게 라는 當時의 리 

얼리즘的인 요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현 

기술을 구사하여 繪畫를 複製하는 수단이 되기 

도 했다• 즉 寫眞은 記錄手段인 동시에 또 複製 

手段이기도 하다. 이 런경우 前者는 카메라의 렌 

즈이 기능에 따르게 되고 後者는 感光材의 性質 

에 따르게 된다.

어쨌든 이와같은 記錄性과 複製性은 때에 따 

라서는 比重의 차이점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서 

로 융합되면서 寫眞의 오늘날的인 성격을 형성 

해 왔다고 하겠다. 한편 그래픽 • 디자인의 原型 

이라고 할 수 있는 阪畫도 또한 18世紀에 와서 

는 각종 기술이 발달 되 었지만 그 目的은 繪書 

의 複製였으며 當時의 市民계급의 繪畫需要의 

熱이 높아지면서 複製는 한층 성행 하게 되 었다.

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複製技術의 급속的인 발달은 藝術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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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의 流通過程에 있어서 계급 적인 遍重을 시정 

하고전체적으로는 藝術의 民主化에 기 여했고 

또한 大衆의『平等』思想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이와같은 複製 

技術은 스스로의 複製技術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獨自的인 表現의 可能性을 개척하고 그 기 반을 

굳혀 하나의 複製藝術로 변모한 사실이라고 하 

겠다.

그래픽 • 디자인의 表現素材로서의 寫眞이 활 

약을 하게 된 것은 寫眞의 印刷가 可詣하기 때문 

이라는 이유만은 아니다. 첫째로 大量의 複製에 

의한 전달에는 당연히 多數의 相對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言語와 같이 普遍性을 가 

진 記號같은 것이 필요하게 된다. 私的인 記號 

나 어려워서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記號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寫眞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直接的이고 感性的인 記號라는 점에서 그 조건 

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와같은 寫眞의 映像言 

語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 특질을 대충 생각 

해 보면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카메라의 렌즈에 의한 대상의 정확한 

기록과 정착은 人間의 知覺이 나 記憶의 不正確 

性을 초월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로는 微細한 

세계에서부터 巨視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고 더욱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세째로는 

카메라•앵글의 선택이 대상의 의미를 색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 네째로는 事物의 

운동하는 映像을 固定하는 것으로 표현에 있어 

서 時間性이 導入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寫眞의 映像言語의 특질은 콤뮤니케 

이션을 중시하는 경향에 있는 디자인의 영역 속 

에서 더욱 寫眞의 중요성을 확인케 하는 原因이 

되었다.

1920년경 모호리 - 나기 의 寫眞과 活字를 엮 은 

『타이 프 • 포토』라는 形式은 이 와같은 것 을 立證 

하는 최 초의 시 도였다고 하겠다. 또한 죠지 ・ 케 

페슈의『視覺言語』라는 持論은 寫眞映像의 전달 

기능을 무제한 확대하는 추구였다고도 할 수 있 

다. 어 쨌든 이 와같은 見地에 서 비 쥬얼 - 콤뮤니 케 

이션 分野에 있어서 寫眞映像의 記號的 性格과 

本質은 거의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寫眞映像의 기능은 廣告表現에 

있어서도 강력한 武器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 

고 탁월한 廣告寫眞은 훌륭한 宣傳企劃과 發想 

과 그리고 멋진 디자인的인 처리에서 이루어 진 

다는 사실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廣告寫眞은 본래 카피와 함께 디자인 

的인 처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처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廣告表現만을 위한 素材의 

提供으로 그친다면 그 寫眞은 아무 것도 주장하 

는 것도 없고 평범한 기록寫眞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또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디자인的인 

처리가 완벽했다고 해도 素材 自體로서의 寫眞이 

훌륭하지 못하면 좋은 廣告寫眞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와같이 二律背反性을 내포한 廣告寫 

眞은 오직 훌륭한『포토• 디 자인』의 獨 自 的인 

기반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한편 오늘날 廣告表現에 쓰여지고 있는 寫眞 

은 너무나도 安易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感이 

있고 자칫하면 廣告表現에 있어 素材로서의 寫 

眞의 宿命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함같은 것도 

한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映像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短命하다. 

즉 映像은 短時日內에 낡아 버 린다. 寫眞作品에 

古典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사실은 

映像이라는 것이 短時日밖에 生命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쉴 사이 없 이 새 로운 매카니 즘이 

발명되고 이에 따른 새로우 映像이 發見된다. 

낡은 매카니즘이 표현치 못하는 不可視의 세계 

를 새로운 매카니즘은 개척 표현한다. 寫眞의 

美學은 이와같이 변천을 거듭해 왔다.

寫眞이 短命한 映像이 라고 한다면 例를 들어 

「카렌더」에서 흔히 볼수 있드시 적어도 한달 내 

지 두달 동안 한장의 寫眞만을 觀賞하게 되는 

廣告表現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 각된 

다. 映像의 두번째 결함은 아무래도 映像이 일 

반 言語와 같이 思想을 전달하는데는 다소 효 

과가 적 다. 寫眞만을 봐서는 무엇 인지 잘 모를 

廣告寫眞이 많다. 그러나 카피나 캡션이 곁들어 

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映像이란 본래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映像이 지닌 의미를 한 

정시키는데는 言語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세째로 寫眞의 映像은 模倣당하기 쉽다. 이것 

은 表現手段이 카메라라는 기계 이기 때문이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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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로는 기계藝術 全體의 문제이지만 繪畫와 

같이 강열한 개성의 주장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廣告에 쓰여진 寫眞을 보고 繪畫처럼 

쉽게 그 作家를 지적할 수는 없다. 물론 寫眞의 

경우는 個性的인 주장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전연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作家를 지적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적인 양식 

을 확립하고 있는 寫眞作家도 많다.

어쨌든 寫眞映像은 오늘날 記號的인 성격의 

확립과 함께 무서운 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발 

휘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廣告表現에서는 

寫眞映像이 萬能이 아니며 몇가지 결함도 있다 

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廣告表現의 영역에서 

는 寫眞映像이 가장 중요한 素材라는 것은 再言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素材는 새롭고 참신 

한 포토 • 디자인의 개발과 정립에서 보다 훌륭 

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라고 단언하고 싶다.

오늘날 寫眞은 각종 디 자인분야에 있어 기초 

재료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表現上 없 

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素材로 되고 있다. 특히 

廣告디자인에서는 그 대부분이 寫眞을 쓰고 있 

다. 商品을 정확히 소개하고 商品이 가지는 이 

미지를 알기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寫眞이 얼 

마나 强力한 武器인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런 見地에서 오늘날 寫眞과 디자인은 결혼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잘못 

되면 서로의 價値가 손상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寫眞과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處理당하는 것과 處理하는 것, 즉 素材와 그 表 

現技術이라는 관계가 너무나 單純化되고 있는 

점이다. 이 런 결과는 寫眞映像의 表現에 있어서 

自律性이 없어져 寫眞은 마치 디자인 表現을 위 

한 素材에 불과하다는 觀念에 사로잡히 기 쉽 다. 

다시말해서 寫眞의 自體的인 表現力에 內在하고 

있는 에네르기를 디자인측이 능동적으로 개발해 

야 한다는 이 야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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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歴史의 現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나긴 歴史의 対話를 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담속에서 歴 

史와 함께 하는 하나 하나의 돌들의 表情은 길고도 긴 時間의 포용과 또하나의 歴 

史들을 観照하는 자세를 취하기만 한다. 때문에 담은 人間에게 밀착되어지고 또 

밀착되어지기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한국의 담은, 그것도 民家 草屋이나 여염집의 담은 素朴한 이 야기로 그득하다. 아 

무렇게나 생겨버린 돌의 쌓임, 그것이 곧 우리의 담이며 対話의 기록인 것이다. 

꾸불꾸불 돌담을 끼고 걸으면 담은 우리에게 밀착하여 수 없는 이야기를 정겹게 

해 주는 것이 民家의 담인 것이다.



담은 多様한 形態와 変化로서 이루어 진다.

돌의 形態나 지붕의 연속적인 변화는 門과의 만남을 위해 소담스러운 변화와 造 

形속에서 이루어 진다.



『이리오너라 !」하는 請客의 목소리가 금시 들려올 것 같은 양반집의 담은 古格을 

잃지 않는 다.

엄숙한 表情의 格에서도 아슴프레 밀려오는 따뜻한•情感, 이 것이 우리네 담인 것



덥숙머리를 한 草家, 고향집으로 가는 동구의 담들은 서로 마주보며 오붓한 対話 

를 夕陽아래 가득히 담밑에 쏟아 놓는다.

아무렇게나 빚어올린 토담일 수록 対話는 끝이 없다.



曲線으로 휘돌아 흐르는 우리네 담은 여유스러운 造形의 表現이라고 말 할 수 있 

을 것 같다.

造形의 不規則 속에서도 정돈된 美를 잃지 않는 담의 표정은 하나의 繪画일 수 

밖에 없다.



Package Design ③ 패키지 디자인의 政策



13. 코포레이션 이미지 

（Corporation Image）

어느 企業體나 會社이던 간에 社內에서 조 

성되고 풍기는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마 

련이며, 또한 外部에서도 어떤 媒介體에 의하 

여 形成된 어떤 이미지가 반듯이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이미지를 코포레이션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러한 것들은 결코 會社에서 생 각하 

고 있는 이미지와 同一符合한다고 생 각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심한 격차를 가져와 

엉뚱한 결과를 招來한 경우마저 있다는데, 여 

하튼 會社側으로서는 社內, 外를 막론하고 자 

기 會社에 有利한 이미지를 가져 줬으면 하는 

것이 人情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코포레이션 이미지 

企劃을 성립시키는데 焦點이 될 것이다. 그렇 

다면 과연 그 會社에 대해서 消費層에서는 어 

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例를 들어본다.

O 대체로 高級品을 파는 會社라는 이미지 

O 大衆的이며 건실한 會社라는 이미지 

이와는 反對로

x 時代에 뒤떨어진 商品을 파는 會社라는 

이 미 지

X 속임수가 많고 信賴度가 낮은 會社라는 

이 미 지

以上의 例는 일부 消費層의 所感에 지나지 

않지 만 그 밖에도 라이벌會社의 動態가 있고, 

中間的인 存在로서 官公署 및 金融機關의 社 

會라는 것이 있어 제각기 이미지가 조■성되는 

근거도 判異할 것이다.

社內에 있어서도 從業員과 經營者가 지닌 

이미지가 다르며 때로는 對立하는 경우마저 

있으므로 보다 좋은 이미지를 統一시키자면 

각별한 方案이 강구되어 야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코포레이션 이미지 確立이 

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各 業體마다 

—一品이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數 十에 

서 數 百種에 達하는 實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商品마다 統一된 이 

미지를 심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려니 

와, 이것이 市場에서 다른 라이벌의 商品들과 

合流했을경우그商品이 지닌 自社의 좋은 

이미지가 빛을 잃어 消費者에게 外面 당하는 

위험성마저 內包하게 된다.

오늘의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Intuitive 
（直觀的）効果에 대하여 생 각할 경우 코포레이 

션 이미지는 個個의 인튜이티브 디자인과 매 

스 인튜이티브 디자인을 노릴 경우 後者의 効 

果는 직접간접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比 

重이 크다 하겠다.

以上 요약하자면 外部에서 본 會社에 대한 

좋은 印象을 어떻게 形成해서 그것을 패키지 

에 具現化시키느냐 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패키지 디자인의 初期 단계에선 개개의 디자 

인 如何에 따라 基準을 左右했지만 점차 매스 

콤의 効果를 期待하게 되며 發賣된 全商品의 

패키지에 대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게끔되었 

다. 그리고 消費者에 대한 이미지 造成을 主로 

廣告活動에 依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大別 

하면 다음과 같다.

텔레비죤, 新聞（日刊, 週刊）雜誌, 포스터, 

판프렛 看板, （宣傳塔） 商品패키지 其他

14. 코포레이트 칼러 

（Corporate Color）

코포레이트 칼러 란 色彩의 특징을 부여함에 

따라 코포레이트 이미지를 統一시키는 方法으 

로서,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포 

레이트 이미지 方策이 가장 有力하다.

패키지 디자인의 製作上에서 이를 具體的으 

로 살펴 보자면

코포레 이트 칼러 （色彩計劃）, 코포레 이트 룩 

크（視覺的表現計劃）, 形態, 래터링, 패턴, 일 

러스트레이션 등으로 區分된다.

우리들에게 낯이 익은 飮料水（技術提携로 

量產） 코카콜라는 우리나라 庶民層과의 親近 

度는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赤과 白色 

의 컴비네이션은 우리들의 뇌리에 강력한 印 

象을 새겨 주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온世 

界에 퍼져 그 중에는 赤色을 별로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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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나라에서도 엄청난 物量攻勢앞에서 抵抗 

을 잃어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그 

런 실정인 것이다.

15. 패밀리 디자인 

(Family Design)

일명 홈 디자인이라고 불리운 패밀리 디자 

인은 그 명칭 그대로 家族 單位처럼 한 덩어 

리로 뭉쳐진 構成體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販賣되는 물건들은 全商品을 통하여 

同一한 이미지와 特徵을 지녀야 함은 이미 常 

識化된 사실이지 만, 그 중에는 특수한 目的을 

지닌 特異한 물건도 있은즉 이는 例外로 봐야 

할 것이다. 그_러므로 스켈이 큰 것은 企業 單 

位로, 작은 스켈의 것은 商品 系列로 나누어 

同一한 디 자인 (Identification Design) 을 力口하 

여 全商品, 혹은 약간의 商品群에 共通的인 

무늬와 특징 등을 주어서 統一을 도모하고, 

企業的 스켈로써 힘을 對備하여 이것을 消費 

者에게 전달시키는 일을 패밀리 디자인이라고 

한다.

요즈음패키지 디자인은 텔레 비죤, 新聞, 雜 

誌 둥의 廣告에 寫眞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빈 

번해졌는데, 이 런 경우 天然色이라면 그 商品 

에 대한 이미지가 直覺的으로 연상되겠지만 

아직은 黑白이 태반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 

러나 이런 경우에도 패밀리 디자인을 注入시 

킨다면 어느 정도£] 効果는 거둘 것으로 期待 

된다. (原色그림 ① 參照)

또한 패키지를 보는 순간「어느 會社의 製 

品이다」라고 연상시키게 한다든가 처음 對하 

는 商品이라도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직감적 

으로 느끼 게 끔 힘 을 傾注해 야 할 것 이 다.

이와 같이 自社의 이미지를 全商品에 定着 

시 켜 나가는 同一企劃 (Identification) 이 있는 反 

面에, 同種의 브렌드와 區別이 되는 個性 

(Personality) 이 요구되 는 時代가 온 것 이 다. 

말하자면 前述한 類型化에서의 脫出을 뜻한 

것이고, 個性, 特徵 등을 말하며, 흔히 이것 

을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 異物이라기 보다 

異色的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最近에 이러한 傾向의 것이 脚光을 받기 시 

작했는데 디 퍼렌스의 適切한 處理여 하에 따라 

包裝界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생 각 

된다. 그러 나 실지 行動에 임하게 되 면 容易 

한 일이 아니 겠지 만 디퍼렌스가 融合된 디자 

인의 Identifecation만이 가장 바람직한 理想的 

인 姿態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한 例를 들자면 비스키트 RITZ로 

유명 한 美國의 NABISCO (National Biscuits 
Company) 는 箱子 코너에 赤地에 白文字의 캬 

락터 디자인이라고 稱하는 同社의 計劃은 자 

유로운 表面 디자인의 右上코너 에 붉은 三角 

形을 자리하고 마아크와 文字를 白色으로 나 

타냈는데 무드를 조성하는 처리라기 보다도 

오히 려 物理的인 처 리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즉 디 자인感覺에 구애받지 않고 統一的인 

이미지를 强調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數 

많은 商品目을 지녔을 경우 强한 印象을 풍기 

며 나아가서는 그 會社에 대하여 아름다운 이 

미지와 두터운 信賴感을 갖게 하는 징검다리 

役割을 하는데 소정의 効果를 얻은 것으로 생 

각된다. (原色 그림 ② 參照)

끝으로 패밀리 디자인의 種類를 살펴보면 

그래 픽 構成과 인더 스트리얼 構成으로 大別되 

지만, 量的으로는 인스턴트的인 要求와 눈에 

띄기 쉽다는 관점에서 그래픽 디자인 構成面 

이 많다고 보겠 다. 그 手法을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a) 그래픽 디자인 構成

캬락터 칼러法

카락터 마아크法

캬락터 래터링法

캬락터 일러스트法

캬락터 콘포지션法

(b)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構成

인더 스트리얼 機能法 

인더스트리얼 스타일法

16. 아프터 유즈 (After-Use)

아프터 유즈란 아프터 서어비스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次的인 用途의 目的을 

마친 후에 2次的인 용도를위해서 두번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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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다한 後 商品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方 

法을 말한다. 바꿔 말하자면 菓子를 사서 먹 

은 후에 容器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쓸모있 

게 만들어져 있어 이를 活用하게끔 즉 고객에 

게 奉仕를 도모하는 政策이다.

특히 이러한 方案은우리 나라의 經濟實情에 

비추어 합리적인 方法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使用 後 아낌없이 버리 

는 美國的인 經濟風潮로 본다면 아프터 유즈에 

대한 見解는 약간 달리할 것이 分明하다. 여 

하튼 아프터 유즈의 採擇 如否는 하나의 經濟 

理念에 직결되므로 賛反을 속단할 수 없지만 

생 각하기 에 따라서 는 패 키 징 의 第一 目 的에 투 

철함이 보다 經濟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두 

번 以上의 目的을 達할려면 材料上으로 二重 

構造가 요구되고 따라서 겉치레를 하다보니까 

內容이 貧困해지는 그러한 弱點이 介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反面에 利點 또한 있는 것이 

다.

첫째 主目的이 分明치 않을 경우에 도움이 

되고, 둘째로 보기에도 경제성이 풍부한 감을 

불러 일으켜 서민층에 相當한 환영을 받을 것 

이 최근 우리 나라 調味料 製糖界에서 앞을 다 

투어 美麗한 캔 容器를 市販케 하고 있음은 

퍽 多幸한 일이오나, 아직도 用途面에 생 각할 

餘地가 많으며, 내실을 약속하고 販賣目標에 

따른 彈力性있는 아프터 유즈를 再三 고려해 

야 할 단계라고 믿어진다.

美國의 디자이너 Linder Beach는 패키지의 

아프터 유즈에 대하여

「商品의 구매시점에서 나중에 무엇인가에 

쓸 수 있을법 하다 라는 느낌을 마음 한구석 에 

심어줌은 寳物을 찾은 그런 기분과 상통되 어 

대단히 效果的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菓 

子箱子의 처리 솜씨 하나만 보더라도 배울 점 

이 많다.

例를 들어 타원형 （양철製 캔디箱子）容器인 

데 表面 印刷처리가 그렇게 美麗하고 精巧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 이미 캔디 

뚜껑이 아닌 훌륭한 쓸모있는 쟁반으로 둔갑 

해 버리는 것 이 다.

物資가 제 아무리 풍부한 곳일지라도 人間心 

理의 裏面에는 損得을 가리는 습성이 잠재하 

고 계속되고 있는 以上 아프터 유즈를 외면한 

패키징은 위험한 처사가 아닐른지 ?

（原色그림 ④⑤參照）

17. 리 디자인 （Re-Design）

商品이 판매된 후로 부터 상당한 時日 이 경 

과했거나 社會的인 환경이 급격히 변할 경우 

生產處에서는 商品構成 혹은 디자인의 再檢討 

를 하여야만 할 경우가 發生한다. 이럴 때 現 

在의 디자인에 포함된 不實한 要素를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을 改良하는 일을 리 디자인이라 

고 한다.

이러한 일은 商品에 새로운 입김을 注入시 

키고新鮮한 디자인을 구사해서 再出發을 뜻 

하는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商品競 

賣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디자 

인 政策의 하나라고 본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리 디자인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져 부분적으로 많은 製品들이 선 

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적인 例로 專賣廳에 

서 나온「신탄진」을 들 수 있다. 요즈음은 品 

貴현상이지만 담배 壽命으로는 퐤 오래됐다. 

市販된지가 6, 7年은 경 과했으리 라 짐 작되 는데 

그동안 포장 圖案이 다섯번이 나 리 디자인을 

試圖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리 디자인의 試行方法은 그 原因에 따라 千 

態萬象이므로 한말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問題가 대두될 것이다.

。디자인의 全面改良

。디자인의 部分改良

。단번에 改良하는 方法

O서서히 改良하는 方法

그러나 이러한 方法들은 제각기 一短一長이 

있다. 만일 충분한 生產量 준비가 밑바침 된다 

면 단번에 해결하는 方法을 취하겠지만 그런 

경우 가령 단골처 （都賣商）의 스톡크 事情에 대 

한 고려랄지 이에 따른 막대한廣告費 出血둥 

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서서히 改良해 나가는 方法은 

우선 廣告費 등이 節約되고 賣上高도 급격한 

變動을 피할 수 있어 企業面에서는 上策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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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만 改良時期마다 關係 各方面에 상세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용의 주도한 計劃이 필요 

로 하는 난검이 있다

리 디자인을 行하는 時期의 선정은 퍽 심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會社의 性格, 商 

品의 特性, 그리고 社會的 환경에 따라 그 有 

効한 時期가 일정치 않으므로 케이스 바이 케 

이스로 다루어야 한다.

가령 病도 重態에 빠지기 前에 手術이 필요 

하듯이 그 時期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結 

論이 얻어질 것이다.

美國에서의 그래머 패키지의 有効期間은 대 

체로 1年을 요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2年, 

우리 나라의 경우는, 특히 一部 製菓業體의 무 

질서한 試行 등으로, 定着性을 잃어 소비자에 

게 혼란을 주는 例가 허다한데 이런 점은 앞 

으로 止揚되 어 야 한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새로운 顧客의 획득이라 

는 적극면과 옛날 단골손님의 固定化를 바라 

는 소극면, 이렇게 두 種類가 있다고 보는데, 

時代感覺의 變革과 製品 使命과의 관련성의 

變革이 計算의 中心이 되어야 하며 이 相反된 

밸런스 속에서 리 디자인의 필요성이 요구되 

는 그 순간, 서슴치 말고 試行되어야 할것이 

다.

여기에 美國의 담배 Marlboro를 한 實例로 

삼아 보겠다.

말보로의 리 디자인은 女流 디자이너 마리 

샬던의 솜씨인데 그녀의 디자인 意圖를 간단 

히 紹介한다.

우선 디자인의 기 반을 흐뭇하고 따스한 At 
Home적 인 氣分을 내는데 注力했다. 칼러 역 

시 그 뜻을 살려 붉게 하고 눈에 띄 게 하는 

데에도 힘을 썼으며 圖形家屋을 象徵하여 家 

庭的인 무드를 조성했다. (原色그림 ③參照) 

이 담배는 원래 女性趣向으로 만들었던 것 

을 男性에게도 겸할 수 있도록 유의했다. 즉 

箱子의 機能을 注入시켜 지금은 소위 말보로 

스타일이라는(윗部分이 꺾어지는) 樣式을 취하 

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當時만 하더라도 이 

꺾 이는 樣式은 英國에서만이 採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廣告와의 協調를 積極化시킨 일 등인 

데, 한 때「말보로」는 美國의 한 벽촌의 이름 

없는 小工場의 製品이었지만 패키지 디자인을 

바꿈으로서 約 5百倍 以上의 賣上高를 올려 一 

躍 大煙草會社로 君臨한 사실은 비단 바다 건 

너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방관할 일이 아닐 

것이다.

18. 패키지 디지인과 트레 

이드 마아크

Trade Mark는 우리 말로 商標에 해 당하며 

企業體에서 自社의 상품과 他社의 상품과를 

구별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標識이다.

흔히 마아크와 심 벌 (Symbol) 을 혼동하는데 

마아크는 자기의 表示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만, 심벌은 公的인 一般性을 지니고 있는 점 

이 다르다.

트레이드 마아크의 發想은 보통 企業創立의 

理念, 由來 등이 制定의 골자가 되는 모양이 

다. 그러기에 企業의 象徵으로서 意味가 있고 

패키지에 필히 記載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立場에서는 信用의 심벌로 

여겨짐에 信賴와 期待의 표식이 되므로 그 취 

지에 어김없는 취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트레이드 마아크의 種別은 대체로 세가지로 

區分된다.

(a) 文字와 트레이드 마아크

文字를 사용한 상표에는 한글, 漢字 로마文 

字 등을 사용해서 구성한다.

〈例. 太平洋化學. Sanzui, GM엔진, 샘표, 

도시 바〉

(b) 圖形과 트레이드 마아크

圖形을 사용한 상표에는 繪畫的인 것으로부 

터 幾何學的인 것까지 다양하다.

〈例. 해 태, 眞露, 日 東제 약, 울 마아크, 유 

한양행〉

(c) 結合 트레이드 마아크

文字와 圖形, 色彩와 文字 등이 곁들인 것 

을 말한다.

＜例. 미원, 白花, ROLEX, Schering, CBS, 
CALTEX, 호남정유〉(그림 6參喲

트레이드 마아크는 色彩를 명확히 의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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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國內外 各種 트레이드 마아크

(b) 圖形을 中心으로 엮은 例

(c) 文字 圖形을 곁드려 만든 例

는 例가 많은데, 코카콜라 하면 우선 赤色을 

연상하고, Kodak은 黃色을 연상하게 될 것이 

다.

以上 대충 상표에 대한 외면적인 면을 살피 

는데 내용적 인 면도 몇가지 事理를 구비하고 

、있다.

。獨自性을 지니고 있다.

。商品의 象徵性이 우수하다.

。아름답고 近代性을 구비하고 있다.

。記憶力에 적응하고 있다.

O永久性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構成 要素를 열거해 보면 패키지 디 

자인의 요소와 대차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永久性」이라는 點에서 볼 때 패키지 디자인 

은 다른 分野의 디자인에 比해, 긴 生命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트레이드 마아크 

는 2倍가 넘는 生命力을 지녀야 할 것이다. 

저명한 企業體들은 저마다 創立 半世紀, 1世 

紀 云云하지 만, 버 들표로 이름난 Y洋行은 그 

좋은 例라 하겠다.

19. 디자인 組織

(Design Organization)

① 組織의 스타일

요즈음 經營美學, 經濟美學이라는 말이 자 

주 쓰이는데 이는 모든 企業에 있어서 造形의 

효과랄지 美를 필요로 하는 經營上의 底力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며, 底力의 原動力은 바로 

디자인의 組織에서 울어나온다 허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소위 組織이란 특정된 목적을 지니고 相互 

의 協力이 行하여 지는 團體일 것이며,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서로 對立하는 事象의 

統合物이며, 人間의 對立된 思考와 感情의 구 

제적 統合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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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對立을 調整하고 나아가서 共存 

을 可能케 하는 일이 바로 經營者들의 職責일 

것이 다.

企業이 發展 途上에 있을 時는 두말할 나위 

도 없지만 보다 높은 水準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美術 즉 디자언의 參與는 물론, 經 

營의 基盤이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外國과우리 나라의 實情과 비교해서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먼저 디자인組織 

의 스타일을 다음 세가지로 생 각할 수 있다.

(a) 디자인部(獨立된 디자인 硏究所)

(b) 特定된 部, 課의 스탭으로서, 디자이너 

가 배치되여, 그 특정된 部, 課의 일부로 

서 行해 지는 경우

(c) 社外의 디자인製作 機關을 이용하는 方 

法

등이 있는데 이 社外의 디자인製作機關으로 

서 는 디 자인事務所, 包裝印刷工場 및 技械加工 

會社, 廣告業務 代理店 등이 있다.

(a) 의 獨立된 디자인部의 경우, 이 시스팀 

은 다른 各部와 同等한 위치에 있음으로 會社 

본래 의 要求에 잡다한 意見과 간섭없 이 獨創 

的인 디자인이 行하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理想的이고 바람 

직 한 姿勢라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우리의 實情은 극히 최근에 몇몇 企業體만이 

겨우 이러한 先進의 시스팀을 받아들이고 있 

는 形便인 것이다.

이러한 한 例는, 아직도 우리의 經營陣은 

입으로는 디자인 重要性이 빈번하게 論議되지 

만, 사실은 隋性과 獨斷과 編見에서 脫皮를 

못하고 디자인은 輕視되어 한 部에 隸屬되여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比해 美國같은 나라에서는 디자인部 

門을 自社에 둔다는 것은 이미 常識化되어 있 

고, 한 편으로는 合理的으로 社外의 디자인制 

作 機關을 活用하는 경향마저 있는데 이러한 

配慮는 극히 妥當하며, 우리로서는 猛省과 是 

正의 促進이 되어야 할 것이디-.

(b)의 경우는 部, 課에 속한 要員形式인데, 

그 課의 作業의 일부로서 디자인을 行한다 던 

가, 다소 洗練된 會社에서는 課를 일괄해서 

部의 業務 範圍 內에서 디자인을 처리하는 形 

式이 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디자인의 참된 

効率를 기 대 하기 어 려 운 것 이 다.

©는 社外의 디자인制作 機關을 치」用하는 

方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디자이너를 採用 

않거 나, 採用을 할 수 없는 中小企業體가 주 

로 採擇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대체로 이러한 業體들은, 특정한 디 

자이너 에 위 촉하거 나, 廣告業務 代行社에 케 

이 스 바이 케 이 스로 계 약을 履行해 나가고 있 

다.

아직은 이러한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 

는데 美國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양식을 活用하고 있으며, 심지어 디자인 

部署를 두고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 他所에 依 

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선 좀체 로 드문 케 이 스이 지 만 디 

자인의 專門化라 할가, 高度化라는 뜻에서도 

이 문제 는 앞으로 더 욱 영 구해 야 할 과제 일 

것이 다.

① 美國의 패키지 디자인制作 組織

美國의 著名한 工藝디자이 너 Henry Draface 
는「디자이 너 는 한결같이 獨立디 자이 너 (In
dependent Disigner) 라야만 한다」라는 주장과, 

人事管理面에 있어서 社員들은 부여된 일에 

권위의식을 가지라고 했는데, 물론 이 말은 

디자이너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특 

히 디지•이너들은 이 말을 뼈아프게 받아드려 

야 할 일이다.

우선 당면 과제로서

「디자이 너는 勤勞作家라야 할 것인가 ?」

「獨立性을 지닌 作家라야 할 것인가 ?」라는 

兩論아 대두 된다.

먼저 獨立디자이너의 長點을 살펴보면 

。디자인에 대하여 視野가 넓다.

。하나 하나가 本人의 力量과 勝負하고 직 

결됨으로 熱意가 대단하여 유니크한 좋은 

디자인이 기대된다.

한 편 企業內의 디자이너의 長點으로서는 

。패키지 디자인制作은 관계면이 多方面에 

걸쳐 있음으로 특히 生產工程, 材料 知識 

面에서도 社內에 있는 편이 製作에 有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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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視野의 것은 가망이 없지만 개별적 

인 商品에 대해서는 깊히 파고 들어갈 수 

가 있다.

以上과 같이 각각 利點과 短點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잡다한 문제 둥을 제쳐 놓드 

라도 디자인 專門化의 경 향이 날로 높아간다 

는 사실은 디자인이 지닌 성격상 당연지사일 

것이다.

이리하여 디자인 즉 아이디어는 하나의 企 

業으로서 충분히 成立될 수 있음이 立證되고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널이 알려진 레이몬드 로우이 

Laymond Lowey Association) 나, 월 터 렌도 

(Walter Landor) 등의 大規模事務室로부터, 社 

長 兼 給使라는 한 사람의 디자이너에 이르기 

까지 美國의 디자인 事務所는 각양 각색이다. 

그러 나 최근 뉴욕에서는 4, 5名 정도의 그릅의 

經營方式이 좋은성 과를올린다는소식 이 전해 

지고 있다. 그리고 依賴側에서는 이러한 小數 

의 그릅 事務室에 즐겨 일을 맡긴다는데, 理 

由는 규모있는 큰 사무실은 대체로 책임자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말단 부하에게 디자인을 

맡기는데 그원인이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그릅活動이 날로 성행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參考를 해 볼만도 하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하자면 이러한 미국의 

모든 群小 디자인 事務室에서는 거의가 패키 

지 디자인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 

기에 業務量은 全體의 정도의 比重을 차지하 

고 있 다는데 최 근 우리 나라도 獨立的인 디 자인 

室 및 廣告業務代行이 차츰 늘어 나고 있는데, 

과연「包裝面은 어느 정도 일 것인가?」에 대 

해서도 點檢해 보고, 내일의 번영을 위해 피 

차' 반성해 볼 문제라고도 생 각된다.

다음 디자인 組織面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包裝印刷會社의 디자인 部門일 

것이 다.

특히 그 중에 서 도 우리 에 게 감명 을 새 롭게 해 

주는 것은 자타가 公認하는 C.C.A•와 Milprint 
Corporation일 것 이 다. C.C.A. 는 디 자인 活動 

에 있어서 모든 타입의 典型으로서, 世界的으 

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規模의 

施設과 우수한 디자이너의 陣容은 물론이 겠지 

만 그 보다도 會社의 經營을 디자인에 걸고나 

가는 선단적인 經營感覺과 지도적인 면이 評 

價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 C.C.A•의 出發點으로부터 

過去의 또 한 내일로 向하는 G.C.A•의 디자인 

部門의 동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다.

이 會社의 첫 걸음은 印刷倉庫의 한구석 에서 

단 한 사람의 雇用 디자이너를 놓고 일을 시 

작했다는데, 그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바로 

Albert Kuner인데 쿠너의 功勞를 영원히 잊어 

서 는 안 될 것 이 다. 여 하튼 C.C.A.는 현재 世 

界 26개소의 디자인 硏究所를 차릴 만큼 발전 

했는데, 참고로 이 會社의 制作過程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依賴者로부터 營業部를 통하여 디자인 

의 의 래 , 혹은 評價 依賴를 받으면, Marketing 
Research部에서 條件整理와 調査를 행하고, 

依賴人, 調査員, 아트디렉터의 合同會議를 거 

친다음, 디자인 소오스를 마련해서 制作으로 

넘긴다.

制作過程에 있어서는 그 作品을 우수한 디 

자인 테스팅 시스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 

게 되는데, 디자인 평가비용은 10餘年 前에도 

원 테스트 9萬원 가량이 든다는데, 물론 費用 

은 의뢰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수차에 

걸친 테스트로 資料 整理를 하자면 상당한 비 

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印刷會社의 디자인制作의 

특징은 高度한 인쇄기술로 인해 기대할 만한 

완성을 볼 수 있고, 인쇄기술에 달통하고 있 

기 때문에 色度 數 및 其他 完成 方法 둥에 하 

등의 무리와 차질이 없고, 가격면에서도 利得 

이 있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처리되어 나간다 

고 한다.

③ 韓國의 패키지 部門의 變遷

現今에 이 르기 까지 우리 나라產業의 發展相 

은 70年度에 와서 겨우 初期的 단계를 克服한 

셈이지만, 先進 列國에 比하면 隔世之感을 면 

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包裝 技術面에 있어서도 요람기를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표는 우리 

나라 包裝界의 沿革을 간추려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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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直營工場 內部의 이모 저모

韓國의 包裝界 沿革

1 9 4 0年代 1 9 6 0年代 * 1 9 7 0年代

41年，朝鮮包裝協會創設.

45年，解放後輸入外國貨物 

및 駐屯軍의 調達物資 

의 包裝에서 크게 朿U 
戟을 받음.

60年 以後 產業界의 急進的인 發 

展에 따라 近代的인 包裝의 

모습을 찾게 됐음.

65年, 韓國包裝技術協會 創設과 科 

學技術硏究所 (KIST) 가 包裝 

技術의 體質改善과 規格統一 

標準化 등을 促進시켰음.

70年, 政府는 各團體를 統合시켜「한국디 

자인포장센터」를 發足시켜 韓國의 

디자인과 包裝의 總本山의 役割을 

맡게 하였음.

同年 世界包裝機構 (W.P.O) 와 아시 

아 包裝職盟 (A.P.F)의 會員國으로 

加入 國際的인 位置를 確保.

以上과 같이 우리 나라의 包裝界는 1940年 

朝鮮包裝協會의 創設을 璃矢로 근 30年 만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設立과 더불어 명실 

공히 디자인과 包裝의 韓國 總本山의 역할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때를 같이 하여 市內 永登浦區의 푸 

른 第二 工業團地에 建坪 3400餘 坪의 大規模 

포장센터 直營工場이 竣工되어 우렁 찬 가동소 

리와 함께 包裝操業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그림 ⑦⑧參照)

이리하여 최근에 이르러 현저한 實績을 올 

려, 先進과의 格差도 좁혀가고 있는 실정이지 

만 본질적 면에서는 아직도 未及의 章이 남아 

있는 것 이 다. ，

그것은 短時日內의 技術導入과 開發에 따 

른 諸般事情의 애로와, 디자인의 指導 및 普 

及에 일련의 不充分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인 

데 앞으로도 계속 段階的인 노력과 時間이 필 

요로 할 것 이 다.

그러나 점차 디자인 部門에 대한 理解가 날 

로 높아가고, 專門分野의 시스템이 整備되는 

한 편, 디자인포장센터를 筆頭로 각처에서 輸 

出 관계의 包裝 展示行事가 현저하게 눈에 띄 

게 되었다.

그 밖에도 관계자들의 海外派遣, 세 미너를 
통한 敎育靠座도 활발해 짐에 앞으로의 展望 

은 매우 밝다 하겠으며 디자인 包裝界에 투신 

한 諸位의 더 한층의 분발과 企業 經營者 側 

의 熱意와 認識이 절실히 期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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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裝小考

(2)
— 輸出人蔘製品을 中心으로한 問題点一

*

尹 炳 奎
大韓産業美術家協會員

各 메이커별로 個性을 살린 人蔘包裝디자인

100億弗 輸出目標를 向하여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韓國輸出產業의 現時點 

에서 볼 때 人蔘製品의 輸出品으로서의 比重도 그 어느 輸出品 못지 않게 

큰 一翼을 담당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 다.

東洋의 神秘、, 韓國의 靈藥으로서의 人蔘의 價値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온 

터이나 近來에 와서는 保健食品으로서의 商品的 特性을 지니므로서 大衆속 

에 널리 普及 되어온 터이다.

더우기 韓國特產物로서의 東南亞市場進出은 輸出韓國의 면모를 세우는데 

없지 못할 큰 比重을 차지함은 물론 韓國의 이미지를 世界속에 심는 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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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貢獻을 해온 우리의 자랑인 것이다. 人蔘이 지닌 영약으로서의 價値에 

對하여는 아직도 많은 科學者들의 硏究의 대상으로 남아 神秘속에 가려져 

있거니와 오랜 세월을 두고 東洋人들에게 있어서는 生과 연결된, 숱한 傳說 

을 간직하여 내려온 신비의 作物임에는 틀림이 없다. 近來에 와서는 東洋뿐 

아니라 西洋에서도 人蔘의 藥效에 對하여 많은 專門家들의 硏究가 활발히 

展開되고 있음을 보아도 人蔘이 지닌 眞價가 높이 認定되고 있음은 의심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볼 때 오늘날 韓國의 人蔘製品이 外 

國에서 好評을 받고 있음은 우연한 事實은 아닐진데 이에 발마추어 우리의 

人蔘製品이 他國의 製品보다 國際市場에서의 優位에 놓이게 함은 政府當局 

이나 이에 從事하는 各 民間製品業體의 共同의 至上 目標인바 目的達成을 

爲한 부단한 노력과 協力이 이루어 지 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 과연 우리의 人蔘輸出政策은 成功的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가를「輸出人蔘包裝」政策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에 本稿의 뜻 

이 있다 하겠다.

人蔘의 原產地는 中國과 韓國이다. 그러나 가까운 日本을 비롯하여 미국, 

카나다, 소련 둥지에서도 部分的으로 栽培育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韓國 

人蔘이 世界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質에 있어서나 藥效面에서 가장 優 

秀함이 認定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世界的으로 認定받고 있는 우리의 人蔘 

이 과연 世界人의 사랑받는 保健食品으로서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고 있을 

까? 환영받는 商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人蔘製品은 專賣品인 同時에 輸出指向的인 商品이 다. 人蔘은 大別하여「紅 

蔘」과「白蔘」으로 區別되는바 紅蔘의 경우는 國內消費者에 對한 販賣는 일 

체 許容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白蔘과 人蔘茶, 人蔘粉末 等 他製品도 外 

國轍出市場을 確保하기 爲한 政策으로 政府에서는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터 

이 다.

이러한 우리의 人蔘製品이 과연 外國市場에 나갔을 때 現地消費者들에게 

얼마나 好奇心과 歡迎을 받고 있을까? 오늘날 競爭市場에서의 商品의 價値 

는 品質自體단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商品과 包裝이 謂和를 이루어 가추어 졌을 때 비로소 商品의 價値는 높아 

지며 뭇 消費者의 視線을 끌게 되며 購買意慾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人蔘製品이 아무리 效能面에서 優秀하다 하더라도 商品價値로서의 

包裝이 缺如된 狀態라면 競爭市場에서의 苦戰은 면치 못할 것이다.

現在「紅蔘」과「白蔘」의 包裝은 政府의 包裝單一化計劃에 依하여 統一되 

어 있다• 이는 政府專賣品으로의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方針이고 보면 너무 

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問題는 表面上에 나타난 디자인이 과연 

輸出商品으로서 손색없게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紅蔘의 

디자인을 보면 上部에는 東洋畫가 그려져 있고 下部에는 製品名「高麗蔘」이 

表示되 어 있다. 製品名이 漢字로「高麗蔘」, 英字로「KOREAN RED GINSE
NG」으로 統一商標를 使用함에는 당연한 目的意識이 부여됐다고 보겠으나 

東洋書가 그려져 있음은 뭔가 좀 서운한 느낌 이 든다.

人蔘이 東洋의 特產物, 韓國의 자랑품임을 表現키 위함이 분명할진데 東 

洋書가 어디 韓國만의 전유물인가? 막연한 東洋畫의 表現이 마치 人蔘製品 

自體가 막연한 製品, 뚜렷한 目的이 결여된 제품인듯한 착각마저 느끼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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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出人蒙製品 메이커가 다르면서도 디자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다

다.

韓國的인「이 미 지」를 또는 紅蔘自體의 特性을 잘 살려 表現했으면 오히 려 

消費者로 하여금 韓國特產物로서의 認識을 더욱 强하게 傳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오늘날 購買者의 入場에서 본 人蔘製品은 분명히 保健 

食品으로 認識되어 있으며 保健食品이기 때문에 購買動機가 이루어 지는 것 

이 다. 그렇다면 오히려 科學的인 根據를 보여 줄 수 있는 表現이 더욱 信賴 

感과 價値度를 높여 줄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白蔘」亦是 專賣品으로서 政府의 包裝單一化 方案에 依하여 統一되어 있 

읃은 앞서 말한바와 같다. 前面「디자인」을 보면 朱黃色바탕에 韓國產白蔘 

이 그려져 있다. 이는 前記 紅蔘에 比해 그 表現이 科學的이라 할 수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製品의 性格을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을 뿐아니라 韓國特 

產物로서의 人蔘모양의 멋이 탐스럽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욕심이라면「디자인」白勺 要素, 即 構圖, 色彩가 너무 單調로움이 엍 

핏 보아 좋은 意味로 高尙하다고 할까 ? 너 무나 점 잖은 느낌 이 다. 輸出商品 

은 包裝彻構成에 있어 第一優先하여야 할 점이 輸出對相國, 말하자면 輸入 

舅의 消費者를 意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다.

消費對相國의 嗜好性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對備한 包裝物計劃이 樹立되어 

아 한다. 各 國家마다, 國民마다 傳統的인 습관과 生活風土가 다르다. 그에 

따르는 좋아하는 色彩, 形態가 있는가 하면 反對로 禁忌로 되어 있는 色, 形 

態도 있다. 우리의 人蔘製品이 主로 東南亞 地域 一帶를 輸出市場으로 넓은 

點有率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과연 東南亞國家들이 즐겨 

사용하는, 또한 그들 實際 消費者들로 하여금 好感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리하여 購買意慾을 불러 일으키는 色彩, 「디자인」이 現在 使用되고 있는 

白蔘包裝디자인에 얼마만큼 反影되고 있는가는 한번 再考의 餘地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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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히려 筆者의 見解로는 金赤, 靑 系列의 强烈한 色彩와 大膽한 構成 

이 東南亞地域 國民들의 嗜好色으로 알고 있거니와 普遍妥當性있는 根據라 

면「白蔘包裝디자인」은 무리 가 있지 않나 生覺된다.

以上 대체로 본 表面上에 나타난「紅蔘」과「白蔘」의 디자인上의 見解를 

밝혔거 니와 實際 包裝單位面에서도 좀더 整理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例컨대「白蔘」의 경우 單位包裝이 直蔘, 曲蔘, 半曲蔘의 3種類에 1,2, 
3等品으로 區分되 어 있으며 用量 또한 4種類 (600g ・ 300g ・ 150g ・ 75g)로 각 

각 單位包裝되어 있고 그에 따라 內容物인 人蔘根數가 또한 數種式으로 分 

類되어 있다. 이는 물론 政府當局의 政策的인 깊은 配慮의 結果임을 首肯하 

는 바이 나 一般 消費者로 하여금 자칫 混同과 複雜을 招來할지도 모른다는 

副作用은 항시 따를 것이다.

以上으로 專賣品으로서의「紅蔘」「白蔘」의 包裝統一化方案에 依해 보여진 

包裝디자인의 問題點에 關하여 .斷片的으로 언급해 보았거니와 이에 못지 않 

게 人蔘製品輸出品으로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一般 人蔘製品메이커의 

製品인 人蔘茶, 人蔘粉末, 人蔘鷄精, 人蔘精……둥등, 民間메이커의 包装狀 

況을 살펴 봄으로서 輸出目 標를 向한 政府機關과의 유기 적 인 關聯性을 記述 

코저 한다.

輸出人蔘品의 好調에 힘입어 現在 全國的으로 人蔘製品生產에 關與하고 

있는 메이커는 30餘社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主로 人蔘茶 製造를 主 

軸으로 하는 이들 메이커의 製品들은「白蔘」이나「紅蔘」의 裝造過程에서의 

副產物인 尾蔘을 主原料로 使用하고 있다. 이들 製品은 國內消費市場을 阪 

賣市場으로 製造되는 企業도 많으나 外國 輸出만을 目的으로 製品生產을 하 

는 大規模 企業體도 있다. 本稿에 서 는 輸出人蔘製品의 包裝에 關하여만 언 

급코자 한다. 各 메이커마다 自社의 製品을 보다 많이 海外市場에 進出시키 

려는, 그리하여 海外市場確保를 위한 不斷한 노력과 熾烈한 競爭은 人蔘輸 

出分野에도 例外는 아닌 것 같다.

現時點에서의 輸出人蔘製品은 Buyers Market 即 Buyer측의 要求事項, 또 

는 希望事項을 全然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Buyer측의 要求, 希望 

事項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不可能한 것이다.

Buyer측의 適庄에 맞는 製品이 계 속 硏究되 어 야 하고 開發되 어 야 한다. 말 

하자면 製品計劃에 뚜렷한, 科學的인 政策樹立이 세워지지 않으면 競爭市場 

에서의 成功을 期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에 新製品開發, 旣存製品의 

改良 둥이 항시 製品計劃의 主題로 提起되어 檢討되 어 야 함은 물론, 包裝政 

策도 긴 안목으로 檢討되 고 구준히 開發, 改善되어 야 한다.

今年初 以前까지단 해도 이들 各 메이커들은 人蔘輸出包裝에 대하여는 메 

이커 自體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製作, 使用해 왔었다. 自由競爭社會 構造下 

에서는 당연한 일임에는 再論이 必要치 않다.

그러 다 보면 政府施策인「人蔘製品輸出」이 라는 큰 目 的에 자칫 無秩序와 副 

作用이 따르기도 마련인 것이다. 훌륭한 디자인이 海外市場에서 歡迎받는 

데도 政府에서 궂이 제제를 加할 리는 만무인 것이다. 그러나 輸出商品으로 

서 人蔘製品包裝이 전부 훌륭하다고 認定하기에 는 또한 참아 보기에도 유치 

한 包裝디자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메이커 스스로가 

自覺해 주고, 全體 國家利益을 위해서도 再檢討가 되어 주었으면 그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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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이 겠으나 그렇 지 못한데서 問題는 심 각해 지 는 것 이 다.

1973年 4月7日字 專賣所 人蔘 1932-202 發信으로 各人蔘製造業體에 수신 

된「人蔘製品의 包裝 및 意匠改善」方向의 促求事項이 내려진 것을 보아도 

前記한바 不良人蔘輸出包裝問題는 심 각한 樣相을 보였 던 것 만은 事實이다. 

上記 各業體에 수신된「人蔘製品의 包裝 및 意匠改善」案의 취지를 보면

＜現在 各 業體에서 使用하고 있는 包裝 및 意匠은 雜多하고 複雜할 뿐아 

니라 海外에서 人蔘製品의 聲價를 墜落시키는 底質의 粗惡品이 있다는 것을 

指摘했으目 그러므로 包裝 및 意匠을 改善, 高級化하여 事蔘製品의 品質을 

向上시키고저 함에 있다〉는 事實을 분명히 밝혔다. 海外市場에서의 韓國人 

蔘製品의 質的向上과 國威宣揚이라는 次元에서 볼 때 참으로 당연한 處事임 

에 뜻있는 識者間에 찬사의 共感을 일으킨 취지였다고 본다. 無秩序하고 底

白萋圖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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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의 商品包裝에 對하여 올바르게 引導하려는 政府의 規制는 全業體의 均衡 

을 위해서도 다헝한 일이다. 本改善案 內容의 다음을 보면

〈改善 및 새로이 製作된 包裝圖案은 그 見樣을 1973年 4月 20日까지 專賣 

廳에 提出하여 야 하며 提出된 圖案은 專賣廳 當局에서 檢討하여 適性與否를 

決定, 專賣廳長의 事前 承認을 받어야 한다. 專賣廳長의 承認을 받지못한 

包裝디자인에 對하여는 製品（輸出人蔘製品）檢査에 合格시킬 수 없다〉는 內 

容의 强力한 規制事項이 있다. 專賣當局의 면밀히 검토된 科學的인 方向일 

것임을 충분히 理解하면서도 오히려 度를 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는 것 

은 자칫 專賣廳當局의 意圖에 對하여 業體의 理解不足으로 起因할지도 모를 

쌍방간의 見解差異에서 오는 混線과 또 한편 當局의 獨走（?）에서 誘發될지 

도 모를 一方 處事의 決定에서오는 非合理的인 면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其實 改善方案 細部案에서 별달리 難解한 問題點이라던가 도저히 納得치 

못할 內容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는 角度에 따라, 解析하는 方向에 

따라 見解差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例컨데 本文 內容 첫머리에 內包裝, 外包裝에 表現하는 人蔘의 圖案은 白 

蔘包裝의 人蔘圖案으로 統一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專賣當局에서 관장하여 

現在 輸出商品으로 輸出되고 있는 白蔘包裝에 그려진 白蔘그림을 뜻하는 것 

이 다.

個個 메이커의 包裝디자인이 이러한 하나의 原則으로 統一된다면 그실 包 

裝디자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자인上의 創作性은 흐려질 가능성 

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商品의 個性이 不透明한 狀態로 各 메이커의 

包裝物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우게 될 것이며 사실 몇몇 메이커의 包裝디 

자인을 比較해 보면 商品名이 다르고 商號가 다르고 製品性格이 다른데도 

包裝디자인은 얼핏 區別되지 못할 정도로 近似한 包裝들이 보여지고 있다. 

國內에서는 그련데로 政府當局의 方針임을 理解하겠으나 전연 國內事情을 

모르는 外國市場에서의 消費者의 立場에서는 商品選擇에 있어 당황하게 할 

지도 모르지 않는가? 韓國 디자인界의 水準에 對하여 눈앞에 나타난 現實 

그대로를 받아들여 評하게 된다면 이 分野에 從事하는 專門家들에게는 너무 

나 부당한 待優가 되는 것이며 國家의 위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專賣廳 當局이 規制案까지 내놓고 이러한 점에는 좀 소홀히 넘긴 것이 아닌 

가 보아져 再考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편 같은 白蔘의 그림이면서도 디자인의 構圖上의 特性을 살려 약간 

變型된 白蔘그림의 使用與否는 어떻게 基準을 두어야 할 점도 하나의 문제 

점 이 될 것이다. 前述한바도 있거 니와 輸出人蔘製品은 Buyer측의 要求事項, 

即 Buyer측의 先條件이 解決되 어야만 可能하다고 생 각된다. 實際 消費者를 

外面한 輸出商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專賣廳當局의 事前승인을 받 

은 包裝디자인이 실제 Buyer측의 拒否現象이 나타났다면 그에 對한 事後黃 

또한 큰 問題일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점도 한번 生覺해볼 必要性은 있을 것이다. 數年동안 海外 

市場에서 人氣를 모아온 人蔘製品이 있다고 하자. Buyer측（現地輸入商社）에 

서는 이 製品의 販賣를 爲해서 數年동안 莫大한 費用을 써 製品廣告를 해왔 

을 경우, 專賣廳當局의 改善指示에 依해 새로히 包裝이 改善됐을 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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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측에선 새로이 改善된 包裝을 즐겁 게 받어들여 줄 것인가? 그들은 다 

시 새로히 廣告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莫大한 費用이 名分없이 支出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包裝디자인에 對해 拒否할 것은틀 림없다. 이러한 

事例라면 結局 損害는 우리측일 것이다. 輸出에 蹉跌이 생 긴다는 結果가 된 

다. 이러한 事例는 비단 人蔘製品뿐만 아니라 餘他의 輸出商品에서도 왕왕 

있는 일로 알고 있다. 結局 많은 노력과 莫大한 資金을 投資하며 오랜시간 

확보한 輸出市場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水泡化할可能性은 항시 있다는 사 

실을 明心해야 할 것이다. 要컨데 當局의 規制가規制自體에만 專念하다 보 

면 전연 상상도 못했던 副作用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라면 輸出商 

品의 보다 넓은 市場확보를 為해 總力을 기울이는 當局의 計劃은 상당한 차 

질을 초래케 된다는 것이다.

以上으로 現時點에서 본 輸出人蔘製品 包裝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檢討해 

보았다. 要는 海外 輸出市場 進出에 總力을 기우리는 政府當局의 方針에 民 

間企業體들도 적극적인 協助를 해야함은 물론이려니이와 政府當局도 民間企 

業들의 어려움이 무었이며 問題點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여 問題解決 

에 兩者가 合心하여 오직 하나의 目標, 輸出立國으로의 來日의 韓國設計에 

總力을 기울여 줄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은 수출증대의 원동력

--- 풍요한 70년대 수출늘려 이 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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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 트化 (Palletization) 計劃

朴 重 根
센터 包裝開發室 主任硏究員

I .序

世界 모든 企業에 서 는 유니 트 로一드시 스템 (Unit Load System) 의 普及과- 

아울러 파렛트(Pallet)의 使用頻度가 高度化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모든 製品生產業體 倉庫業 商品 搬入業體 및 其他 製品의 運: 

搬業務와 有關한 모든 企業에 서 는 파렛트化 (Palletization) 로 作業能率을 向 

上시 킴과 同時에 物的 流通 (Physical Distribution) 原價節減과 實際 치」潤을 

追求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렛트 시스템 (Pallet System) 採擇과 併行하여 機械裝備의 現代 

化, 輸送의 大單位化, 倉庫의 自動化로 變貌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隨伴된 

制度가 마련되어 이미 1972年 10月 “스위스에서 世界 파렛트(Pallet) 會議: 

가 開催되어 國內的 視野에서의 檢討와 파렛트(Pallet) 規格의 國際的인 統: 

一性이 論議된바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 나라의 파렛트 (Pallet) 利用 現況을 보면 지나치게 뒤떨- 

어져 있다.

一部 企業 또는 關係 實務陣에 서 는 파렛트 (Pallet) 란 用 語마저 理解하지 

못하고 있으며 企業 大部分이 파렛트를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우선 物動量이 적고, 우리 나라의 人件費가 싸고, 機械裝備의 不: 

足, 파렛티 제이 션 (Palletization)에 따른 技術面의 缺如 等이 主要 原因이 

되고 있으나 멀지 않아 닥아오는 大量流通體制에 對備해서 파렛티제이션 

(Palletization) 計劃이 樹立되지 않으면 크게 混亂을 招來하게 될 것이다.

多幸히 우리 나라에서도 工業標準面에서 一貫 輸送用 平파렛트에 關한- 

RS 工業規格 制定을 爲한 準備作業에 着手하게 되어 制定方法을 審議中인 

것으로 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業界에서도 파렛트化 計劃이 樹立되어 

物的 流通의 効率的인 改善으로 製品의 原價를 節減하고 國民經濟的인 觀點- 

에서 積極的인 一貫 파렛티제이션 (Palletization)이 推進되 어야 할것이다.

그러 면 本章에 서 는 파렛 티 제 이 션 (Palletization) 計劃을 爲하여 파렛트 (Pallet) 
全般에 걸쳐서 略述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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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輸送이나 保管中 商品에 通風을 圓滑케

口 • 파렛트 一般

(1) 파렛트 (P이let) 의 定義

기계를 使用하여 貨物을 取扱하거나 保管하 

기 爲하여 多量의 製品을 하나의 單位貨物로 

構成시키는데 使用하는 運搬用 깔판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木材 金屬 플라스—틱 板紙 等으 

로 만들어진 上部構造가 있거나 또는 없는 兩 

面積載板과 받침木을 부착시켜서 지탱하게 하 

는 單一式 板으로 形成된 積載板이 있다.

(2) 파렛트化의 지J點

파렛트化 하므로서 物的 流通 過程에서 다음 

과 같은 利點을 얻을 수 있다.

① 地面과 空間을 同時에 利用하여 商品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制限된 空間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다.

② 貨物을 機械를 使用하여 取扱하게 되므 

로 安全事故를 輕減시킬 수 있다.

③ 輸送費는 節減한다.

④ 作業時間을 短縮한다.

해준다.

⑥ 識別이 容易하여 在庫整理 및 在庫把握 

을 하기 쉽다.

⑦ 商品의 破損을 減少시킨다.

⑧ 貨物의 單位化로 라벹 (Label) 을 附着하 

는 時間과 費用을 節減한다.

⑨ 盜難을 防止할 수 있다.

⑩ 商品保管이 便利하다.

⑪ 目的하는 地點에 貨物을 운반하기 쉽다.

⑫ 貨物의 荷役 및 積載時間을 短縮한다.

⑬ 勞動者의 作業을 便利하게 한다.

⑭ 生產을 爲한 作業者가 製品을 運搬하기 

爲해 他人의 協助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⑮ 製品에 파렛트가 附着되어 있어서 製品 

에 미치는 濕氣를 防止한다.

(3) 파렛트 (Pallet) 의 材料別 

分類와 特徵

파렛트 製作에 있어서 그 材料別로 分類해 

보면

a 木製 파렛트

b 스치 롤 (Schylor) 製 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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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四方形 블록식 파렛트（그림 2） 二方形 파렛트

스舌'】 지개사 진입干 지개가 진입-〒 、
J Pallet 丁I'uck） （Fork and Hurd !〔上」：I

（그림 5） 代表的인 斷面使用形（그림 3） 四方形 파렛트

c 플라스틱 （Pollastic） 製 파렛트

d 알루미늄 （Aalhiminium） 製 파렛트

e 合板製 파렛트

f 紙製 파렛트가 있으며 一般的인 特徵은 

다음과 같다.

a 木製 파렛트

現在 世界的으로 가장 많이 使用하고 있으 

나 점차 木材의 不足과 木材價格의 昂騰으로 

問題點이 再起되고 있다.

一般的인 利點으로서는

① 比較的 價格이 싸다.

② 比較的 가볍다.

③ 積載時 미끄러지지 않는다.

④ 補修가 容易 하다

b 스치롤製 파렛트

木製 파렛트를 代身하여 最近 美國 日本 等 

에서 많이 使用하고 있으며 强度 耐久性 自由

로운 形態構成 等의 長點을 가지고 있는 反面

다음과 같은 缺點이 있다.

① 比較的 두께가 높아서 부피가 크다.

② 重量이 무겁다.

③ 破損은 적으나 補修가 어렵다.

④ 貨物 積載時 휘어지기 쉽다.

c 플라스틱 파렛트

重量이 가볍고 성형이 自由로우며 衛生的인 

面에서 業界에 환영을 받고 있으나 價格이 高 

價이 며 滑性을 除去해 야 하는 問題點이 남아 

있다

d 알미늄製 파렛트

알미늄 合金製 파렛트로서 輕量이 며 加工性 

은 좋으나 高價이므로 그 使用은 微微하다

e 合板製 파렛트

外觀이 比較的 美麗하고 貨物積載에 損傷을 

防止해 주는 利點이 있으나 高價인 面이 缺點 

이다.

f 紙製 파렛트

주로 一回 使用으로 골판지 로 加工되 어 있어 

서 强度面의 6問題가 있다.

以上 列擧된 種의 파렛트 中에서 木材, 金 

屬 플라스틱製가 代表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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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파렛트化(Palletization)計劃

効果的인 파렛트化 計劃樹立을 爲해서는 事 

前에 充分한 檢討와 이에 따른 知識과 技術을 

가지고 臨해야 한다.

파렛트化 計劃樹立에서 第一 먼저 檢討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大單位貨物運搬의 必要性이 있는가?

② 貨物取扱에 있어서 時間이 節約될 수 있 

는가?

③ 貨物을 機械로 取扱할 수 있는지의 如否 

等을 調査하고 貨物移動의 適合性을 고려해야 

한다.

즉 限定된 치수의 包裝貨物이나 小數量을 

짧은 거리에 移動하고저 할 때 파렛트를 使用 

하는 것은 不適當하며 多量의 貨物을 適當거 

리에 자주 移動할 必要空이 있을 때 파렛트化 

해야 하는 것이며 貨物量의 增加와 파렛트 使 

用은 相互 画數關係를 가지고 併行하는 것이

(그림 8) 平面式

•T卫木 .<- >

生室

(「”位al fusil stnnger pallets ■:* arc bhrks)

(그림 9) 斷面 날개式

圳 • !치 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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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兩面 날개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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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에서는 파렛트는 輸出用 貨物이 나 

重量物일 경우에만 使用하는 것으로 잘못 理 

解하는 경향이 있다.

파렛트는 工場構內에서 倉庫積荷 生產工程 

에 이르기까지 使用하는 것이며 船舶荷役 輸 

出包裝方法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렛트化를 爲한 細部的 計劃으로서 

몇가지 基本的인 구비조건을 提示하고저 한 

다.

(1) 파렛트化 할 수 있는 製品

單位包裝및 輸送包裝된 貨物이나 製品은 

全部 파렛트化할 수 있다.

그러 나 製品이 나 貨物을 파렛트化 하기 爲 

해서는 그 物的 特性을 充分히 고려하여야 한 

다.

⑧ 貨物의 物的 特性

가. 製品및 貨物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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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U) 第1型

(그림 12) 第2型

다
-
라

」
叱

는

製品및 貨物의 重量

製品 및 包裝된 容器의 形態와 크기

製品性質의 特殊性

製品 또는 容器가 荷重을 지탱할 수 있

能力

(2) 生產工場과 製品 保管分野

파렛트 作業을 為해 서 는 建物의 物理的 條件 

으로서 各種 機械取扱과 重量에 견딜 수 있도 

록 設計되어 야 한다.

가. 地面

어떤 種類의 地面이던 평탄하고 단단하게 

施工되 어 야 한다.

나. 保管場所의 容積

地面이 荷重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構 

造設計는 상당한 技術을 要하는 것이며 이러 

한 산출방법과 施工責任者는 有能한 工學技土 

나 건측기 사로 하여금 解決하도록 하고 貨物 

取扱裝備와 저장방법 선택에 신중을 

期해야 한다.

다. 空間配列과 通路

通路가 넓 으면 지 개 차 (Fork Lift) 에 

依한 貨物運搬을 便利하게 해주는 反: 

面 貨物積載面積이 減少된다.

그러므로 실제 通路가 차지하는 空 

間은 보통 勞動및 取扱裝備 Cost와 製: 

品運搬回數 및 空間이 占有하는 費用 

과를 對比해서 相互 平準化되면 되는 

것이다. 즉 空間配列은 取扱裝備가- 

要求하는 最少限의 通路를 確保해야 

되나 裝備取扱을 為해서 生產地域과 

倉庫空間에 對해 지나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라. 出시口

파렛트作業을 為한 이상적이고 効、 

果的인 出入□의 치수는 8ftX8ft이며 

製品을 能率的으로 移動H 킬 수 있 는- 

方向에 位置하여 야 한다.

마. 內部 天井裝置物

電氣裝置 파이프煖房 突出된 天井 기둥 殺 

水裝置 其他 必要한 裝置物을 倉庫內部에 施. 

設해 야 한다.

바. 기둥(柱) 施設

파렛트 作業室 內部의 기둥施設은 파렛트賃 

物 取扱에 妨害物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그- 

기둥과 기둥의 거리는 50〜60ft가 이상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사. 경사미끄럼臺 (Ramp)

製品 取扱에 미끄럼臺를 使用할 때는 그 넓이. 

와 경 사 각도에 유의 해 야 한다.

以上파렛트4匕 計劃에서 열거된 一般的인' 

條件이 具備되면 다음 단계로서 가장 重要한- 

파렛트選擇 問題가 남아있다. 이제 파렛트 선. 

택을 為한 製作原理를 論議하고저 한다.

W. 파렛트 (Pallet) 製作

가장 적합한 파렛트의 선택 및 製作을 為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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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第3型

서는 우선 파렛트 構造物의 各名稱과 그 形態 

製作에 對한 細部的인 原理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木材 

파렛트를 中心으로 그림을 通하여 說明하고저 

한다.

(1) 파렛트의 主要 部分과 名稱

파렛트 製作者나 使用者間의 相互 便宜를 提 

供하기 爲해서도 파렛트의 構造와 그 主要部 

分에 對한 名稱의 統一이 要求된다.

아래 그림 1에 세로枕木型 (Stringer Design) 
과 블록型 (Block Design) 의 主要部分과 그 名 

•稱을 소개한다.

(2) 파렛트의 設計(P이let 
Designs)

木材파렛트에서는 一般的으로 두가지 形態 

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差入口의 方向이 2方形과 4方形으로 區

分된다.

가. 二方形 파렛트 

(2—Way Pallet)

지개차 또는 手動式 Fork Lift가 단 

지 2方向으로만 進入할 수 있게 설계 

된 파렛트를 말한다. (그림 2참조)

나. 四方形 파렛트

(4—Way Pallet)

파렛트를 들수 있는 裝備가 四方向 

으로 進入할 수 있는 파렛트를 말한 

다. 전형적인 四方形 파렛트로서 세 

로 枕木에 그•림 3과같이 홈을 판 것 

이 있다.

그림4의「모양은 토막木 받침으로 

지개차와 수동식 지개차가 四方向으 

로-進入할 수 있는 전형적 인 四方形 

파렛트가 있다.

(3) 파렛트의 形態 

(Pallet Styles)

파렛트의 기본설계에 이어서 파렛트 

의 代表的인 두가지 形態를 그림 5〜7을 通해 

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一림 6의 兩面파렛트 (Double-Face Pallets) 는 

上下面에 같은 構造物이 形成되 어 兩面을 모 

두 使用할 수 있으며 두가지 모형으로 區分 

된다. (그림 6〜7參照)

그림 7의 形態는 上部板의 간격이 下部板보 

다 더 밀접하게 設計된 것이며 下部板의 간격 

을 넓게 한 것은 手動式 파렛트 트럭의 進入 

을 위한 것이다

또한 兩面用 파렛트와 같은 强度를 가지면 

서 材料費와 重量에 따른 輸送費를 節減하게 

된다. (그림 7參照)

(4) 파렛트의 構造上의 모형

(Features of Construction)

前記한 파렛트의 代表的인 形態에서 다음과 

같이 構造的 特徵을 가지 모형으로 區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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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第5型가. 平面 세로 받침木 파렛트 

(Flush Stringer Pallet)

이 것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板의 길이와 세로받힘木의 길이가 

똑같이 一致하는 것을 말한다.

나. 斷面날개 파렛트

(Single Wing Pallet)

斷面날개 파렛트는 上部板의 길이 

가 세로木 (Stringer) 보다 다소 길게 

突出하고 下部板은 세로木과 同一하 

게 설계된 파렛트를 말한다. (그림 

9參照)

다. 兩面날개 파렛트

(Double Wing Pallet)

兩面날개 파렛트라는 것은 그림 10 
에서 보는바와 같이 上下部板이 同一 

하게 세로木 (Stringer) 보다 약간 길게 

突出된 파렛트를 말한다.

(5) 파렛트의 用途別 分類

前項에서 파렛트의 各種 設計 및 形

態에 對해서 代表的인 것을 열거하였고 이제 

그것을 中心으로 하여 使用方法과 用途別로 

分類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가. 第1型

파렛트의 上部단 平板으로 되어 있고 兩面 

을 使用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가장 經濟的이고 영구적인 파렛트이 

며 조밀하게 많은 貨物을 積載할 수 있다.

보통 兩面 進入式으로 製作된다. (그림 11 
參照)

※用途

벽 돌쌓기 式 (Bricks) 積載 固體物 건축자재 木 

箱子로 包裝된 重量物等에 使用된다.

나. 第2型

平面세 로木 (Flush Stringer) 또는 불록 (Block) 
式으로 되고 二重平板이나 兩面使用은 不可能 

한 파렛트이다. 現在 企業에서 많이 使用되는 

파렛트이 며 下部 平板에 는 지 개 차 伊3夂 Lift)

나 手動式 지개차 (Hand Pallet Truck) 7} 進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二方向 또는 四方 

向으로 差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2 
參照)

※用途 : 袋類 통, 箱子, 골판지 箱子, 金屬 

드럼, 機械部品, 냉장고 鐵板두루말이 TV 라- 

디오, 세탁기, 鐵線等

다. 第3型

平板세로木式과 불록式으로서 兩面平板으로一 

된 것은 第型과 同一하나 兩面쭈板이 上下部 

에 同一하게 構成되 어 兩面을 다 使用할 수- 

였는것이 特徵이다.

兩面平板은 充分한 葡重을 받을 수 있도록- 

製作되어 있으며 平板이 조밀하게 부착되지 

않아 經濟的이 면서 重量物을 積載할 수 있다- 

는것이 長點이 다.

이것은 二方向 또는 四方向式이며 지개차- 

(Fork Lift) 로서만 取扱이 可能하다.

※用途 : 第2型과 同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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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第4型
마. 第5型

上部平板에 날개 가 달린 (Single Wing) 二重 

平板으로서 兩面使用이 不可能한 파렛트를 말 

한다. 즉 上部平板은 세로木面에서 突出되어 

있으나 下部平板의 길이는 세로木面과 同一하 

게 一致된 것이 며 平板의 配列은 第2型과 비 

슷하다.

이러한 파렛트는 지개차(Fork Lift) 手動式 

지 개 차 (Hand Lift Truck) 크레 인 (Crane) 스링 

(Slings) 지렛대 (Bars) 및 其他 裝備를 使用할 

수 있도록 製作된 것이며 二方向 또는 四方向 

式 進入口가 있다.

用途 : 第2型과 비슷하나 이 것은 工場內에서 

製品을 運搬하는데 適合하다. 特히 냉장고 食 

品 및 鐵物을 取扱하는 倉庫用으로 使用하며 

부두에서 船舶荷役 또는 積載時에 가장 많이 

使用된다.

兩面날개 (Donble Wing) 파렛트로서 兩面使 

用이 아니다. 上下部板 전부 세로木面에서 突 

出되어 있으나 下部平板은 그 配列의 간격이 

넓고 2方向 進入式으로 船積時 줄 (Sling) 을 使 

用한다. -

※用途 : 줄 (Sling)을 使用한 船積用으로 使 

用된다.

바. 第6型

第5型과 같이 二重날개 달린 파렛트이며 二 

重平板으로 構成되어 兩面使用이 可能하다. 

但 手動式 지 개 차(Hand Lift Truck) 는 供用할 

수없다.

一般的으로 가장 튼튼한 파렛트이다.

以上에서 一般的인 파렛트에 .관한 說明은 

完了되 었 다.

개 최 요 강

8. 출품접수기간 ; 73. 10.15〜20

L 명 칭 : '73 굿 디자인전(도자제품)

2.목 적 : 국내외의 우수한 도자제품을 전시하여 도자제품 다자인 동향 및 제작기술을 비교 연 

구함으로서 도자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품질 개선을 촉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에 

있음.

3. 주 체 :

후 원 :

4. 전시기간 :

5. 전시장소 :

6. 출품품목 :

재 단법 인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공업 진흥청 한국무역 협 회 대 한무역 진흥공사 대 한도자기 공업 협 동조합

73.11.1—20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상설전시 장

국내외에서 현재 유통듸고 있거나 새로 개발된 도자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품목

D 식기류 2) 장식품류 3) 타일류 4) 위생기류

7. 출품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 2과 ,

11. 춭품물반출기간 : 73.11. 21〜23
12. 출품물반출장소 :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진흥 2과
13• 특 전 : 출품물중 선정된 우수상품은 공산품 품질관리 법 제 13조 2항에 규정 한 우수상품 지 

정을 위하여 추진한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 2과
전화 73) 5375〜8(교) 74) 3502(직) '

재단법 인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장 성 환

9 .출품 료 :

10 . 전시품심사:

없음.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시품과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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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果物의 골板紙 包裝

張 震 杓
센터:包裝開發室 硏究員

靑果物은 他農產物에 比하여 需要의 所得 彈 

力性이 높은 品目으로서 國民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그 需要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앞으 

로는 靑果物재배가 하나의 成長產業으로서 發 

展할 수 있는 充分한 餘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成長 發展하려면 그 流通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市場組織 및 流 

通構造의 合理化와. 近代化가 先行되어야 一학 

다. 그러지 않고서는 流通機能의 원활한 活読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靑果物 價 

格에 미치는 영향은 至大하여 그 波及効果는 

生產者인 農民이나 이를 購入하는 最終消費者 

에게 막중한 負擔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靑果物은 新鮮한 것이 生命인 食料品 

으로서 鮮度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商品의 

價値가 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鮮度를 維持하기 위하여는 輸送의 

迅速은 물론 包裝에 特別한 配慮를 하지 않으 

면 안된다.

最近의 包裝分野에서 골板紙箱子의 進出은 놀 

랄만큼 그 使用範圍가 넓어져 가고 있다.

그 中에서 靑果物에 대한 包裝容器로서 골 

板箱紙子의 使用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많지 않으나 그 重要性이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農水產部, 農協 등 關 

係機關에서 이의 使用을 권장 實用化를 서두 

르고 있는 실정이다.

골板紙箱子는 同一品目, 同一容量에 있어서 

도 原紙構成, 치수 등이 多種多樣하며 適切하 

게 包裝設計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流通過程 

上 많은 支章을 초래하고 있다.

그 傾向은 特히 靑果物類에서 많이 볼 수 있 

는데 現在 사과, 배 등의 輸出은 골板紙箱子 

에 의해 包裝되고 있고 內需用으로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도마도 등이 일부 골板紙 

箱子로 包裝流通되고 있지만 이것도 他商品에 

一次 使用된 골板紙箱子를 회수하여 再使用하 

고 있 는 것 이 대 부분이 다.

이러한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는 靑果 

物의 包裝에 대한 規格設定은 바람직한 일로 

農水產部에서도 이를 위해 애써왔지만 아직까 

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안다.

뿐만 아니라 關係硏究機關에서도 靑果物의 

골板紙箱子 包裝에 關한 硏究는 거의 되어 있 

지 않은 실정이며 當센터에서 72年度에 靑果 

物包裝改善硏究의 일환으로 輸出用 사과箱子 

의 壓縮强度 低下問題를 硏究한바 있고 이어 

금년에도 一次 農產物包裝 改善硏究를 추진중 

에 있다.

그러 나 솔직히 말해 靑果物의 放出水分이라 

든지 通氣孔이 箱子의 壓縮强度에 얼마만한 

影響을 미치는가?

또는 外氣温度 및 濕度가 箱子의 壓强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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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箱子의 增量率

--- 有

外気条件

——20°C3 6 5%RH 
40°C»95%RH

耐水処理

24hr 72hr 120hr 2 사匸 72rr 120hr 24hr 72hr i 23H

치는 影響 둥에 대한 구체적 인 硏究는 시도해보 

기 못하였다.

現在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과물에서 증발되 

는 水分, 外氣의 狀態, 呼吸熱等에 依해서 골 

板紙箱子의 强度는 相當히 低下된다고 한다.

그 外에도 靑果物이 腐敗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箱子에 通氣孔을 뚫었을때 箱子의 壓縮 

强度는 低下되 며 또 靑果物을 包裝한채 로 창고 

에 저장했을 경우 上位箱子의 重壓에 의해 壓 

縮强度는 더욱 低下된다.

골板紙箱子의 强度低下의 原因은 단순히 貯 

藏에 의한 것만은 아니지만 貯藏이 强度低下 

의 重要한 한 要因이므로 그에 의한 强度低下 

狀況 및 그것에 關連해서 箱子의 增量率, 內 

容物의 減量率, 箱子의 水分, 內容物의 損傷 

程度等을 外國의 靑果物 골板紙包裝에 關한 

硏究報告書에서 調査해 보기로 한다.

以下는 日本 本州製紙（株） 中央硏究所의 硏究 

內容 中에서 오이의 試驗에 關한 結果를 紹介 

한 것이다.

오이의 貯藏試驗

1 .供試品目

도끼 와 72호 （동경 농업 시 험 장에 서 생 산된 것 ）

2 ） 供試골판紙箱子

가. 形狀 : A形箱子, A flute, 兩面 골板紙

나. 容量 : 5kg入
다. 規格 : 390X25095mm（안치수）

라. 原紙構成 : K230gXSCP135gXK230g

3）試驗條件

가. 耐水處理 : •①有〔Curtain Coating （製

-膜塗布）方式〕

.②無

나. 通氣孔 : [①有 
〔②無

다. 外氣條件 : !①20°C, 65%RH
[②30。& 95%RH

라. 貯藏時間 : [①24時間

■②72時間

.③120時間

4.試驗結果

各 條件下의 箱子數는 4個로 하였으며 이 

結果에서 다음과 같이 考察할 수 있다.

가. 箱子의 增量率에 대하여

① 耐水處理에 의한 影響

24時間後의 增量率은 耐水處理에 의한 差는 

그다지 없지만, 72時間, 120時間을 經過함에 

따라 耐水處理箱子는 直線的으로 增量되고 있 

다.

普通 골板紙箱子는 水分을 흡수하여 그것을 

外部로 放出하지만, 耐水處理가된 箱子는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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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內容物의 減量率

外気条件

——20cc,65%RH
——40°C,95%HH

词気 J
---通気孔有

---- 〃 無

耐水処理

-有

■無

24hr 72hr 120hr 24hr

容物의 水分을 外部로 放出하지 못하고 箱子 

의 內壁에 付着 凝集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 

다.

② 外氣條件의 影響

40℃, 95 % RE® 條件下에 서 는 20℃, 65% 
RH에 比較하여 約60〜70%로 增量率이 높다.

③ 通氣孔의 影響

逋氣孔이 없는 箱子가增量率이 높으며 72時 

間에서 約2%, 120時間이 되면 糸勺4%로서 그 

差는 크다.

各 條件에 따른 箱子의 增量率을 圖表로 表 

示하면〔圖1〕과 같다.

나. 內容物의 減量率에 對하여

① 耐水處理의 影響

耐水處理箱子의 오이 減量率은 普通箱子에 

比較하여 約 1/2 정도이고 그 傾向은 貯藏期 

間이 틀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② 外氣條件의 影響

오이의 放出水分은 温度가 높으면 많아진 

다.

24時間, 72時間에서 는 큰 差가 없지 만 120時 

間後에 있어서는 放出水分의 差가 많아진다.

③ 通氣孔의 影響

內容物의 減量率은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서 

通氣孔의 有無에 關係없이 直線的으로 增大되 

지만 그 差는 通氣孔이 있는 箱子가 糸勺 1% 
정도 높다.

各條件에 따른 內容物의 減量率을 圖表로

72hr 120hr 24hr 72hr 120hr

表示하면〔圖2〕와 같다.

다. 箱子의 含有水分에 對하여

① 耐水處理의 影響

耐水處理箱子의 含有水分은 普通箱子에 比 

較하여 約 2〜3 %낮다.

이러한 것은 耐水處理에 의해서 向上되는 

强度와 含有水分의 差에 의한 强度低下率이 

낮아진다는 點과 上昇的으로 箱子의 强度를 

向上시키고 있다는것을 證明하고 있다.

② 外氣條件의 影響

20℃, 65% RH의 경우는 時間이 經過함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지만, 40℃, 95% RH 條 

件下에서는 72時間이 경과하면 急激히 增加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通氣孔에 의한 影響

耐水處理, 外氣條件에 比較하면 通氣孔에 

의한 箱子의 含有水分의 差는 적다. 72〜120 
時間後의 水分은 通氣孔이 있는 편이 약간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各 條件에 따를 含 

有水分（%）을 圖表로 表示하면〔圖3〕과 같다.

라. 箱子의 壓縮强度에 對하여

① 오이 貯藏試驗後의 壓縮强度

다음〔表 1〕은 使用前의 箱子의 壓縮强度 

（基本箱子 : 通氣孔 없는 空箱子를 20℃, 65% 
RH의 狀態에 둘 것）에 對한 各 測定時點 （24, 
72, 120時間）에서의 使用後의 箱子의 壓縮强 

度에 關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下記와 같이 考察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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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含有水分（％）

(初

15.0

14 .0

己 13.0 
有

水I"。

分1】・0

尉水処理

耐水処理有----

“ 余^-----

24hr 72hr 12Chr 2사丫 72hr 120cr

外気条件

20°C,65%RH-------
40 °C,95恁Rm ——

〔表 1〕 各 條件에 따른 箱子의 壓縮强度

經 時 24時間後 72時間後 120時間後

箱
子
種
類 

골

판

지

通 

氣 

孑L

壓
縮
强
度 

基
準
箱
子의

外
氣
條
件

壓縮强度 壓縮强度 壓
縮
强
度
修 

基
準
箱
子의

壓縮强度

觐

値

箱
子％
 

對
基
準

箱
子％
 

對
基
準

毎 
測
定
値

，
知 

測
定
値

箱
子％
 

對
基
準

普 

通 

箱

無 438 20℃ 65% RH ! 339! 77 320 73 453 378 83

有
1

.-丨 〃 293 67 309 71 — 278 61

無 — 40℃ 95% RH 271 i 62 191 44 — 259 I 57

有 — // 230 53 170 39 — 200 44

耐
水
處
理
箱
子

無 495 20℃ 65% RH 420 96
(85)

399 (8?) 524 404 89
(77)

有 — 〃 403 92
(82) 313 (36) — 318 70

(61)
無 — 40℃ 95% RH 3921

89
(79)

270 62‘70 (55) — 258 57
(49)

有 — 〃 284 65
(57) 207 (42) — 233 51

(44)
（註） 1）.〔表 1〕에서 耐水處理箱子란의 對基準箱子%는 위의 數字는 普通箱子（未處理）의 基準箱子에 對한 %고 아래의 （ ） 

內는 耐水處理箱子에 對한 %이다.

2）. 24時間, 72時間後의 箱子는 120時間後의 箱子와는 서로 1仇가 다르기 때문에 基準箱子는 各己 別途로 記載한다.

다.

內容物이 들어 있지 않은 普通箱子는 25℃ 
65% RH에서 壓縮强度는 438 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基準하여 各 要因에 對하여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즉 基準箱子（壓縮强度 438kg） 에 오이를 넣 

을 때 24時間 경과時의 殘留强度率은 77%가 

되고 이것이 72時間 後에는 73%로줄어든다.

外氣條件이 40℃, 95% RH의 高温, 高濕이 

되면 24時間 經過 後에 62%가 되고 72時間 

後에는 殘留强度率이 44%로 되어 强度는 半・ 

以下로 低下된다.

같은 條件에 서 通氣孔을 뚫어 준 箱子는 39% 
의 殘留强度率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耐水處理箱子는 普通箱子와 比較하여 

各 條件마다 殘留强度率은 커다란 數値를 斗 

타내고 있지만 高温, 高濕下에서 通氣孔을 둔 

경우는 42%로 强度는 大幅 低下되고 있다.

上記한 內容을 圖表로 表示하면〔表 1〕맟 

〔圖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圖 4) 各 條件에 따른 箱子의 壓縮强度

酎水延遑 通気孔

圧
辐
強
度
汕 

圧
需

強
度

Kg

400

300

200

24hr 72kr

400

3 00

200

外気条件

400

300

200

-無

24h广 7 가r

外気条件

通気孔奈

20 ℃ 40 ℃
6 5%RH 95%RH

7-一.W 水

有

箱子의 强度上昇은 約 10%이지만 그 以上의 

差가 나는 것은 高濕에 依한 强度도 包含되는 

까닭이 다.

즉 耐水處理된 箱子는 40℃, 95% RH下에 

서는 殘留强度率이 82%이지만 未處理의 普通 

箱子는 63%로 低下되고 있다. 이 高温에 의 

한 差는 耐水處理에 의한 强度上昇에 加算되 

어 15〜20%의 差를 나타낸다고 생 각한다.

또 通氣孔을 뚫었을 때 前記(試驗條件의 項 

參照)한 것과 같은 境遇에서의 强度低下率은 

約 15%로 되었다.

마. 오이의 鮮度에 關하여

靑果物의 鮮度判定에 對하여는 決定的인 基 

準은 없고, 一般的으로 外觀, 重量, 硬織等의 

物理的試驗과 V辻amine C, 酸度 等의 化學的 

試驗을 綜合하여 決定한다.

本 測定은 簡便法으로 하여 오이의 果에서 

1cm位置의 部分을 切斷하여 果肉이 白色化한 

部分에對하여 判定하였다. 結果는 24時間後의 

白色化는 各 條件마다 거의 進行되지 않았지만 

72時間後에는 耐水處理의 有無의 差가 뚜렷이

2) 內容物을 넣지 않은 경우의 各 條件에 따 

른 箱子의 壓縮强度에 關하여 : 오이의 放出水 

分의 影響을 除外한 各 要因에 對하여 檢討하 

여 보면 耐水處理를 함으로써 强度는 15〜20 % 
向上된다. 平常時의 狀態에서 耐水處理를 한 

나타났다.

즉 耐水處理를 한 箱子의 오이는 白色으로 

變하지 않았다.

그⑼ 나 120時間 經過하니 까 耐水處理箱子에 

넣은 것은 물방울이 相當量 고여 있고 班點狀 

의 곰팡이가 觀察되 었다.

또 40℃, 95% RH貯藏의 오이는 表皮가 꽤 

黃色化 되었다.

綜合的으로 보면 耐水處理箱子에 넣은 오이 

는 20〜25℃ 以下의 温度가 된다면 普通箱子 

의 것보다 品質的으로 우수하다고 생 각한다.

〔圖 5〕는 오이의 鮮度判定基準을 그림으로 

表示한 것이고〔圖 6〕은 各 條件에 따른 오이의 

白色化에 對한 傾向을 圖表로 나타낸 것이다.

以上 오이의 貯藏試驗의 一部에 關하여 紹 

介하였지만 其他 品目에 對하여도 다음 機會 

에 紹介하였으면 한다.

골板紙箱子의 强度設計의 要因中에서 通氣 

孔, 印刷面積, 箱子의 値數, 使用原紙 箱子의 

적 재방법 等은 諸外國의 技術文獻에 서 도 많이 

볼 수 있지만 本硏究와 같이 內容物과 箱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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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度와의 關係에 對하여 數値的으로 表示된 

것 은 極히 적 다고 본다.

靑果物의 골板紙箱子 設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硏究結果는 輸送條件, 內容物의 易損度 

等과 같이 重要한 要因이 되리라 생각한다.

（圖 6） 各 條件에 따른 오이의 白色化

耐水定考

白
色 
化의
 
傾
向

와

3.00

2.0 0

】.00

外気条件 通気孔

• 디자인 包裝은

말없는 세일즈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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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包裝材의 最近動向과 選択
一美國 • 日本의 新製品을 中心으로一

河 泰 汶
大韓貿易振興公社弘報部

一・ 美國市場 席捲하는 새 

包裝資材「사린」

二.生鮮食品 包裝材「樹脂 

크리어린 필름」

三. 包裝食品의變質要因과 

包裝材의 選擇

一. 美國市場席捲하는새 

包裝資材 사린

田

사린은 미 국 듀퐁社에 의해 개 발된 포리오레 

핀系의 熱可塑性 樹脂이다. 수년 전부터 포장 

재료로서 특히 複合필름의 구성성분으로서의 

最內層에 사린을 쓰는 用途가 비약적으로 신 

장하여 1972년의 듀공社의 生產量은 15, 000톤 

을 확실히 넘고 있다.

현재 듀퐁社가 全世界의 사린을 독점 공급 

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三井포리케미칼이 국 

산화를 전제로 하여 수입판매하고 있는 실정 

이 다.

여 기 참고 삼아 최근의 사린의 용도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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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특수 필름이라고 하기 보다도 상당히 一般 

化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 

서는 加工量의 증대와 더불어 필름價格도 극

19기년 1972년
.加工肉包裝 38% 48%
스킨 包裝 24% 21%
프렉시블包裝 19% 16%
成形 기타 19% 15%
이상의 숫자에서 볼 때 사린의 필름용도는

히 合理的인 價格이 設定되어 있다.

日本에서 도 1971년 이후 押出 코팅 및 필름用 

.途의 신장율은괄목할만하고, 가공량의 신장과 

더불어 日本의 사린제품 가격은차츰합리적 인 

가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의 사린의 용도 중에서도 가장 伸張率 

•이 큰 것은 加工肉包裝用途이다. 深絞의 경우 

包裝材構成은 톱이 포리에스텔/사린. 조르는 

측은 나일론/사린의 드라이 라미 네 이 션 븍합필 

름이 지 만, 최 근에 와서 는 조르지 않는다. 단순 

한 眞空포장 용도에도 널리 사린 구성의 것이 

쓰이고 있다. 이 경우드라이 라미 네이션 法외 

에 나일론/사린의 2層共押出法 필름이상당히 

.쓰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린의 사용 

가치 세는 율의 감소, 포장속도의 Up, 外觀의 

向上)이 업계에서 完全히 인식되 었기 때문이 

다.

미국에 있어서의 1972년의 加工肉用包裝材 

의 사용량은 대개 다음과 같을 것이며 포리에 

틸렌 구성하의 비율은 약 50%가 되었다. 197 
3年內 또는 1974년 初에는 사린구성의 것은 

30%를 점하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린 5,500톤
포리 에 틸렌 6,000톤
포리 에 스텔 2,000톤
나일론 3, 500톤

계 17, 000톤

가공식품의 包裝에 이어 水產 및 畜產品의 

원재료 또는 一般 소매용 생선식품의 包裝이 

업계의 최대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린 

은 加工肉 包裝으로 성공했듯이 특히 生肉의 

포장에 최대의 미릿트를 발휘한다.

사린 구성필름에 의한 枝肉의 大型眞空包裝 

이 이미 歐美에서는 實施되고 있다. 필름구성 

은 나일론/사린의 2層共押出 필름 또는 드라이 

라미 네이션 필름이며 사린 사용의 특징은 세 

는율의 低下이다.

포장기 계 는 Multivac AG型과 Supervac의 통 

상적 인 Double Chamber의 大型眞空 포장기 

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애프터 히트, 슈링크를 

併用하면 最內層의 사린이 密着하여 밀봉포장 

은 완벽하게 된다.

작년 미국에서는 이 분야의 포장재 사용량 

은 약 14,000톤이 었으•며 포장된 비 율은 25% 
였다. 앞으로 셀프라이프의 증대, 物流經路의 

合理化, 公害對策 등으로 인해 점점 포장되는 

비율은 늘어갈 것이다. 가령 50%가 되면 30, 

000톤이 라는 매 력 있 는 市場으로서 기 대 가 크 

다.

图

. 미국에서는 아직 스틱이나 소테용의 컷트肉 

포장의 밀봉포장의 일반 소매는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枝肉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얼 

마 안가서 정육의 밀봉포장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이 미 業務用 인 Frozen Fr
esh Meat Packagingo] 實施되고 있 다. 스틱 용 

컷트肉 외에 시튜用肉, 生브로일러, 새우, 산 

적材料 등이 사린필름으로 包裝되 어 出荷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은 가공식품의 경우와 달라 

형태가 不定形으로 가즈런하지가 않다. 鮮度 

를 長期동안 유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生 

鮮食品의 鮮明한 色을 어필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등 종래 의 가공품의 포장보다 훨씬 어려 

운 요구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포장법 이 연 

구되고 있다.

사린 필름은 투명 도, 식품과의 밀착도, 密 

封性, 포장적성, 적당한 벨리어性 둥의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사린單體의 팔 

름으로 많은 포장形式에 대해 검토 중이다.

1) Viv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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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챔버 內에서 스킨包裝을 하고, 다시 애 

프터 히트, 슈링크를 병용하는 방식으로서 기 

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방식이다. 사용 필름 

은 上下가 다 사린 單體 필름으로서 미국내에 

서 현재 16臺가 조업 중이 다.

포장성능이 완벽한만큼 기계가 비싸다는 것 

이 결점이며 少品種 대량생산용이다.

2）眞空深絞包裝

미 리 深絞成形한 필름에 내 용품을 충전하는 

방법이므로 加工肉의 경우와 같이 內容品의 

形狀, 크기가 같을 경우는 眞空度도 높으므로 

최 적 일 것 이 다. 포장기 는 Multivac R70型 등 

의 진공심교포장기가 사용되고 있다.

3） Cleartight 方式

아래쪽에도 필름을 사용하는 스킨 진공방식 

이다. 이 때문에 진공吸引度와 密封度를 높이 

기 위해 아래측 필름의 딘플 形狀, 기타에 독 

특한 기교가 되어 있다. 表面에 凹凸이 많은 

상품에서는 凹部에 약간 공기가 남는 결점을 

갖고 있으나 값이 싸고, 응용범위가 넓다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어떤 方法에 의하던 간에 사린 필름은 

軟火點이 낮고 심교성이 좋으므로 상당히 요 

철이 많은 상품에서도 밀착도는 높으며 또 加熱 

時間을 짧게 할 수 있으므로 食品의 品質을 

손상하지 않는다. 다시 애프터 히트의 併用에 

의하여 完全密着, 完全密封이 완벽하게 되고, 

국물이 세어 나오거나 외관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

미국에서는 一般잡화용, 특히 工業用品의 

스킨포장이 日本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다. 강 

도가 세고, 심교성이 좋은 사린이 이 用途에 

對하여 일찍부터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현 

재 미 국의 스킨포장용 필름의 사용량은 年間 

약 10,000톤 이지 만 이 내용은 40%가 鹽비 3 

5%가 포리에틸렌 25%가 사린이다.

二.生鮭食品包裝材樹脂 

크리어린 필름

일반적으로 필름이라고하면 그 종류는 다종 

다양해서, 鹽化 비닐, 포리에틸렌, 포리프로 

빌렌, 鹽化 비니 리덴, 다시 포리에스텔, 나일 

론 등등으로 代表되는 플라스틱 필름이 있고, 

세를로스系의 세로판, 그리고 이것들을 복합 

한 것을 덧붙이면 수 없이 있기 때문에 헤아 

리 기 도 어 려 울 지 경 이 다. 그러 나 여 기 서 이 상 

한 것은 포리스틸렌系의 필름이 大端히 적다 

는것이 다.

왜 그럴까, 포리스틸렌은 유리와 같이 투명 

하고 딱딱하고, 두들기면 금속성 음향이 나는 

材料이 지 만 이 것 을 엷 게 하여 필름으로 만들면 

빠드득하고 위험해서 實用化하기에는 그 강도- 

가 곁여되어 있다.

그러 나 포리 스틸렌 그 自體는 그 크리어 한

두명성 뒤어 난 光澤에 다가 다른 필름에 비하- 

여 水分과 개스의 透過性이 크다는 특징을 갖 

고 있으며, 우리의 日常生活에 빼놓을 수 없 

는 生鮮食料品 즉 채소, 과일, 生肉 등의 포- 

장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임은 인정되어 오고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實用化의 단계가 되자 여러 가지 곤- 

난한 점이 있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크레어 

틴 필름」은 이 포리 스틸렌이 갖는 뛰 어 난 性能 

을 그•대로 維持한 상태이며, 더구나 강인하- 

고, 또 프렉시블한 性狀을 가져오는데 성공했 

으며 세계에서 최초의 필름으로서 出現했다.

필름素材로＜서의 크레어 린 樹脂는 스틸렌모- 

노마와 合成고무成分과의 特殊共重合體이며. 

旣存 스틸레系의 수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재 로서 日 本의 電氣化學工業 （株）이 개 발한 

것 이 다

그 특징을 들어 보면

① 透明性, 光澤性이 우수하고 呼吸性이 있 

는 필름.

투명성과 반짝반짝하는 표면광택을 가지며 

더구나 實用的인 强度를 充分히 갖는 외에 커 

다란 특징으로서 水分 및 개스의 適度의 透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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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호홉성이 있는필름으로서 新鮮할 것을 

간판으로 삼고 있는 채소, 과일, 生肉과 같은 

生鮮食料品의 포장용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위 

에 더 할 나위 없이 알맞는 필름이다.

內容物의 品質保證性이 다른 어떤 필름보다 

우수하고 食品衛生面에서 無毒性 필름이라는 

것, 덧붙여 투명성, 광택성이 뛰어나 있다는 

점에서 내용물의 디스프레이 效果, 고급 이미 

지感 등의 효과도 크다는 미 릿드를 가지고 있 

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硬質에서 軟質타입 

의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鹽化 비닐과 같이 프탈酸에스텔系의 可塑性 

을 大量으로 加하지 않고 더구나 투명성을 유 

지한 상태로 硬軟自在한 것이다. 이것은 식료 

품의 종류. 포장형태에서의 要求에 대하여 硬 

軟그레이드의 선택이 강능하다는 것이 된다.

② 食品衛生面에서의 無毒.

이상과 같이 可塑性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 또 重金屬을 내포하는 添加劑系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면에서 무독성이 

라 할 수 있다. 또 燒却時에 鹽化水素, 亞硝 

酸개스, 靑酸개스 등의 有毒, 腐觸性 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크레어 린 필름」은 

식품 • 醫藥品포장용으로 最適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에 性能面에서 검토해 보기로하자. 物 

性的으로는 캐스팅 • 포리프로피렌 (CPP), 
포리에틸렌(PE)를 닮은 늘어지는 특성을 가 

지면서도 한 편으로 찢어지는데 강한, 필름인 

팩트가 뛰어나 있다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외의 성능특성으로서는

• 透濕 • 개스 透過性이 크다.

• 논스립性이 크다.

• 비 꼬이 는 특성 이 좋다.

• 히프씰性• 인쇄성이 훌륭하다.

등이 있다.

이 상 크레 어 린 필름에 대 하여 여 러 가지 말 

해 보았지만 素材로서의 크레어린樹脂는 필름 

이외에 硬質 및 軟質시트와 식품포장 • 브리스 

터 포장용으로서도 적합하며, 또 특히 베리어 

性. 耐油性을 要求하는 용도분야에 대해서는 

베리어性 내지는 耐油加工한 시트를 현재 개 

발 중이며 총체적으로 鹽化비닐의 분야, 혹은 

獨自의 用途分野에서의 발전이 기대되어 있 

다.

다시 射出成形, 브로보틀 分野에도 금후 기 

대되는 점으로 보아 크레어 린 樹脂는 전혀 새 

로운 汎用樹脂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三. 包裝食品의 變質要因 

과 包裝材의 選擇

요 근래에 와서 식품流通기구의 변화에 따 

라 包裝容器는 重要한 役割을 나타내 기에 이 

르렀다. 캡누들 둥의 식품과 容器가 一體가 

된 新製品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으며 레트 

루트식품이나 냉동식품의 伸張도 耐熱性 내지 

는 耐寒性 필름의 개 발에 힘입는 바가 크다. 

단 一般加工食品類에도 深絞容器나 直立容器 

등 販賣店에 있어서의 陳列効果를 加味한 포 

장형태가 導入되고 있다. 식품포장용기의 형 

태 - 디 자인의 다양화는 새 로 개 밭되 는 자재 의 

응용과 더불어 식품포장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디-.

그러나 새로운 용기가 응용되려고 할 때,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드는 상태가 되는 일도 흔하다. 지난 날 포바 

르, 포리에스텔, 포리아미드 등의 필름이 식 

품포장에 이용되 기 시 작했을 때 이와 같은 필 

름들에 대해 시도되었던 필요없는 試驗을 피 

하여 제각기 식품의 性狀에 알맞는 倡性있는 

容器를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

포장용기 및 포장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適 

正包裝, 過剩包裝, 포장재료의 안전성, 폐기 

물처리, 포장기계의 효율화, 포장공정 自動 

化, 포장經費 등 대단히 많은문제가 제 기되고 

있거니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內容 

食品의 品質保護라는 포장의 기본적 기능을 

잊어서는 안된다.

田

包裝食品은유통과정에 있어서 각종 變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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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거니와 그 原因으로서 식품자체가 갖는 

內的要因과, 포장재료에 의해 차단된 환경에 

서의 영향（外的要因）이 있다.

內的要因의 주된 것은 식품중의 微生物, 酵 

素, 溶存酸素 혹은 重金屬 둥 食品組成이며 

특히 徵生物 및 酵素에 의한 變質防止는 포장 

식품의 保存性 향상을 위해 맨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또 量目保持（水分의 

揮散）, 香氣成分의 揮散도 내적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外的要因으로서 온도, 습도, 산소, 광선, 

물리적충격 등을 들 수 있다. 온도는 저장조 

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습도, 산소, 광선의 영 

향은 포장자재의 物性에 규제되는 面만이 대 

단히 크다. 물리적 강도는 포장설계상 귀중한 

점이 된다

1） 미생물에 의한 변질

분말쥬스, 말은 과자 （卷菓子） 등 低水分含 

量식품을 제의하고 태반의 식품이 그 어떤 處 

理를 하지 않으면 미생물變敗를 면할 수 없 

다. 식품표면에서의 菌體形成（곰팡이, 產膜酵 

素, 바치루스둥）, 개스발생, 變色, 斑點形 

成, 軟化, 粘液生成, 惡臭둥외에 식중독균의 

오염도 주의를 해 야한다.

미생물變敗를 防止하는 데는 포장식품을 無 

菌化하거나 번식을 억제하거나 중의 하나이 

다. 무균화의 方法으로서는 加熱살균, 무균려 

과, 방사선살균 둥이 있으며, 많은 식품에서 

가열살균법이 채용되고 있다. 가열살균은 10 
0℃이 하의 저 온살균과, 100℃이상의 고온살 

균으로 나누어 지는데 식품중의 미생물의 耐 

熱性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가열살균에 있어서 필름은 處理中의 食品의 

보호와 二次 오염 방지 라는 補助的인 역 할을 다 

하기 때문에 耐水性, 내열성과 함께 필름의 

미생물 오염에도 유의해야 한다. 液狀식품의 

무균여과 흑은 가열여과처럼 가열살균 후 용 

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무균적으로 충전밀봉 

하기 위한 필름이나 포장기계의 관리를 엄밀 

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充塡 後 가열살균을 행하는 경우라도 필름에 

서 高温耐性菌이 오염된 예도 있다.

미 생 물작용을 억 제 하는 방법 으로서 는 冷凍, 

냉장, 개스치환포장, 保存料첨가 등을 들 수 

있다.

2） 量의 감소와 향기악화 방지

식품중의 水分이나 향기성분이 날아감으로 

써 양의 감소와 향기악화를 방지 하기 위 하여 

는 필름구성을 생 각하는 외에 방법 이 없으므 

로, 水蒸氣透過度, 향기성분투과도가 작은 필 

름을 선택 할 필요가 있다. 포리마 塗布필름, 

에벌 혹은 알루미泊 등을 構成材로서 使用하 

면 상당히 효과적 이 나 完全히 향기 성 분 휘산 

을 차단할 수는 없다.

茶, 커피, 洋菓子, 카레粉, 스프 등등 芳 

香, 香辛料 혹은 揮發性有機酸 등이 품질의 

커다란 要因이 되는 가공식품은 현재 入手할 

수 있는 필름으로 포장되는限, 保存中에 향기 

악화를 면키 어렵다.

1） 濕 度

低水分含量의 식품은 吸濕하면 物理的 性狀 

이 악화되어 맛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미생물 

의 번식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비타민類 등 

식품성분의 분해도 促進된다. 어떤 식품의 흡 

습량은 보존환경의 온도와 습도에 의해 결정 

된다.

2） 光 線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포장식품은 內容을 

明示할 수 있는 利點도 있어서 크게 발전했으 

나 이 利點에 빛에 의한식품의 품질劣化를 가 

져오는 缺點과 연결된다. 太陽광선 혹은 照明 

用 형광 등 포장식품에 照射된 빛의 에너지는 

식품에 흡수되어 식품성분을 勵起시켜 프리라 

지칼하게 하며 다시 식품성분의 분해반응을 연 

쇄적으로 진행시킨다. 光劣化를 받기쉬운 식 

품성분은 油脂, 비타민類, 天然色素, 香氣成 

分, 辛味成分 둥이 있으며 식품첨가물로서 사 

용되는 合成着色料도 光線에 의하여 퇴변색한 

다.

可線視光의 차단을 위해 色세로판이 시험되 



고 있다. 油脂의 酸敗防止에는 赤色또는 綠色 

의 세로판이 효과가 있고, 보일드콘 비프의 

변색억제에는 赤, 紫, 靑치h 綠, 黃, 橙色 순 

一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

可視光線의 투과방지에는 봉지의 印刷잉크 

의 선택도 효과가 기대된다.

3） 酸 素

酸化에 의해 變化하는 식품성분은 色素, 油 

脂, 비타민, 香氣成分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식품의 품질보전, 榮養價低下의 防止 혹은 식 

중독 방지를 위해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 

다.

식품自體의 抗酸化能을 크게하기 위해, 抗 

:酸化劑, Synergist, 金屬封鎖劑 둥 各種 첨가 

'물을 사용하거나 高 아미로스 전분을 코팅하는 

방법이 시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 

해 抗酸化能을 상당히 크게 할 수 있으나 식 

품의 산화방지에는 外氣中의 산소를 차단하는 

포장자재의 효과가 훨씬 크다.

산화방지 를 위한 포장방법 에 상당히 많은 

시험이 행해지고 있으며抗酸化劑를 필름에 바 

르기 도 하고, 그루코스옥시 다제 와 같은 酵素劑 

-의 응용이나 二重製袋 등도 시도되고 있지만 

실용되고 있는 것은 적고 결국에는 산소투과 

一도가 적은 복합필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리 마 塗布필름, 鹽化비 니 리덴, 비 닐 

론, 알루미泊 등을 構成材로 하는 복합필름은 

다른 필름에 比하여 變色, 油脂의 酸化, 精油 

威分의 分解 등 酸化變質에 對하여 상당히 큰 

抑制効果를 갖는다는 것이 많은 試驗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필름은 l~5ml/24hrs 정도의 

산소투과도를 갖고 있으므로 단기간의 보존으 

로는 대단히 커다란 산화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몇개월동안이라는 장기간 보존에서는 

품질의 저하를 피할 수가 없다.

油脂의 산화반응은 적은 량의 산소의 존재 

로 연쇄적으로 진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 

며 光線照射도 촉진작용을 하는 것 이 다.

또 固形식품의 경우에는 필름을 투과하는 

산소가 식품의 내부로 옮겨 가기 힘들기 때문 

에 식품의 表層에서 현저한 반응이 진행듼다. 

예 를 들면 表面色변화는 1〜2mm 정 도의 部位. 

에 서 밖에 생 겨 나지 않는 것 이 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한 변질은 산소투과도 

를 zero로 하지 않는한 방지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포장식품의 변질요인과 포장자재와의 관련 

성을 개설했거니와 포장식품의 변질방지법이 

나 포장법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의 포장법, 특히 필름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유통기구나 소비動向으로 생각하면 

필름용기에 대해서도 陳列効果나 취급의 간편 

함 등 품질보존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 고려해; 

야할 시 기 라고 본다. '

식량사정의 악화가 表面化하는 일 없이 식〕 

품포장계도 순조롭게 발전 되 었으면 한다.



1. 홋 멜트 （Hot M이t） 의 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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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 멜트라는 것은 말 자체가 우리의 귀에는 

새로운 것 같고, 物性的으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 각이 들지 만 사실은 대단히 

오래된 것으로서 古代 이집트, 印度시대부터 존 

재하고 있으며 中世 美國王朝時代에도 곧잘 사 

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우리가 잘 알고있는 

초, 왁스를 비롯해서 아스팔트, 타르, 핏치 등- 

인류가 그 歷史를 通하여 여 러 가지 形態로 使用 

해온 것이 소위「홋 멜트」이며 결코 뉴 페이스一 

는 아니 다. 여기서 취 급하는 훗 멜트란 接着劑 

로서 특히 包裝產業에 使用되는 것을 對象으로 

하거니와 歷史的으로도 홋 멜트가 가장 많이 사一 

용되고 있던 分野는 包裝產業이며 미국에 있어 

서는 1930년대에 포장산업으로서 초, 왁스, 핏 

치 등이 사용되고 나일론의 合成方法의 進步와- 

더불어 製靴業界를 위한 포리아미드에의 홋 멜 

트가 제조되고 있다. 194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一 

현재의 홋 멜트의 원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이 開發되었으나 品質的으로 問題가 생겨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는 어 플리케 이터도 存在하지 않 

았으므로 實用化하기 까지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1950년대 말에 가서 어 플리 케이터의 개 발이 진척 

되어 1960년대에 비로소 實用化되고 60년대 中： 

期부터 急速히 包裝產業에 普及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홋 멜트 접착제는 근대에 

있어서 개발된 유일한 접착제이며 당분간은 홋- 

멜트를 능가할만한 接着劑의 開發은 어 려울 것으一 

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산업계에 있어 홋 멜트가 갖는 意義는- 

산업 계의 要請인 코스트 다운을 如何히 實現하느.. 

냐에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홋 멜트는 그야말 

로 그 要請을 거부함이 없이 코스트 다운의 實 

現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홋 멜트가 갖는 빠른 셋 팅 타임 이 라는 훌륭한- 

특성이 포장기계의 高速化와 小型化를 가능케 

했고 강한 接着性能은 被着材質의 多樣化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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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고 있다. 例를 들면 外裝機械의 단보루 

케이스 封函工程에 있어 종래의 테이프•에머죤 

의 方法으로는 每分 7케이스가 最大限度였으나 

홋 멜트劑의 채용에 의해 每分 20〜30케이스가 

퉁상 스피드로 되어 있다. 內裝機械의 카톤(Car- 
ton) 크로징 공정에 있어서도 每分 250〜300상자 

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홋 멜트劑의 출현은 포장기계의 高 

.速化 뿐만아니라

① 包裝機械의 小型化

② 壓着工程의 短縮化

③ 랩 라운드 (Wrapround) 케이서, 랩 라운드 카 

톤의 실용화

④ 被接着物材質의 多樣化

⑤ 케이스, 카톤디자인의 變更, 美化등을可 

-能하게 하고 여태까지 等閑視 되 어 있던 生產라인 

의 最終工程인 包裝라인의 自動化를 쉽게 實現 

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다. 

현재 包裝산업에 있어서의 高速, 大量生產의 分 

野의 80%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홋 멜트가 관 

'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홋 멜트劑는 無溶劑, 100% 固形分이므로 에 

마죤, 고무系, 二液타입 接着劑와 같이 溶劑에 

의한 作業환경의 汚染은 없고, 無公害 接着劑로 

서도 그 意義는 重要하다. 홋 멜트의 의의는 홋 

멜트 그 自體가 時代의 要請이 며 우리 가 얻은 

귀중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다 말해 주 

고 있다.

2. 훗 멜트의 長點

하나의 제품의 생산성은그 제품이 만들어지 

•기 까지의 各 工程에서의 時間의 長短과 全工程 

에 있어서의 시간의 벨런스에 의해 결정된다. 

홋 멜트는 在來의 接着劑에 比하여 셋트타임이 

•대단히 빠르고 포장기계를 비롯하여 懸案이 되 

어 있던 接着, 封函工程의 스피드 압을 가능케 

하여 生產라인 全體의 高速化와 효율압을 실현 

했다

그 근거를 要約해 보면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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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트 타임과 접착강도 비교

1) 셋팅 스피드

이 그림은 包裝라인 • 봉함공정에 사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三種類의 접착제의 셋트 타임과 접 

착强度를 比較한 것 이 다. 세 로축에 다가 접 착강 

도, 가로축에다가 타임을 取했는데 凝似接着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셋트 타임 은 홋 멜트劑가 2〜 
10秒, 液體樹脂接着劑는 60〜90秒, 水性糊(澱分 

糊 등) 에 서 는 통상 3分이 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홋 멜트의 셋트타임 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包裝機械의 스피드와 壓着工程의 길이는 사용 

하는 接着劑의 셋트타임에 의해 결정 되거니와 

흣 멜트에 의해 포장기계의 고속화와 압착공정 

단축에 의한 床面積의 有効利用이라는 効用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해 졌다.

2)接着性能

홋 델트劑는 빠른 셋팅 스피 드와 더 불어 광범 

위한 諸條件에 적응하는 能力을 갖고 있으며 단 

보루對 단보루에 서 시 작하여 메 등탈 메 탈, 플라 

스틱 對 섬 유, ABS 樹脂對 아크릴 등의 材質이다 

른 被接着物의 接着에 훌륭한 性能을 나타낸다. 

이것은 被.접착물의 選定조건을 대폭으로 확대 

하고 제품설계와 공정편성을 대단히 하기 쉽게 

하고 강한 접착력은 종래로부터의 테이프, 로프 

크립, 스테플등의 補助資材를 不要로하고 있다. 

셋팅스피드와 强力하고 광범위한 접착성능에 주 

목하여 포장산업에 있어서 홋 멜트어플리케이션 

이 도입되고 있는 分野는

a. 케 이 스, 카톤시링 , 크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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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백 메이킹

c•레이블링

d. 카톤 포울딩

e. 폰일레 포밍

£ 캡 라이닝

g. 콤포짓드 캔 메 이킹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을 보아도 홋 멜 

트 접착의 우위성을 立證하고 있다.

3)生產効率

생산의 스피드압, 광범위한 적응성이 홋 멭트 

의 最大의 利點이라는 것은 勿論이지만 이 利點 

을 補完하여 생산의 효율을 올리는 홋 멭트劑의 

다른 이점을 빼 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在來의 접착제를 使用하는 경우 不可 

缺이었던 날마다의 기계 및 장치의 洗淨, 청소 

작업에서 해방 된다는 점이다. 콜드그투의 경우 

기계의 洗淨은 보통 매일의 작업순서 중에 포함 

되어 있고 이 세정에 要하는 비용은 미극에 있 

어서는 기계 1臺에 대해 연간 2천〜4천달라로 

보고 있으며 또 세정을 위해 기계를 정지시키기 

떼문에 다운타임 이 稼動率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홋 멜트의 경우는 어플리케이터를 

바르게 조작하고 있으면 날마다의 세정 청소시 

간을 고려할 필요는 전연 없고 그 때 그때의 상 

황에 따라 定期的으로 행하는 것으로도 充分하 

며 콜드그루의 경우에 要하는 時間의 10%로 된 

디-.

홋 멜트劑로서 접 착된 제 품은 봉함 후 즉시 出 

荷, 配送섹션에의 移行이 가능하며 제품의 滯留 

荷積場의 걱정도 없이 物流의 한 局面에서도 評 

價되고 있다.

4) 기 타

흣 멜트 접착제는 백 % 固形分이며 다른 접착 

제 와 같이 溶劑, 물 등은 일체 포함되 어 있 지 않 

으면 백 %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접착 

제 保管장소 温濕度 등의 걱정도 거의 필요 없이 

대 단히 간편하다. 에 마죤 등의 경 우는 60 % 〜70 
%는 溶劑 또는 물이며 접착제로서 사용하는 경 

우는 홋 멜트의 2분의1 이하 容器에 부착하는 

분, 혹은 수송경 비 등도 고려 하면 그저 단순히 

접착제의 重量單價 만으로는 홋 멜트와 비.교할 

수 없으며 겨울철의 접착제의 凍結, 溶劑의 증 

발 둥 보관上, 관리상의 規制가 곁들어 홋 멜트 

의 우위성이 여기서도 입증되고 있다.

3. 훗 멜트 접착제란?

홋 멜트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초, 왁스 

등 常温에서는 固體이며 加熱하뎐 液體가 되는 

것 모두의 총칭이거니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홋 멜트란 접착제로서 특별히 合成한 有機化合 

物인 홋 멜트 접착제이며 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 나가겠다.

홋 멜트 접착제는 熱可塑性의 접착제로서 벨 

레진에 포리마(樹脂狀重合體)를 이용한 化合物 

이 며 보통 포리 마가 하나 또는 하나 이 상 포함- 

되어 있다. 홋 멜트 접착제는 베스레진을 主成. 

分으로 하며 목적 에 應한 각종 첨 가물이 섞 여 서, 

하나의 접착으로서 구성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홋 멜트 접착제 

도 用途, 접착조건, 코스트, 메이커에 따라 각 

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잘 알고서 목적에 알맞는 품질의 홋 멜트제를二 

선정해야만 한다.

4. 접착의 스텝과 그 技能

접착제는 물건과 물건을 接合시키기 .위해 사- 

용되고 물건이 란 패키징 의 보통 종이, 플라스틱 

포일 등인데 우리 는 이 러 한 물건들을 對象物이 라- 

고 부르고 있다. 對象物을 接合하는 方法은 여 

러 가지 가 있으나 접착제에 의 한 접 착은 二次結 

合 ・ 메 카니 칼 본드 (Bond) 의 범 주에 들어 간다. 즉- 

하나의 대상물에 접착제를 바르고 다른 대상물 

을 合해 접착제가 雙方의 대상물에 침투 固化하 

는 것에 의해 접착이 행해진다. 접착의 메카니즘- 

이 완전히 행 해 지 기 위 해 서 는 접 착제 는 다음 세 

가지 基本的인 스텝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 하나의 對象物에서 다른 대상물에 轉寫한二 

다.

② 대상물에 침투한다.

③ 완전히 接合하기 위해 固化한다.



이 스텝은 접착제가 액체의 상태로 행해지고 

그 기능을 다한다.

일반적인 콜드그루 (Coldghie) 는 溶劑나 물에 

의해 액체의 상태가 되어 있으며 홋 델트접착제 

는 熱可塑性이며 加熱하므로써 액체가 되고 流 

動性을 띠고, 등시에 위에서 말한 스텝을 밝을 

수가 있는 것이다. •

이상 세가지 스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⑧轉寫(Transfer)
전사하는 힘은 접착제에 대한 대상물의 抵抗 

에 의해서 영향된다. 예를 들면 왁스코트된 종 

이는 水溶性 접착제를 받아 들이기 않지만 홋 

멜트劑라면 熱에 의해 왁스를 녹여 접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사는 대상물과 접착제의 相 

性에 의해 결정된다.

® 浸透(Peneerate)
침투하는 힘은 대상물의 有孔庄과 접착제의 

粘度에 의해 영향된다. 예를 들면 多孔質인 대 

상물에는 접착제는 보다 길고 크게 침투한다.

© 固化(Harden)
고화하는 힘은 접착제가 액체에서 固體로 變 

化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된다. 수용성 및 溶劑 

系 接着劑에 있어서는 물 또는 용제가 증발하고 

固形分이 남는 것을 의미하며 흣 멜트접착제에 

있어서는 溶融熱이 접착제의 軟化點温度 以下에 

消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스텝을 홋 멭트 

劑에 맞추어 보면 전사는 홋 멜트劑의 基本組成 

에 의하여 결정되고, 浸透는 粘度와 温度에 영 

향을 받으며 固化는 基本組成과 使用温度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5. 홋 멜트 접착제와 어플리 

케이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홋 멜트 접착제라는 

것은 접착제로서 合成된 유기화합물이며 常温에 

있 어 서 는 백 % 고체 이 며 그 形狀도 펠리 트 (P이let) 
청 크 (Chunk), 빌레 트 (Billet), 브록크 (Block), 
로우프(Rope)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다. 홋 

멜트제를 가열하면 變化(物理的)를 시작하여 플 

라스틱 처럼 부드러워지고 어떤 온도에 達하면 

액체가 된다. 이 액체의 상태가 된 홋 멜트는 

測定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지 며 理論的으로 접착 

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훗 멜트 접착제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홱타 

를 充分히 이해하고 實戰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홱 타를 확실히 실현하는 어 플리케 이터의 

선정이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그 홱타란

1)粘度(Viscosity)

점도란 포이 스 (Pois) 또는 센타포이 스 (Centi- 
pois心)로 측정된 대상물에 대하여 충분히 침투될 

만한 낮은 범위가 아니면 안된다.

홋 멜트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홋 

멜트의 점도변화는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점도 

는 감소하며, 온도와 점도와의 사이에는 比例 

關係는 없고 점 도의 변화율은 온도의 상승에 따라 

낮아져 간다. 그리고 어떤 온도에 도달하면 粘 

度는 變化하지 않게 되며 이 點을 넘으면 加熱 

은 무의 미 하게 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홋 멜트의 理論的인 操作 

온도범위는 해당 홋 멜트劑의 軟化點에서 점도 

가 변화하지 않는 점까지라고 한정할 수가 있 

다. 따라서 個個의 홋 멜트劑가 갖는 粘度特性 

을 아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의 可否의 첫째 조건 

이 다.

2)使用温度

使用온도는 상기한 바와 같이 조작 온도범위 

가 있는점 (温度)에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 

용온도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입 각해서 정 한다.

⑧ 바람직스런 온도(침투하기 위해)

® 설정은도를 유지, 콘트롤할 수 있는 어플리 

케이터의 능력

© 사용하는 홋'멜트의 熱安定性 사용 온도는 

보통 홋 멜트 접착제 메이커에 의해 지시되고 

있다. 실제상 사용온도는 여러 가지 사용조건에 

응해 한정된 좁은 범위 내에서 變化시킬 수는 

있다. 가령 보다 깊은 침투가 요구될 경우 사용 

온도를 약간 높이 설정 하므로써 보다 낮은 粘度 

와 보다 좋은 침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多孔性인 對象物의 경우 吸收에 의 

• 119 •



한 접착제의 消費를 삭감하기 위해 보다 높은 점 

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사용온도는 그 접착제가 갖는 사용온도 범위와 

最適使用温度라는 생각으로파악할 필요가 있다 

접착제의 오픈 타임도 사용온도의 변화에 의해 

길게 할 수도,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오픈 타임 (Open time)

접착제의 오픈 타임은 그 접착제를 대상물에 

바른 때로부터 접착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까지 의 시 간 혹은 固化할 때 까지 의 시 간을 의 

미한다. 보통 접착제 메이커는 접착제의 스펙크 

에 오픈 타임을 표시 하고 있으며 비교검토할 경 

우에 유효하다.

그러 나 실제의 오픈 타임은 주어진 사용조건 

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여 기 서 말하는 오픈 

타임이 란 熱消失율을 의미하며 훗 멜트는 그 열 

을 빼 앗기는 방법에 따라 固化하는 스피드가 달 

라진다. 따라서 熱消失율에 영향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오픈 타임 에 영 향하게 끔된다. 가령 높은 

사용온도는 열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오픈 타임은 길어진다.

홋 멜트가 노즐에서 뿜어 나와 최초의 대상물 

에 이르기까지 대상물에 도포되었을 때 다음 대 

상물이 합해졌을 때 모두 홋 멜트의 열을 빼앗 

는 要因이며 그 熱의 소실하는 비율도 다르고, 

오픈 타임에 영향한다.

4)熱劣化(Degradation)

홋 델트 접착제는 유기화합물이며 모든 홋 멜 

트 접착제는 반드시 熱劣化를 일으킨다.

열열화에 대하여 熱安定性이라는 表現이 잘쓰 

여지는데 열안정성에 대해서 홋 멜트劑의 사용온 

도와는 마찬가지로 접착제 메이커의 스펙크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

열 안정성은 어떤 홋 멜트劑를 어떤 온도인 

시간 가열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 표시 

되고 이 변화는 보통 점도변화의 프로테이지로 

표현되고 있다.

熱劣化는 홋 멜트劑를 어떤 一定시간 가열할 

때에 일어 나고 그 現象은 초기에는 酸化에 의해 

進行되고 다음에 揮發性成分의 증발이 진행되어 

마지막으로 열에 의한 化合物의 化學的變化라는 

過程을 밟는다.

熱劣化의 温度는

⑧ 증기, 연기

®變色，臭氣

©粘度變化

⑥接着機能喪失

©炭化

라는 순으로 判定할 수가 있다. 熱劣化는 홋 

멜트 어플리케이션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要 

因이다. 홋 멜트제의 접착 성능을 파괴하고 홋 

멜트 어 플리 케 이 터 의 기 능과 메 인 터 낸스면에 중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元兇이므로 열안정성이 

좋은 홋 멜트제와 온도 콘트를이 정확한 어플리 

케이터의 선정이 홋 멜트 어플리케이션導入 때의 

결정적 인 포인트가 된다.

5) 홋 멜트의 利點과 欠點

①利無

@ 퍼스트 셋트, 높은 생산성과 압착공정의 단

一축 一

® 洗淨, 청소시간의 단축. 증래의 그루 (glue) 
에 비해 약 10분의 1

© 취급 보관의 簡易化

@ 100% 固形分 접 착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⑥ 폭넓은 被着材質에의 接着

②欠勲

⑧ 高温, 高壓, 安全性에의 配慮

尬 정 밀한 制禦와 복잡한 機器가 필요

© 셋트 않는다. 熱可塑性 때문에 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열열화하는 연기 臭氣 등

© 오피레 이터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이상 

각 항목은 모두 在來 접 착제 와의 비 교에 서 

리 스트 업한 것 이 다.

包裝技術誌 9月號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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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貨店의 마아케 팅管理와 合理化方案

黃 善 民
韓國政經硏究所硏究員

百貨店의 元祖인 France의「봉 • 마르셰」가 설립된 以後 全世界에 

서의 百貨店經營은 매우 多樣化 되었다. 将히 急變하는 經濟的 環境 

속에서 消費者보호라는 命題에 입 각한 百貨店의 마아케팅 管理는 그 

重要性이 他流通機構와는 많은 差異가 있다. 이러한 位置에 있는 百 

貨店經營의 마아케팅 管理를 實態分析을 中心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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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百貨店業界의 現況

商品이 消費者에 이르기까지의 流通機構의 

一部分을 形成하는 百貨店이 우리 나라에 導 

入된 時期는 1930年代 日本人에 의한 것이 효 

시리- 할 수 있다.

그 후 8 ・ 15解放까지 의 植民地時代의 百貨 

店과 1960年代 混亂期까지의 百貨店, 以後 19 
70年代까지 現在의 百貨店으로 그 發展段階를 

세 段階로 分類할 수 있다.

百貨店의 시초는 1930年 9月 18日 日人經營 

에 의한『株式會社 三越京城支店£의 설립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韓國人經營의 最初 百貨店은『和信』으로서 

다음해 5月 15日에 開店되었다. 그 후 現『美 

都波』의 前身인『丁子屋』이 設立되 었고 地方 

에서는 釜山에 『三中井』이 설립되어 日本의 

海外商品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 

다.

따라서 이 時期에서는 모든 商權이 日人들 

에게 獨占되어 있었으나 解放 後에는 公設市 

場이 登場하여 國民經濟의 취약성다 더블어 

消費財 流通部門의 중추기관으로 公設市場의 

好景氣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經濟的 背景下에서는 高度의 경영기 

술과 良質의 商品을 大量확보할 수 없었으므 

로 百貨店의 出現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 나 1960年代를 起點으로 經濟生活의 安 

定 내지 消費性 向上이 消費構造의 변화를 가 

져왔고 工業製品의 市場出廻를 배경으로 百貨 

店經營의 出現을 보기에 이르렀다.

正札制 實施에 의한 價格政策의 효과와 單 

—直營體制로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百貨店 利用者들도 그 晨買行 

動이 多樣化되고 差別化되어 各 百貨店에서는 

고객本位의 經營戰略으로 이에 대처하그 있는 

실정이다.

商工部 統計에 의하면 오늘날 百貨店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業體는 83阎所로서 이 

中 市場法에 許可를 받은 業證는 17. 6%에 허 

당하는 18個所에 불과하다.

地域另U 分布狀況으로는 서울이 11價, 地方 

의 7個所로 分散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엔 

新世界, 美都波, 코스모스, 時代, 코리아나 

등의 대규모 百貨店들이 거의 한 地域에 자리 

잡혀 消費者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地方分布를 보더라도 釜山 大邱와 같은 大 

都市에 主로 位置하고 있으므로 人口, 經濟水 

準 및 現金流通度 등이 百貨店 存立의 根幹이 

되고 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2. 環境 및 購買管理

(1)環境管理

現代企業의 經營體制는『만든 商品을 파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팔릴 수 있는 商品을 

生產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百貨店運營도 팔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서도 좋은 環境條件이 필요한 것이 

다.

따라서『One stop shopping』이 可能해 야 하 

며 商品開發의 發展相을 直視핱 수 있는 展示 

場이라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One stop shopping센터 는 2次大戰 以後 美 

國의 都市 郊外에서 續出되었으며 이 센터는 

한번 들어가면 원하는 물건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러 한 Shopping center•는 現代人의 

時間낭비를 제거해 주며 구매자의 부담을 덜 

어 준다.

우리 나타에서도 이러한 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條件을 갖추기 위 

해 서 는 어 려 운 문제점 이 없는 것 은 아니 다.

즉 서 울의 경 우, 賣場面積은 2, 000〜3, 000 
坪 정 도는 되 어 야 그 안에 서 야 모두 구입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內部의 시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게 된다.

리크리에이션化 될 수 있는 각증 오락장 내 

지 文化홭동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야만 본 

격적인 판매전략을 전개핱 수 있게 된다.

結果的으르 百貨店은 商品을 판매하는 外에 

도 여러 가지 서어비스 시설을 갖추어 고객들 

에 게 봉사할 필요성 이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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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百貨店은 보고, 거닐고, 구매하는 

휴식처 내지 오락장으로서 商品서어 비스가 되 

므로 一般小賣店과 다른 點도 바로 여기에 있 

다.

따라서 百貨點의 環境管理는 商品이 팔릴 

수 있는 基本 여건을 造成하는 方向에서 추구 

되어져야 할것이 다.

(2)購買管理

百貨店도 流通機關의 一部門을 담당하고 있 

으므로 購買處를 가지고 있다.

時代百貨店과 新世界百貨店 및 코스모스百 

貨店을 中心으로 主購買處와의 去來동기를 分 

析한 자료에 의 하면 다음과 같다.

時代百貨店의 경우에는 ①價格 ②品質 ③外 

上의 순서로 主구매처와의 去來를 重視하고 

있 다.

이 결과는 價格보다는 品質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되어야 한다는 品質主義의 원칙에 

벗어나는 實情이다.

그것은 고객들을 永久的인 단골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品質이 우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價格도 價格이지만 먼저 商品의 品質面에 치 

중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세번째의 外上문제는 우리 나라 百貨店자체 

가 資金面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으므로 外上 

조건으로서 商品을 인도해 주겠다는 구매처로 

서의 서어비스가 그들에게는 큰 매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時代百貨店과 계 약을 맺고있는 제 조회 사는 

20여個社에 달하는데 時代측으로서는 商品을 

구입할 때의 商品선택 기준은 ①品質 ②價格 

③外上條件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들이 구매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 順位를 첫째로 價格에 둔 점에 비추어 우 

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는 商品自體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 

다.

따라서 상품구매처를 선택하는 기준과 상품 

자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 

것은 百貨店경영층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에 비추어 거래처는 價格도 저렴하고 品質도 

우수해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 거래처는 우 

선 가격, 그리고 상품은 품질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편 新世界百貨店의 경우는 主구매처와의 

가장 중요한 거래동기는 ①品質 ②價格. ③具 

色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은 時代와 비추어 品質과 價格에서는 

新世界가 品質을 價格보다 먼저 들고 있으며 

또한 具色을 重視한다는 點이 特異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쇼핑의 휴식, 오락관을 

중요시함에 비추어 볼 때, 新世界는 그들의 

경영방침을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추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百貨店의 경우는 ①지리 

적 여건 ②품질 ③在庫量을 重視하고 있는 것 

이 또한 이색적이다.

즉 主구매처와의 거래동기로서 첫째로 지리 

적 여건을 들었다는 것은 去來商品의 운반비 

절감, 운송상품의 보호, 在庫상품의 반환에 

대한 편의성 등으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 

다.

이 러 한 사실은 百貨店규모로서 는 톱 • 랭 킹 

을 유지하고 있는 賃貸百貨店으로서 商品의 

수시구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코스모스百貨店은 그들이 필요할 때 

에는 수시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在庫量 확브와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위치에 

구매 처 가 소재 하고 있 어 야 한다는 구매 방침 을 

7]•지고 있다.

3. 販賣分析과 管理

急變하는 經濟的 狀況과 新製品開發로 인해 

새로운 商品은 나날이 그 수량이 增加되고 있 

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오늘날의 消費者는 商品 

購買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 이 다.

더우기 商品의 價格까지도 표시되지 않았을 

때, 구입時에 갖는 혼란은 더욱 增加하기 마 

련이 다.

商品의 價格表示制度는 感民들의 消費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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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큰 몫을 차지 한다. 그 이 유는 이 제 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不良, 不正商品이 범람 

할 수 있는 素地가 介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매경쟁이 극심한 오늘날의 판매전 

선에서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하 

고 있다.

우리 나라 百貨店의 販賣管理上의 문제점을 

특히 消費者의 입장에서 분석할 것 같으면 첫 

째 : 品質保障, 둘째 : 規格表示, 세 째 : After 
Service, 네 째 : 從業員敎育面으로 分類할 수 

있겠다.

(1)品質保障

商品의 生產 • 消費에 있어서 그 品質自體의 

良 • 不良은 큰 의 미 를 가진다.

오늘날, 특히 경제생활에 어느 정도의 여유 

가 있는 소비자라면 商品의 質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外觀上으로 보아서 品質의 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업체의 Brand를 보고 구매 

하게 되며 이 Brand는 生產者와 유통기구의 

信用을 代辯하는 것이 된다.

信用있는 기 업체 일 수록 自社 Brand가 표시 

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며 현명한 消費者일 수록 이 部門을 

주구하게 된다.

흔히 商品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그 상품에 

대한 불평을 하게 마련이다.

百貨店들은 이러한 不꾸을 츼소한도로 줄이 

기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보 

면, 納品 후엔 검사대 위에 상품을 올려놓고 

한點씩 原料처리, 加工처리, 製品처리 등의 

肉眼검사가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정밀검사의 시헌과정을 거치고 있 

다.

섬유류를 예로 든다면, ①태양광선에 견디 

는 테스트, ②수분에 젖었을 때 견디는 테스 

트, ③세탁에 견디는 테스트, ④마찰력에 견 

디는 테스트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와 시험을 거친 상품에 대해서 

는 적어도 품질보장이 되 어 안심하고 소비자 

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검사과정도 일반적으 

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 경영으 

로서의 百貨店을 영위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 

한 관리가 요구된다.

(2)規格表示

百貨店에서 生產者의 納品을 받아보면 규모 

가 큰 生產業體의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衣類 

도 그 원자재의 섬유구성 비 를 잘 모르고 틀린 

品質表示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를데 면 소비 자가 Polyester 100 % 인줄 알 

고 구입 하였 더 니 Polyester 80 %, Viscose 20 % 
인 것이 판별될 때는 기만을 당하는 결과이고 

보면 生產者나 百貨店은 소비자에게 큰 失手 

를 저지르는 결과가 된다.

新世界百貨店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섬 

유분석 시설을 하여 生產者로 하여금 製品되 

기 전에 原材料를 먼저 가져오게 하여 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도록 조 

처하고 있다 한다.

現下 규격표시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전정비 

가 이 루어 지 지 않아 統一시 켜 나가는 중이 지 

만 완성 되 기 까지 에 는 많은 時間이 소요될 것 

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制裁가 있어 모든 生 

產者가 어 김 없이 같은 形態로 통일성있게 표 

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自治的인 어려움이 있 

는 것이다.

이것은 世界的인 경향이기도 하거니와 결론 

적으로는 소비자가 편리한 쇼핑을 위해서 統 

—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하겠다.

(3) After Service

예를 들면 소비자의 불평 中에 냉장고나 TV 
전축 둥을 구입해 갔는데 初期 使用 도중에 

모터가 탔다. 화면이 잘 안 보인다. 잡음이 

많다는 둥의 아프터 서어비스 요청이 많다.

이러한 요청을 百貨店이 즉각 응하지 믓할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각 상품별로 2〜3名의 아프터 서 어 

비스 要員을 배치하고 있는 百貨店도 있지만 

중첩이 될 때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수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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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가하면 巡廻性能 첵크로도 나가기 때문 

에 시 간적 인 차질도 많이 발생 하는 것 이 다.

한 편 종업원의 서어비스에 대한 불평도 무 

시할 수 없다.

商品券이나 現金이 모두 그 百貨店의 賣出 

額이 되는 直營일 때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非 

直營일 경우인 現金으로 구입하는 고객과 商 

品券으르 내놓는 고객에게는 어느 정도 差異 

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보호에 매우 역행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의에도 店員들이 그날의 氣分에 따라서 

친절하던 사람도 간혹 소비자가 묻는 질문에 

명랑하지 않든가, 공손성이 부족할 때가 있으 

면 고객도 그날의 쇼핑 이 즐겁 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매출액감소를 초 

래하는 원동력 이 되 므로 이 분야에 의 노력 이 

결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販賣促進活動

판매촉진은 소비자에게 製品을 판매하•여 企 

業의 活動을 向上시키는 活動영역이다.

자본주의 초기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은 광고 

와 公認性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製 

品의 Life에 製品計劃과 製品管理라는 두가지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高度資本主義體制인 現代에는 판매 

촉진活動은 그 過程上 內部促進과 外部促進으 

로 大別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內外促進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廣告活動, 商品券, 바겐세일, SSDDS, 
販賣員管理 둥을 中心으로 百貨店의 實態를 

分析하고자 한다.

(1)廣吿活動

新世界百貨店 販賣促進室에서 밝힌 廣告費 

支出 內譯을 보면 총광고비 중에서 新聞 30%, 
라디오 ・ TV 14%, 雜誌 6%, 기타 50%로 되 

어 있다.

여기에서 新聞媒體를 통한 광고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넓은 紙面을 利用하여 

소비자에게 상품情報를 자세히 알려 줄 수 있 

는 利點인 것으로 간주된다.

종광고비 중의 50 % 를 차지하는 기타 광고비 

는 광고媒體가 아닌 광고•선전비용을 포함하 

는 것이며 판매촉진을 위한 費用一切를 광고 

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比해 美都波百貨店의 경우는, 新聞 33. 
3%, 라디오・ TV 33.3%, 기 타가 33. 3%로써 

균형있는 活動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新世界의 경우, 광고비를 총매출액의 2.5% 
로 잡아 月平均 約 250만원의 광고비가 지출 

되고 있으며 美都波에선 新世界의 例에 비추 

면 2. 5%에 約 375만원의 광고비 가 算出되지 

만 月 30만원 정도의 광고비만을 지출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

一般的으로 알려진 適正廣告費 支出額은 總 

賣出額의 5%로 잡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므로 

보다 효율적 인 廣告戰略이 아쉽 다 할 수 있다.

(2)商品券

商品券自體는 소비자를 위한 百貨店側에서 

의 서 어 비 스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商品券制度는 고객들을 편리하고 유 

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으나 現實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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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그렇 지 만도 못하다.

商品券을 판매할 때는 信用과 서어비스를 

강조하였지만 그 商品券을 다른 고객이 가지 

고 交換하러 오면 이런저런 구실을 붙이기 

마련이 다.

또한 商品券의 남발로 인해 品切상태가 되 

어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商品券制度는 百貨店自體의 철 

저한 관리와 판매원 교양수준에서부터 修正되 

어 야 할 것이다.

(3) 바겐세일

우리 나라 百貨店에서도 一年에 두세차례식 

定期的인 Bargain Sale期間을 두고 廉價賣出 

作戰을 펴고 있다.

이 바겐세일은 在庫品을 一年동안 묵힘으로 

서 부담되는 金利를 감안하고 資金을 回收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희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信用있는 百貨店에서의 이 판매전략 

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商品의 質的인 

面을 重視할 필요가 있다.

『그저 바겐세일 商品이로군』하는 얘기가 나 

돌 정도면 商品自體를 소비자側에서는 否定하 

게 되므로 品質面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4) SSDDS

이 제 도는 Self Service Discount Department 
Store의 略語로서 美都波百貨店에서 처음 실 

시 되었다.

SSDDS란 수퍼마아켓 經營上의 特色인 Self 
Service制를 도입하고 Discount House에서의 

割引制를 이용한 새로운 經營方式이다.

이 方式의 割引근거는 Self Service에 따른 

서어비스費用과 人件費의 절감, 시설비의 절 

약 및 經營內的인 附帶費用의 排除와 生產者 

에 대한 차별가격의 요구 등 규모上의 利點에 

서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現實情으로 보아 百貨店自體의 規模 

未備와 生產者側의 硬化된 가격정 책 때 문에 

全國 商標品에 대한 差別價格制는 具色맞춤과 

함께 문제 점 이 內包되 어 있으며 코스트 절감은 

경 영 內的인 諸費用의 排除에 서만 추구되 고 있 

다.

(5)販賣員管理

販賣員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은 百貨店 

自體가 最終消費者인 고객、을 상대로 商品을 취 

급하는 곳이므로 고객에게 주는 이미지 面에 

서 그 重要度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 내지 학교교육과는 달 

리 어디까지나 기업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 기술향상과 인간관계의 善導에 主 

로 重點이 두어지지만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企業의 一員인 동시에 책임 있는 社會의 一員 

이라는 點을 자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판매원교육이라면 고객에 대한 친절 度, 言 

行 등등의 교양 및 행동교육面도 중시되어야 

하겠지만 판매상의 센스를 갖추는 교육도 필 

요하다.

5. 마아케팅管理의 合理化

百貨店管理는 小賣機構面과 消費者보호에 

함께 그 重要性이 있는 것이므로 마아케팅活 

動上 改善對策을 여러가지 面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

商品戰略面, 販賣促進面, 價格政策面으로 

區別할 수 있으며 또한 政府立場에서의 改善 

策과 百貨店自體에서의 合理化方案을 모색할 

수도 있다.

本稿에서의 마아케팅管理는 主로 百貨店自 

體 內에서 해결해야 할 改善策들이다.

(1) 具色完備와 品質管理

앞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百貨店은 One Stop 
Shopping이 可能한 곳이라야 하므로 具色完備 

는 더욱 필요한 要求이기도 하다.

百貨店의 분위기 나 서어비스가 훌륭하더라 

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商品의 具色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百貨店은 고객유치 

에 失敗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具色의 完備와 이로 인한 品質管理 

가 뒤 따라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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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販賣員의 교육철저

賃貸百貨店일 수록 판매원，교욱의 내려가 

아쉬 울 때 가 많다

이것은 百貨店에 들어오는 고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판매원 스스로가 담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원은 自己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임할 때 그 입장에 잘 적응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구비되 

어 있어야 하겠다.

(3) 買入의 合理化

買入業務는 百貨店의 어느 業務보다 重要한 

업무이면서 公私區分이 明白해야 한다는 點에 

서 買入者의 倏件이 문제시된다.

우리 나라에서 이 買入문제는 百貨店의 역 

사나 전통이 길지 못하므로 經營自體의 어려 

움이 介在되어 있다.

그러 나 대규모 百貨店의 경우일 수록 納品業 

者를 건실하고 강직한 者를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 去來의 固定化, 長期化를 기해 상호유대 

를 강화할 연결線을 마련할 필요성 이 있 겠다.

(4) 크레디트 制度의 普及

크레디트制度를 使用하고 있는 新世界百貨 

店의 경우엔 三星그룹 社員과 韓一銀行 定期 

預金 고객과 직장지불 보증사원에 限해 실시 

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 

으며 一部層에 局限하면 고객과 百貨店間의 

不信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적절한 방안을 百貨店側에서는 강구하 

여 大衆的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아 

야 하겠다.

(5) 品質檢査室의 設置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商品을 具備 

하기 위해서 百貨店은 그 自體內에 들어오는 

모든 商品을 엄밀히 검사할 수 있는 제반시설 

이 필요하다.

이 러 한 시 설설치 는 궁극적 으로 利益의 극대 

화에 基因하는 것이므로 自體內의 시험분석실 

을 마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人的으로서 상 

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완전검사가 이루어져 

여기에 합격되어야만 고객들에게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야겠다.

現在는 肉眼檢査만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 

이며 극소수의 百貨店이 시험분석을 하고 있 

지만 그나마 제대로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라서 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百貨店이라 

면 對고객 서어비스에 연구하는 자세로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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陶磁器의

種類와 製造

林 守 鍾
동방화공（주） 상무이사

원래 도자기는 질그릇, 오지그릇, 사기 

그릇의 통칭이'며 , 이것들은 점토로 成型 

하여 불에 구어서 만든 器物을 말한다. 

일류가 처음으로 만든 도자기는 粘土를 

필요한 모양으로 떠 내 거 나 꽈올려 만든 토 

기류인데 이 토기들은 아주 오랜 예날부 

터 만들어 졌으며 그 유물이 세계 도처에 

서 발견되고 있거니와（이짚트에서는 기원 

전 약 5,000년대 의 토7】가 발견되 었음） 

상당히 오랜 등안 여러 형태로 발달되었 

다. 그 후 채 색토기 와 즐문토기 가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釉藥의 발명으로 토기와 자 

기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또한 물레의 발 

명은 도자기의 量產과 생활용구로서의 역 

할을 하게 한 큰 계기가 되었다.

점토의 사용 범위도 광범해지고 원료의 

선정도 다양해진 원인이 되었으며 유약에 

따라서 형태의 미적표현이 나타나게 되었 

디-. 이 에 따라 성 형 방법 도 여 러 가지 를 사■ 

용하게 되었는데 점토물에 의한 流入成璽 

方法, 압축방법에 의한 방법, 물레회전에 

의한 방법 등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성형 

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장식 

방법도 채색과 문양 조각, 상감 등 여러 

방법이 쓰이게 되었고 지방적 • 시대적， 

工房的 특색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특히 

형태, 문양, 釉色 둥은 지역적, 시대적 

특색을 나타내게 되어 그 특유의 기슬도 

그들만어 갖는 특색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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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陶磁器의 種類

찰흙이 나 들을 원료로 하고 그것에 의 하여 

형을 만들어 가마에서 고열처리 하여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한 인조광물을 총칭하여 도자 

기 라고 하는데, 이 것 을 성 질에 서 분류하면 대 

별하여 土器, 陶器, 拓器, 磁器의 네종류가 

된다.

①土器

多孔質로서 無釉의 것이고, 일반적으로 원 

료는 有色의 壤土質 또는 怀器質인 것이 사용 

되나, 精陶器와 전혀 같은 素地土의 것도 있 

다. 약 9,000년 전부터 인류는 토기 를 만들어 

왔었으나, 현재에는검은기와, 붉은벽돌, 식 

목분의 일부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精 

陶器質의 것에는 電池用 애벌구이, 電解用 隔 

膜, 氣體濾過, 細菌 그밖의 여과체 등이 있다.

일 반적 으로 토기 는 부서 지 기 쉽 고,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원시 적 인 것 이 다.

우리 나라에 서는 즐문식（櫛紋式）, 채문식 

（彩紋式）토기 등이 있다.

②陶器

외 관에 의 하여 精陶器와 粗陶器로 분류되 는 

데, 정도기는 대체로 백색이므로 그 素地는 

치밀하고 경도가 높다, 그리고 애벌구이를 한 

뒤 에 본구이 를 하는 것 （半磁器 둥） 과 본구이 

즉 맺음구이를 한 뒤에 재벌구이를 하는 것 

（硬質陶器, 半熔化陶器 둥）의 구별이 있다. 

粗陶器는 어느 것이나 素地가 유색으로서, 한 

국 것은 低化度 조도기와 고화도 조도기로 나 

뉜다.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粘土質, 長石質, 돌 

러마이트（白雲石） 질 도기 로 나뉜다. 점토질도 

기에는 한국 고래의 도기가 해당되고, 장석질 

도기 는 硬質陶器, 半熔化陶器 둥으로 나뉜다. 

섭씨 1250。〜1350。에서 맺음구이를 하고 유약 

을 발라 먼저 온도보다 저온에서 재벌구이한 

것이 많다. 주로 타일, 부엌식기, 위생도기 

등이 만들어 진다.

③拓器

사용 찰흙의 빛깔, 유약의 상태 둥에 따라 

粗石器와 精石器로 나뉜다. 토기 나 도기에 비 

하여 素地에 홉수성이 없고 도기와 자기 사이 

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지는 유색이며, 개 

중에는 유약이 없는 것도 있다.

조석기는 석기 찰흙 그대로를 사용할 경우 

가 많고 원료 중의 불순물이 굽는 동안에 熔劑 

가 되어서 소지가 잘 구워진다. 食鹽釉를 바 

른 것이나 도기에 유약을 바른 것이 있다. 정 

석기는 비교적 精製된 원료를 사용하고 조석 

기보다 고온에서 燒成된 것이 많으며, 소지는 

백색에 가까운 淡色으로 無釉의 것이나, 식염 

유, 一般釉를 칠한 것이，있다. 화학공업용의 

전해탱 크 （電解槽） , 내 산타일（耐酸 tile） 둥이 있 

고 스웨덴 등의 공예품 중에 대단히 아름다운 

유약을 바른 고은도 燒成의 것이 있으며, 중 

국의 송시대의 것에서 많이 볼 수 있다

④磁器

질적으로 도자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고 역 사적으로도 가장 새로운 재 질이다. 일반 

적으로 소지는 백색으로서 홉수성이 없고 透 

光性이 있어서 두드리면 금속성 소리를 낸다. 

자기도 다시 세분하면 軟磁器, 硬磁器, 특수 

도자기의 3종으로 된다.

연자기는 섭씨 1,250。전후에서 투광성이 생 

길 때 까지 맺 음구이 를 하고 施釉한 뒤 1, 000° 
전후에서 재벌구이를 한다. 유약의 정도가 낮 

은 것이 결점이지만 광택이 좋고 안료의 발색 

이 아름답다. 고대 중국자기, 본차이나, 프리 

트 자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자기는 境性温度가 높아 실용성에 뛰어난 

다. 경 자기 는 다시 저 화도자기 （섭 씨 1, 250° 
〜1,350。소성）, 中火度磁器 （섭씨 1,350。〜 

1,400。소성）, 고화도자기（섭씨 1,400。이상 소 

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유럽 자기는 고화 

도자기 가 많고（영국의 본차이 나 둥을 제외한） 

중국의 자기, 한국의 서양식 자기는 중화도자 

기에 속하고 삼국시대 틍일신라의 도자기에 

저화도자기에 속하는 것이 있다.

특수 도자기는 기계적인 강도, 내산성, 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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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的인 제 성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하여 특 

수한 원료를 많게 하거나 또는 한 성분에 의 

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서 소성온도 성질은 여 

러 가지이다. 高周波絶緣物, 콘덴서, 고급 정 

화플러그, 고급 j甘過 등, 대부분은 자기 인 

데, 개중에는 자기의 성질을 가진 것도 있다.

⑤靑磁

극소한 철분을 함유한 釉藥을 고화도의 還 

元炎으로 소성하면 푸른 기를 띠어 발색한다. 

이것을 청자라고 부르는데 옛 중국 한시 대에 

이미 만들어 지고 있었으며, 그 후 송시 대로 

접어들어 대단히 아름다운 청자가 구어지 고 

있었다. 더우기 한국의 고려청자기는 세계적 

으로 유명 하다.

⑥白磁

백자는 청자보다 뒤늦게 만들어져 당시 대에 

생겼다. 소지는 희고 투명성이 있는 것이 많 

고, 노르스름한 빛깔을 띤 백자와 푸르스름한 

백자가 있다. 전자는 酸化炎, 후자는 環元炎 

에서 소성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조시대 

백자 등을 들 수 있겠다.

⑦書靑磁

유약밑에 그림을 그린 것을 釉裏, 유표면에 

그린 것을 釉表라고 한다. 釉裏畫는 白土, 黑 

土, 鐵砂, 辰砂르 胎土 위에 그림 이 나 무늬를 

그린 다음, 그 의에 유약을 발라구운 것으로 

서, 송시대의 修武窯, 원시대의 磁州窯의 영 

향으르 생긴 것이다.

⑧天目

청자와 함께 중국에서 발달된 유약을 발라 

서 유약 중에 함유된 철분이 발색하여 까맣게 

된 것을 말한다. 한시대에 생긴 유약이나 청 

자와 마찬가지 로 송시 대 에 특히 뛰어난 것이 

나오고 있었다. 한국의 고려자기에서도 천목 

이 특히 발달 하였었다. 천목이란 중국이나 

한국의 명칭이 아니라 일본에서 붙인 이름인 

데, 釉謁, 產地名 둥에 따라曜變天目, 油滴 

天目, 玳玻天目, 建盞天目, 河南天目 등이 있 

다.

⑨赤書

송시대에 있어서 본구이된 것에 덧그림을 

그리 고 저 온도에 서 굽는 기 법이 생겨 나, 원시 

대 말에 자기에 이용되었다. 붉은 무늬 （紅柄） 

에 의한 적색 이 주로 사용 되 었으므로 일괄하 

여 적화라 한다. 명시대에는 훌륭한 적화를 

구웠는데, 그 연대에 다라 宣德赤畫, 成化赤 

畫, 嘉靖赤畫, 萬曆赤畫등으로불리고저마다 

취향이 다르게 되어 있디—. 적색 이외에 노랑, 

초록색, 자줏빛, 파랑 따위 빛깔이 사용된다. 

色畫라고도 한다. 청조시대로 접어들어 그 기 

술은 精巧를 극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것이 나왔다.

⑩辰砂

구리를 함유한 유약을 고화도환원염으로써 

소성한 적색을 띤 유약을 말한다. 증국의 원 

시대, 명시대에 구리 그림물감으로 밑그림을 

그린 釉裏紅이 있고, 청시대에는 일면에 적색 

유를 바른 것이 나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 

려자기나 이조시대의 백자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⑪靑 畫

코밭트 鑛을 청색을 띠게하는 그림 물감이 

사용듼 것은 중국 당시 다에 唐三彩의 低火度 

釉에서 볼 수 있는데 고화도유 아태 사용된 

것은 송시대 말기에 비롯되고, 원시대에 西域 

에서 코발트 鑛이 수입되어 왕성하게 자기의 

그림 그리는 데에 사용되었고, 명시대에서 청 

시대에로 인계되어 오늘낱에도 지극히 일반적 

인 자기의 그■림그리기토 되어 있다.

그 기술은 한국, 安南으로 전해지고 한국에 

서 일본으로 전하여졌디-. 또한 유럽의 도자기 

에도 영향을 주어 코펜하겐 왕립 製陶所의 자 

기, 네델란드의 데르프트의 도기 등은 현재에 

도 등양적인 靑華風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⑫古窯趾

우리 나라의 製陶地토 고려자기 나 이조자기 

를 굽던 옛터를 가리켜서 말한다. 경기도의 

광주를 위시해서 고양, 전라도의 부안,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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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계룡산 등지에 있고, 광주 등지처 럼 현 

재에도 생산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거의가 窯 

跡이 있을 뿐이다.

⑬ 테라코타 （Terra・cotta）

이탈리아語로 구운 흙이란 의미이므로 이른 

바 土器 또는 瓦器 등에 상당하고, 넓은 범위 

로는 모든 土燒品을 가리 켜 서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塑像, 조각된 병, 항아 

리 등이나 벽돌, 土管, 타일 등의 건축용 도 

기의 일부를 가리켜서 맡한다

2. 陶磁器의 製造

① 陶磁器의 原料

도자기의 원료는 鑛物名으로 말하자면 찰 

흙, 長石, 石英의 3종이다 품질, 빛깔 둥을 

문제도 삼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흙을 사용하 

더라도 燒物이 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일정한 

品質形狀, 일정한 아름다운 빛깔, 제조에 가 

능한한 결점을 없이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원 

료가 한정되게 듼다. 카올링, 蛙目粘土, 木節 

점토, 石器점토, 陶石 珪石, 長石 석회석, 滑 

石 등이 사용된다.

② 陶磁器의 成形法

파낸 찰흙을 精製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원 

료를 배합하여 磁土로 한 것, 따위를 사용하 

여 형을 만드는 것인데, 성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⑧ 손으로 빚어서 만들기

거의 손만으로 만드는 방塔으로서 찰흙을 

노끈 모양으로 또는 板狀으로한 것을 쌓아 올 

리고 찰흙의 이음매를 꽉 맞춰서 만드는 방법 

이다. 원시적인 토기나 독 같은 도깨그릇은 

이 방법에 의한 것이 많다.

® 물레 성형

원판을 회전시 켜 그 중심에 찰흙을 올려 놓 

고, 회전을 이용하여 흙을 늘려서 형을 만드 

는 방법이다. 이집트에서 기원건 3000년에 사 

용되었 다. 손물레 , 발물레 가 있 으며 손물레 는 

軸을 물레 끝에 있는 구멍에 꽂아넣고 회전시 

켜서, 그 惰力에 의하여 흙을 늘리어 형을 만 

들고, 발물레는 원판이 上段과 下段 두개가 

있어서, 하단의 원판을 발로 차서 회전시키면 

서 상단 원판에 올려놓은 흙으로 성 형시킨다. 

현재에는 電動式 물레나 대량생산용 型과 물 

레를 녕용한 기계물레가 있다.

© 틀（型에 의한 성형

도자기의 성형에서 형 （틀）을 사용할 경우, 

대개 石膏型을 사용하는데, 석고형에 직접 찰 

흙을 발라붙여 型을 맞춰서 성형하는 방법과 

찰흙을 泥漿으로 하여 틀 속에 들어 부워서 석 

고의 흡수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들어 붓기 방 

법（鑄込法）등이 있다. 전자는 소량생산의 경 

우에 적 합하고 후자는 대 량생 산에 적 합하다.

@ 그 밖의 성형법

대량생산의 타일 따위 성형에 사용되는 방 

법으로서, 금속제틀에 찰흙 또는 흙 분말을 

넣 고, 강압을 가하여서 성 형 하는 방법 으로서 

프레스 성형이 있고, 또한파이프狀 등의 제품 

절단면의 구멍을 통하여 찰흙을 밀어 내고서 

만드는 押出法이 있으며, 土管, 벽돌, 碍管 

따위 성형에 쓰인다.

③ 陶磁器의 乾燥

찰흙에는 건조에 의한 수축이 있고 건조시 

에 제품전체가 한꺼번에 마르는 일은 없고, 

끝부터 말라오는데, 급하게 건조시키면 부분 

적인 수축때문에 구부러지거나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그 크기, 두께 등에 적합한 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다음 공정인 애벌 

구이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충분히 건조시 

켜 수분을 제거하여 둘 필요가 있다

④ 애벌구이

충분히 건조된 제품에 유약을 바르는데 취 

급하기 쉽게 또한 유약이 묻기 쉽도록 애벌구 

이를 한다. 통상적으로 섭씨 700〜900°정도에 

서 구의진다.

⑤ 유약칠하기 （彩釉）

유약을 칠하는 데는 보통 애벌구이를 한 것 

을 유약을 채운 통에 남궈서, 유액을 애벌구 

이 가 흡수함으로써 유약의 엷은 층을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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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시키는 浸釉가 행하여 지는데, 이 밖에 애 

벌구이한 기물 표면에 유약을 국자로 홀려 붓 

는 방법, 분무기로 뿜어서 붙이는 방법, 또 

는 솔로 칠하기 등이 있다.

⑥ 밑그림 그리기

도자기의 무늬 따위에는 유약 밑에 그린 것 

과 유약 위에 그린 것이 있는데, 유약 밑에 

그린 것을 밑그림 이 라고 한다. 주로 코발트, 

철, 구리 등을 함유한 그림물감이 쓰이는데, 

애벌구이된 소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히고서 구우면 유약을 통하여 무늬 

가 드러 나게 된다.

⑦ 본구이

유약을 입힌 기물을 가마（窯）속에 넣고서 

본구이를 하게 마련인데, 이 공정은 도자기 

제 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다. 이 제 까지 

도 무른 재질이었던 것이 고온에서 소성시킴 

으로써 구워 져 서 째이고 딱딱한 재 질로 새 로 

생성 하게 된다. 화염은 극소한 변화에도 민감 

한 반응을 나타내어 구워지고 있는 기물에 영 

향을 주어 還元炎, 酉费化炎, 中性炎 등 불꽃 성 

질에 따라서 재질이 나 빛갈에 변화를 준다. 

가마에는 한국의 옛날부터 전해지는 窯樣式과 

유럽式의 角窯, 대량생산에 쓰이는 터널요 

（窯）가 있으며 연료로는 장작, 석탄, 중유, 

경유, 개스,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⑧ 덧그림

무늬를 그리 기 위하여 전술한 밑그림에 대 

하여 재벌구이한 뒤의 유약 위에 그림을 그리 

고 또다시 낮은 은도에서 구워붙인 것을 덧그 

림 이 라고 부르고 있디-. 밑그림은 고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발색도 그다지 좋지 않고, 

색수도 한정되어 있지만 덧그림은 온도가 낮 

기 때문에 색발도 좋고 색수도 많다. 다만 저 

온도에서 구워지고 있기 때문에 釉面의 硬度 

는 高温度燒成 것에 비하여 낮다. 중국이나 

한국의 화청자, 적하", 색화 등도 이 덧그림 에 

속한다.

3. 粘土의 性質

① 가소성

점토는 적당한 물을 가하여 개면 임의의 형 

태를 만듵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가- 

소성이라하며 적당한 수분을 철가함으로써 

성형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게 되는데 수분 

을 다량 함유하게 듸면 이장꼴의 점토물이 되 

고, 流入成型하는 점토로 사용하게 되며 수분 

을 약간 함유하게 되뎐 衰縮成型에 적합한 점 

토로 될 수 있다.

②氣空性

흡수율, 팽창, 수측, 건조점토는 어떤 것이 

든 기공성을 가지그 있으므로 수분을 흡수하 

고 팽창하기도 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기도 한- 

다. 그러므로 점토입자에 따라서 팽창, 수축 

이 다르게 되며 건조, 흡수율이 다르게 되어 

있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리 계획에 따라. 

형태를 조정하고 처리층4야 하는 특성을 갖는 

다.

③ 분말도

점토의 입자에 따라서 제품의 질감이 다르 

게 되며 이 질감은 亮釉를 하더라도 그 제품 

의 근본적인 미를 다르게 나타내게 되므로 때 

에 따라서 적당한 분말을 만들어 미분쇄하여 

사용함으로써 기 공성 이 나 건조, 수축, 팽 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내화도

점토에 따라서 저화도에 견디는 내화력을 

갖는 것이 있으므로, 점토의 내화력을 알아야 

배합하여 적 당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점토를 만들 수 있다.

⑤粘力

끈기는 성형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형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성 

형하는데 필요한 모든 처리방법을 연구응용할- 

수 있기도 하고 기물의 대소 관계에도 큰 영 

향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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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芸의 材料와 技法
—漆工藝•유리 工藝一

디.% g./

伕丿

정 재 규
션세대 교육대학원 조교

漆工藝

옻나무의 樹液을 精製하여 塗料 또는 원료로 하고건조물, 가구, 일상생활 

용구, 식기 등을 塗裝 • 加飾 또는 제조하는 기술이다. 옻나무는 한국을 비 

롯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동양 제국에 분포하고 유럽 • 미국에는 

생육되지 않으므로 칠공예는 오로지 동양 제국에서만 발달하였다. 특히 한 

국산의 옻나무는 질이 좋아서 칠공예가 발달하여 왔다 옻칠은 素地에 발라 

서 아름다운 칠의 결과 광택을 드러 낼 뿐만 아니라 일단 乾固되면 열, 물, 

산, 알칼리가 침범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으므로 건조물 도료나 일상 집기류 

에 사용된다.

1. 漆工藝의 材料

①素地類

그릇을 성형하는 재료로 사용목적, 구조 둥 

세 따라 適材를 사용하고 있다.

②木材素地

가장 일반적 이고 고급칠기에 널리 사용된다.

，板物, 挽物, 曲物의 셋으로 나뉜다.

③合成樹脂素地

일상적인 칠기에 많이 쓰이고, 페놀, 폴리 

세 스텔, ABS 따위 수지 에 의 한 성 형 품이 다.

④陶材，竹材，紙材，金屬材

일상 칠기 등에 많이 쓰인다.

⑤ 하드보드 • 호모겐홀츠 ・ 합판 (hard board 
homogen holz)

板物 용재로서 널리 이용된다.

⑥乾漆素地

목재소지와 함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 

로 한국 칠공예의 대표적인 소지의 하나이다. 

生漆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천이 나 下地材 등 

으로 굳힌다. 최고급 미술품으르서 양산적은 

아니 지 만 자유로운 형 상과 뛰 어 난 견뢰 도 (堅牢 

度)를 가지고 있다.

⑦塗料類

천연도료인 칠액을 사용하는 것. 카슈너트 

셰로오일에 페놀樹脂, 알키드수지 둥을 주성 

분으로 한 도료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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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生漆

옻나무에서 채집한 原液을 그대로 濾過시켜 

완전히 夾雜物을 제거한 乳白油狀의 액체를 

생칠이라고 한다. 주로 하지용, 윤내기용에 

쓰인다.

⑨透漆

투명칠이라고도 한다. 생칠에 열을 가하여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휘저으면 광택이 성겨서 

조청과 같은 반투명의 황갈색이 된다.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갠부지 （雌黃）나 차자 

（梔子） 나무열매의 쪄 낸 물을 첨가한다. 花漆 

이리-고 하여 칠한 그대로 광택이 있는 漆液으 

로 하기 위하여 건성유（荏油, 亞麻仁油, 桐油） 

를 넣거 나 두껍 게 칠해 지 도록 수지 （松脂, 合 

成樹脂 등） 를 혼입한다. 이것은 黑漆도 마찬가 

지 이다. 이 투칠에 漆藝家 자신이 水銀朱, 酸 

化鐵, 石黃 등을 한데 다져서 色彩漆을 만든 

디-. 색채칠은 시판되고 있지 않다.

⑩黑漆

흑색을 표현하는 것을 칠흑이라고도 하는데 

칠흑 자체는 검은 기를 갖고 있지 않고 주로 

銭劑를 원료칱에 1 내지 2% 가하면 아주 까만 

칠액으로 된다.

⑪合成樹脂塗料

캬슈너트오일에 페놀이나 알키드의 수지 따 

위를 가한 것으로서 일반적 인 일상용구의 도 

장에 많이 쓰인다.

⑫ 밑바탕 재료（下地材料）

흙가루（찰흙）를 구워서 분말로 한 것. 주성 

분은 규산알미 늄으로 소량의 산화철을 함유한 

디-. 생칠과 섞어 다져서 소지 위에 칠한다.

⑬ 숫돌가루

火成岩의 일종인 長石이 변화한 것 - 흙가루 

보다 섬세하고 흙가루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다. 그 밖에 삽액 （濾液） , 硏炭, 硏磨材, 顏 

料, 漆液을 浦遇시 키 는 저 지 （楮紙） 등 특수용 

재가 많다.

⑭加飾用材料

칠공예 의 가식 은 그 표현기법 에 따라 수종 

이 있는데 蒔畫 沈金 등이 주된 것이다.

⑮金屬粉

금, 은 등 粉類는 丸粉, 平粉, 消粉 등 粒 

子의 거침새, 섬세성에 의하여 여러 종류가 

있고 결이 납작한 가루, 배표면처럼 우툴두툴 

한 가루 등도 있다.

⑯箔

금, 은, 구리, 알미늄 따위 금속을 展延 7卜 -卜

공하고, 3미 클론으로 늘려서 정사각형으로 하• 

고, 각 치수 규격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

2. 漆工藝의 技法

① 옻칠하기

우선 소지의 形狀을 보수하고 견뢰 （堅牢） 하 

게 하기 위 하여 천이 나 종이 를 옻칠하거 나, 흙 

가루, 숫돌가루를 생칠과 섞어서 주걱으로 붙 

이 거 나 해서 밑 바탕을 만든다. 그 위에 人毛 

로 만든 솔로 옻을 칠하고 적절한 온도, 습도 

를 주어서 굳으면 목탄 따위로 문지르고, 이 + 

것을 반복한다. 소지의 면이 완전히 편편해졌 

을 때에 덧칠을 하고, 그 위에 색채칠로 漆畫 

를 그리 거나 蒔書, 沈金, 箔畫, 存星, 킨마（范 

醬）, 평탈（平脫）, 螺鈿 등 여러 가지加飾을 

하거나 할 경우도 있다. 또한 목재소지에 직

접 透漆을 하고서 나무결의 아름다움을 살리 는 <

경우도 있다. 春慶塗, 木地呂塗 등을 말한다..

②蒔書 X

시화란 칠액으로 무늬를 그려 乾固하기 전 

에 순금이나, 은 따위 섬세한 금속분을 뿌려 

붙이고, 건고 후 硏窘하여 금속광택을 나타내 

는 기술이다. 칠공예의 가식에 색채칠을 사용 

하는데, 칠액의 성 질상 그림 물감처 럼 다채로 

운 색채를 낼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시 

화의 발달은 이 부자으스러운 색채를 금의 반 

짝임, 은빛에 의하여 모든 색체를 연상시키는 

漆藝家의 연구이 의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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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沈金

옻칠한 표면에 침금용 조각도료 무늬를 얕 

게 파새기고 여기에 옻을 문질러 넣어 금박을 

도흔조（刀痕條）안에 밀어 넣는 기법이다. 線 

彫를 한 오목한 곳 속에 금을 가라앉히 므로 

침금이라 한다.

④ 킨마（芍醬）

옻칠한 위에 무늬를 선조하고 도흔조의 오 

목한 곳에 朱漆을 상안한 것이 다. 옻칠한 표

면을 조각도로 파새는 것은 침금과 흡사하나, 

사용하는 칼의 형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과, 

금을 가라앉히지 않고 주칠, 황칠 등의 색채 

칠을 편편하게 상안하고 닦아내어 윤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킨마는 타일라인드, 버마 지 

방에서 발달한 특유한 기법으로 타일란드의 

식물 열매에 킨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매 

를 가득 채운 그릇의 무늬 표현이 특수하였으 

므로 말미암아 기법의 명칭 킨마가 븥여졌다 

고 전하여진다.

유리 工

유리의 특징은 투명체 （半透明體）인 것이 하나이고, 다음에 表面反射가 거 

기에 수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빛 （光）을 굴절한다는 것, 이 셋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질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부수되고 자연속에 저마다 

의 미학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물이나 포도주의 아름다움은 투명의 매력이 

고, 광택있는 보석이나 귀중석, 칠, 셀로판으로 포장된 것의 아름다움은 전 

부 유리의 표면반사와 홉사한 효과를 느끼게끔 하고 있다. 커트긑라스의 렌 

즈 효과는 물리적이고 전형적인 아름다움과 기계적인 근대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의외로 클라식한 공예재료인 유리가 근대성이 있는 것으로서 환영되고 있 

는 것도 이상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그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리 공예품의 특질을 가장 단적으로 살린 와인글라스類, 병 따위는 

내용의 투명 체의 색채효과에 유감없이 어필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유리는 어디까지나 무색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상의 조건으로서 환영되 

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틀 글라스（간단히 말하자면 무색 투명 유리）가 탄생 

되어 왔다.

무색 유리는 장식성을 주기 위해서는 표면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커트를 제의하고서는 그밖에 적절한 것은 적디-. 이것들은 전부 보 

석가공의 -전틍에서 계승되고 발전된 것으로서 유리 가공의 정틍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굴절의 미는 유리의 플레인（유리를 불어놓은 그대로 아무런 가 

공도 하지 않은 것）에 액체를 넣었을 경우는 항상 그 효과가 밭휘됱 수 있 

고 크리스틀글라스의 커트에서 반사하는 빛은 보통 유리보다 훨씬 굴절률이 

강하므로 그 光輝는 한층 더 뛰어 나고 있다. 물을 채운 어항은 그 자체가 

렌즈이고, 그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의 확대된 아름다움은 많은 화가의 모티 

프가 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유리의 특질을 잘 살려서 뛰어난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총합된 기구•가 훌륭한 공예품이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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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工藝의 材料

유리는 양질의 규사（珪砂一바닷가의 白砂） 

와 알칼리 （소다灰） 와 석 회 가 주성 분이 다. 크 

리스틀글라스의 경우는 가장 좋은 규석 （硅石: 

가루로 만들어 粒子를 가지런하게 한 것, 가 

장 좋은 것이란 철분이 극히 적은 것）과 탄산 

카리와 납（鉛）이 주성분이다. 이상의 소재를 

섭 씨 1,300° 전후에 서 용해 하여 엿 모양으로 

만든 것이 녹은 유리이며 그것으로써 작업을 

진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2. 유리工藝의 技法

유리가공을 기법적으로 분류하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溶融된 유리를 성형하는 吹法 

유리（型吹法, 宙吹法, 吹込法, 押型法）의 네 

가지가 있다.

그 둘은 일단 성형된 유리 표면을 또다시 

가공하는 커트（조각유리）, 인그레 이 빙 （彫刻）, 

에 나멜드 글라스 （窯彩）, 기 타 등이 다.

①型吹法

형 （型 : 나무 또는 금속제）속으로 녹은 유리 

를 쇠 파이프 끝에 말아서 들고 불면서, 그 

파이프를돌리면서 완성시키는 방법으로서, 

꽃병이나 탐브러 （컵） 둥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만든다.

②宙吹法

틀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飴細工처럼 하고 

서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단 고열작업이므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③吹込法

포켓 위스키병과 같이 斷面이 원이 아닌 것 

은 돌려 가며 볼 수가 없으므로 偏平形, 金型 

속으로 유리를 불어 넣어서 성형한다.

④ 프레스 글라스（押型）

쇠 틀로 목적 하는 형을 새 겨서 만들고 그 속 

에 유리를 잘라 넣어서 저 （杵）라는 중심이 되 

는 형의 쇠틀로 눌러서 완성시킨다.

이상 말한 어느 유리나 다 아닐링 （徐冷法） 

이라는 온도조절에 의 하여 일정시 간 불（爐）속 

에 넣어서 유리 전체를 섭씨 550。전후로 보온 

하고, 다시 온도를 내 린 다음 그 불에서 내놓 

는다. 이 工程을 거치지 않으면 유리에 뒤틀 

림이 생겨 아주 부서지기 쉬운 유리가 된다.

⑤ 조각유리

꽂병 이 나 탐브러 의 소지 （일단 型吹法으로 완 

성시킨 것）를 그라인더류로 커트하는 방법으로 

서, 일반적으로 金剛砂르 거칠게 깎은 다음에 

천연 숫돌로 대충 완성시 키고, 맨나중에 목반 

버드나무 木盤）으로 밀어 모래를 사용하여 

완성시키는 것이다.

⑥ 글라빌（彫刻）

이 말은 독일어 가 와전되어 한국이 나 일본 

에 서 는 글라빌 이 라고 속칭되고 있 다. 銅板製 

의 圓盤으로 사실적인 요면 조각（凹面彫亥II）을 

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윤택지우기 완성 

으로 되어 있음이 특색이다.

⑦窯彩

완성된 유리 표면에 색유리의 가루（溶劑가 

있다）로 그림을 그리고, 또다시 電氣爐에서 

구워붙이는 방법으로서, 스테인드긑라스도 이 

방법을 많이 이응하여 그와 같은 유리조각을 

납（鉛）테로 납땜하고, 다시 창틀에 세트하는 

것이다. 그 밖에 모자이크나 紅彩（레스터）, 

鍍金（갈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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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과 Package의 연관성

李 淳 滿
弘益工專助敎授

오늘날의 기업 이념이 生產者 利益 中心의 生產者 志向的인 경영으로 

서가 아니라 消費者 利益中心의 消費者 志向的인 경영으로 변형되어 왔 

기 때문에 生產문제는 옛날 古典派 經濟學의 重要대상이 되지만 現代 

經濟學의 中心課題는 生產에 있지 않고 소비내지는 生產과 消費를 연결 

하는 판매문제에 있는 것이다.「生活수준의 향상은 生產의 향상에 의존 

한다. 生產의 향상은 소비의 향상（向上）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社 

會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生產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消費量을 

많게 하라」는 소위「갈브 •레이스」의 依存의 効果가 바로 그것인 것이 

다. 하지만, 消費者의 입장에서 生覺해 볼 때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생 

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商品이 아 

니면 購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企業主로서는 消費 

者의 입 장을 생 각하게 되 었으며 이 러 한 생 각은 오늘날과 같은 Marketing 
의 발전을 가져 온 것 이 다. 現代에 있어 서「마아케팅」이 란 과거 의 販賣 

論, 市場論, 賣買論과 같은 소극적 인 입 장을 떠 나 顧客을 中心으로 가 

급적 자기 기업의 體質을 消費者에게 가장 알맞도록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可能한 自己會社 製品의 고객이 되도록 적극적 방법을 모색함 

과 함께 이를 이룩할 수 있게 경영-전체의 理念과 그 技術의 체계를 연 

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Marketing의 발전으 

로 상품판매 전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 인 자세 즉 消費者의 欲求條件 

이 무엇이냐? 무엇을 消費者들이 싫어하느냐? 왜 이 상품은 상품의 

질도 좋고 포장도 Good design이 며 모든 광고전략도 잘하고 있는데 판 

매고가 부진한가? 하는 문제점을 시장조사로서 心理的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인 면에서 까지도 정확히 파악 판매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 다. 

이는 질이 좋고 Design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 렴하다는 商品의 근본적 인 

문제 점 을 해 결 한 뒤 에 가능한 것 이 다.

보통 흔히 Designer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점이 이러한데 있는 것이다. 

시 각적인 美, Cost의 문제, 새로운 재료의 淸用, 商品과의 Harmoney 
둥을 염두에 두고 Package design을 하지만 이러한 條件만을 생각한 

Package란 사실상 쓸모가 없는 Paper design인 것이다. 어떠한 商品의 

Package design을 하기 위해서는 그 商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 



해 야 함은 물론 그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 별 • 년령 • 직 업 정 

도 때에 따라서 는 취미 등을 정 확히 분석 하여 그때 그■때 의 시 대에 따라 

즉 경제적으로 호경기냐, 불경기 냐에 따른 商品購入정도 둥을 年度別로 

정확히 통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통계만이 보다 實用的인 

Design과 나아가서는 Good package를 Design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企業이 成功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法則이 있다 

한다.

1. 크나큰 約束을 찾아라.

2. 그 約束을 증명 하라.

3. 그 상품을 중요하게 보이 도록 하라는 論理이 다. 이러한 論理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消費者들은 

商品 그 자체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 商品이 자기생활에 꼭 필요하 

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消費者들에게 이 상품 

을 구입하면 어떤 重要한 利點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사뮤엘 존슨」은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약속, 

크나큰 약속 이 것 이 야말로 廣告의 魂인 것 이 다」라고 하지 만 그 약속은 

책임을 질줄 아는 信義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병통치약인양 

과장된 약속 그 약속의 진실성이 결여됐다면 이는 消費者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現代의 消費者들은 거의가 知識人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 

는 헝위, 즉 어떤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광고에서 약속한데로 제구실을 

못한다든가 기 타 잘못샀구나 하고 후회심을 일으킬때 이는 消費者의 자 

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며 社會的인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항 

상 크나큰 약속뒤에는 진실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어떤「마카로니」 

를 製造 판매하는 식품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實例가 있다 한다. 즉 

마카로니 를 만들어 내 는 회 사는 maker에 상관없 이 전부 판매고가 부진하 

여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경영자 측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상품의 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며 모든 

포장의 Design도 좋고 광고활동도 활발한데 판매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었다. 이 에 고심 하든 경 영 주측에서 세 밀한「마아케팅」조사에 의 하여 消 

費者들은「마카로니」를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아냈으며 이와같이 근본적인 면에서 판매고 부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광고활동, 포장 Design은 수포로 돌아간 것 이 다. 하지 만 다행 히 도 

「마카르니」는 어느 식품과 비교해도 칼로리 가 제 일 적 다는 사실이 발견 

됐고 이러한 사실을 消費者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마 

카르최사로서 제일 처음으토 해야 할 일은 消費者들에게「마카로니」 

가 절디로 다른 음식에 비해서 맛은 있어도 뚱뚱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을 알려 약속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약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광고전 

략에 의 하여 진실을 소비자들이 믿게 될때 비로소「마카로니」의 Package 
design은 성 립되 는 것 이 다.

믈른 消費者들의 뿌리깊게 박힌「마카로니」는 뚱뚱해진다는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消費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증명이 필요한 것 

이다. 가령 예를 들면 광고에 영 양학이 나 보건학계에 권위가 있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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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자를 초빙하여 그들의 대화를 활용한다든가 다른 식품들과 영 양가 

를 비 교한 통계표나 영 양학자의 말은 인용 즉 비 타민이 풍부하여 살은 

안찌게 하나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등 특벌히 인상적 인 문구를 활용해 

서 적극적인 광고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증명은 눈으로 보 

아서 곧 이해가 되고 정부의 기관에서 만든 영양가 대즈표에서도 실증 

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진실을 바탕으로한 약속과 약속의 증명 

은 모든 Design物의 기 초가 되 는 것 이 다. 하지 만『우리 들은 消費者 여 

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읍니다£라는 것만으로는 

目的하는 것만큼 판매고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상품이 고객 

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 각케 하고 마침내 그상품을 

구매해야 겠다는 구매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곧 상품에 

아주 좋은 옷을 입혀 상품이 돋보이며 중요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 

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Package design의 作業인 것이다. 이 

Package design 작업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크로즈一업시 켜 消費者에게 

Appeal하느냐 하는 점이며 그것은 消費者들의 欲求를 알아내는 일에서 

벌써 결정된 것이다. 즉 젊음 건강 날씬한 각선미의 Style등이며 이러한 

점을 Package design의 기본요소로 삼아 시 각적 인 미, 새로운 재료의 

활용, Cost의 문제점, 인쇄의 효과, 상품이 포장 되었을 때 한개가 있 

을때와 여러개가 쌓여 있을 때의 시각적 효과, 상품의 보호성등을 참작 

하여 design되야 할 것이다. Package는 商品의 옷이기에「옷이 날개」라 

는 우리 나라 속담처 럼 商品을 귀중하게 만드는 수단인 것이다. 미국의 

어 느 광고대 행 사에 서 낸 통계 에 의 하면 消費者들이 슈퍼마켙에 가서 

商品을 구입할 때, 진열대 한칸의 넓이가 대략, 2〜3m 정도 되는데 그 

진열대를 통과하는 시 간이 약 3〜4초 가량 된다고 한다. 수많은 상품이 

저나름 대로의 좋은 옷을 입고 나를 사가세요 하고 진옅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상품중에서 더 구나 2〜3초 동안에 消費者의 손에 선택 되 어 

지기 위해서는 강력히 소비자를 끄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ackage design에 있어 서 철저 한 준비 가 필요 하다는 점 이 

다. 무엇을 소비자 들에게 약속 할 것인가? 그약속을 증명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해결 됐을때 비로서 상품이 귀중하게 보이기 위해 

서 Package design 을하는 것 이 다. 같은 商品의 品質을 만들어 놓고 A 

의 商品은 Design面에 관심을 기우렸고 B의 商品은 Design 면에 소홀히 

하였다면 B가 A만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A의 Design料의 1000 
배의 광고료가 필요 하다고 한다. 일본의 담버「피 이스」의 포장 Design 
料는 5천불, 미국의 담배「럭키 스트라잌」은 5만블 이였다 한다. 이와같 

은 늪은 Design료를 지불했어도 새로운 포장으르 인한 판대는 몇달만에 

Design료를 훨씬 뛰어 넘는 순이 익을 올렸다 한다. 그만큼 포장은 買上 

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상품의 전 

매상고중 Package design에 의한 구매 결정율이 60%나 이룬다고 한다. 

하기에 Package design은 철저 한 Marketing분석에 의 한 정확한 자로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쎈스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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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告時評⑥

外様 對 内實의 懸絶한 訴求方向
—KAL과 NWA의 紙上廣吿一

李 規 用
廣告評論•三立食品（株）

圖①

「새해에는 참신한 서어비스와 定時性 遵守로 여 

러 분을 모시 겠읍니 다. 35, 000, 000의 外貨獲得으 

로 國家經濟發展에 이 바지 하겠읍니다.」

大韓航空의 紙上廣告가 여기서 부터 본격적으 

로 시 작된다. <한국일 보 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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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基礎지」

美國 유나이 티 드航空社長 에드워드 E ・ 카알 

슨은 세계 제3위를 가는 웨스턴호텔의 총수였 

읍니 다. 그가 유나이 티 드航空社長에 취 임 하면 

서 천만달라의 赤字를 앞에 놓고 말한 대목을 

인용합니 다.

호텔 社長이 어떻게 軼:空社를 經營할 수 있 

을까 하는 관계자들의 의구심에 대해 그는 이 

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야 基礎지,「웨스턴」에서 내가 빈 호텔 

방을 팔았던 거 나 여 기 서 （註 - 유나이 티 드航空 

社）빈 비행기 座席을 파는거나 다를게 뭔가.”

（There is a basic similarity-at Western I 
was selling empty hotel room, here it's empty 
airplane seats）

There is a basic similarity-航空事業의 Sell
ing/} point 무엇 인가를 실로 명료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 수 없읍니 다

비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作家 李炳注씨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비행기란 태워 

주기도 하고 태워오기도 하는 문명의 이 기다. 

그런데 내게 있어선 단순한 구경거리의 대상 

이고 회상을 더듬어 올라가면 두상에서 위협 

한 무기 일 뿐이니 그 스마트한 모습이며 빛깔 

이며 표시들이 모두들 문명사회에서 낙후된 

자의 신세 를 조롱하는 것 같기 만 하다.

그래 이 런 일도 생 각해 보는 것이다.

이때까지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고 탈 수 있 

는 기 회 란 갖지 못할 시 골의 노파가 비 행 기 가 

떨어뜨린 폭탄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하자. 

그 노파의 눈에 비 행 기 는 어 떻 게 印象지 어 질 

까 비행 기토 인해서 참화를 입은 수많은 사 

람들에 게 대 해 서 비 행 기 의 의 미 는 과연 어 떠 

한 것일까

레오날드 다빈치는 비행기를 구상할 때 알 

프스 산정의 눈을 거대한 백조의「등에 실어 

다가 그 눈을 한 여름, 찌 는듯 더운 플로렌스 

의 시가 위에 박혔으면 하는 공상과 더불어 

황홀했다고 한다. （下略）」

（「白紙의 誘惑」p. 326）

1972년 1월을 起點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运z슨攣訟盘爭 떠翠쯔辘後3戶 邃漫缴시까？ 
서긇 二호자力厂置存飛行에

。써비스 暑 즁H 드립니다

"허AFU NORTHWEST ORIENT®
, . …侬公說巴 쩌噸難&

圖②

DM을 연상하게 하는 NWA의 廣告. 뛰 

어 난 카피 로 顧客을 유혹하고 있 다.

7단 2분의1 스페이스로 꾸준히 어프로 

치 하고 있으며 이것은 廣告와 단적으로 

대 비 되 는 작품 〈한국일 보 7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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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航 大韓航空의「빈 座席팔기」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면서 만년에 이르기까지, 筆者의 스크 

랩을 재껴보면 大韓航空의 紙上廣告가 보이는 

완만한 屈曲을 어김없이 들여다 볼 수 있읍니 

다.

그것은 한 企業의 廣告活動을 부분적으로 

라도 조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大韓航空의 紙上廣告를 살펴보는 補助役으 

로 함께 노一스웨스트航空의 紙上廣告를 대비 

하기르 합니다).

한 때 大韓航空은「自國機 愛用은 愛國의 

지름길」이든가, 홉사 반공방첩 표어같은 궁한 

슬로건을 걸고「빈 座席」동냥을 했던 전력도 

있었으며「公務員의 海外出張은 가급적 KAL 
機便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政府當局의 지시 

에 잔뜩 포만해진 듯한 모습도 보여 특히 국 

내선에선 소위 定時性 遵守란 약속은 아예 외 

면해 버 린채 비 난을 당하기 도 했 읍니 다.

더구나「우리 항공 이용으로 귀중한 외화 

를 절 약합시 다」란 캐 치 프레 이 즈는 듣기 에 따라 

서는 묘한 저항감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해서 

苦笑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航空事業의 셀링 포인트는 

카알슨의 말대로「빈 座席을 채우는데」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땅을 밟고사는 사람들의 高 

空恐怖症을 위무하는「絶對安全」의 설득이며 

巨額의 탑승비에 대한「豪華 서 어비스」로서의 

償還, 그리고 快速(飛行시간의 절약)에 있는 것 

입니다.

여기에 우리 大韓航空의 「自國機 운운」의 

맥빠지는 슬로건은 더더구나 항공기 탑승객의 

地位, 身分, 그들의 財力과 더불어 상상하면 

알만한 표현이 아닐 수 없읍니 다.

볼륨 一邊倒, 公告인가 廣告인가

1972년 1월1일 大韓航空의 新年廣告 (圖①) 

는「大韓航空 - 大韓의 날개」란 산뜻한 캐 치프 

레이즈로 事業計劃을 소개하고 民航發展을 기 

약하고 있으며 그 후 계속해서 大韓航空은 

FAA 操縱免狀 획득을 자랑하는 풀스페이스 

廣告를 ('72.6.9), 4.19기념 서울一美洲間 直 

行旅客便開設 廣告를 ('72.4.2), 서울-부산간 

完全제트化運航 ('72. 7. 23),「待望의 점 보 (B- 
747) 導入」豫告 (‘73.1.17), 5.16기념 점보 運

网아镰, 川카고，常含예

毎白 憲行하느 唯一鱼 航空社는 
누 —스镯스叵堅裳』2 r.

圖③

KAL의 美州路線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는 이렇게 NWA의 득무대 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세히 보면 착륙해 있는 비 

행 기 를 空中에 서 띄어 놓았는데...... 실수 

일까 ? <한국알보 7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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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一燦爛한 太極날개 의 서 어 비 스 （'73・ 4. 25） ' 
계속해서 「每日 여러분을 점보로 모십니다」 

C73. 7. 24, 8. 2） 가 紙上을 장식 하고 있 읍니 다.

그러 나 이들 廣告는 이미 金浦 활주로에서 

경쟁하고 있는 諸 外國機 會社의 廣告가 가 

고 있는 길과는 사못 格調에서 뒤지는 분위기 

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무엇이 KAL의 자랑인가 이 해답을 못하는 

것 이 여 러 外國機 會社보다年輪에 서 엄 청 나게 

밀리는 KAL로서 속수무책이라고 체념할 성 

질은 못되는 것입니다.

大韓航空의 廣告는 한마디로 막대한 投資 

로「公告」를 해 왔읍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은 新銳機導入과 事業의 伸長勢에 적응하 

기 위해서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每日 여러분을 점보로 모십니다. 이전 

까지 라고 생 각합니 다.

잠시 노一스웨스트의 廣告（圖②）를 봅시다.

노스웨스트航空은 廣告스페이스를 7단 1/2 
로 고정시킨듯이 보이며 이는 1972년 2월 16 
일자（圖③） 廣告에서부터 시종일관하여 온 것 

으로 보아 알 수 있읍니다.

분명한 것은 大韓航空과 노一스웨스트 航空 

과의 廣告가 볼륨 （外樣）과 內實 서 어비 스） 에 서 

비교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미 뚜렷 한典型을 보이 고 있 는 NWA의 카 

피는 絶妙한 發想에 의해 전개듸고 있읍니다.

「노一스웨스트의 남동숙양을 찾지 않겠읍니 

까? 서울一오사까 直行飛行에 서어비스를 해 

드립 니 다.」

「機內에서 동숙양의 커피와 칵테 일 서 어비스 

가•끝날 때 쯤이면 여러분의 하루 日課도 다 

끝날 때가 되 겠죠. 오사까에 到着할 때 까지 의 

1時間半 동안 그녀의 상냥한 미 도와 환대는 

여러분을 마치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 

는 것 처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이 바로 그녀의 친구가 되는군요 !」（上 

喲

그리고 공항 스츄어디스 남동숙양의 프로필 

이 소개되어 있읍니다.

노一스웨스트航空一베게頌事의 카피

어떤 사람은 空港 대합실에만 가도 外國을 

느낀다고 하는데 하물며 비헝기를 타고 훌쩍

Q二스羅소壘쮜、即逑港儀 後殺嚏IN요

柬索诞나 兼灘으로 가신다구요?
萬허 離室社만히 M12B 還飜하고 있暑U다，

NORTHWEST ORIEHTM7 0
- "썩嬲域财 *

圖④

시리이즈化 NWA竇告 2回 作品. …… 

잘못된 塔乘券（本文에는 卷으로되어 있 

다）이나 우는아이, 늦게 도착한 乘客......  

자상한 카피에서 어 쩐지 소원한 항공사에 

대해 친밀감을 느낕 수 있다. NWA는 초 
면이 아니라 소꼽동무 라는 뜻일게다.

〈한국일 보 7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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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⑤ 이 作品으르 KAL의 示威는 끝내 주었으면 하는 것 이 우리 모두 바램이 다. 이 제부터 KAL의 廣告는 

적어도 NWA 廣告의 분위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 해 봍만 하지 않을까.

캐치프레이즈의 리터 링이 注意를 당기게는 하고 있으나 航空社의 格調에 어울리지 않은 촌스런 書工의 도 

안 같아 유감이다. 이 글씨體를 로고타입化 하는듯 하나 再考의 여지가 많다.

하늘에 떴을 때의 적막함은 어떨까.

노一스웨스트는 아마 이 정에 표적을 맞추 

었을 것 같읍니다.

홉사 空港 대합실의 어 나운스멘트 같이 낭 

낭한 다음 작품을 봅시 다. （圖④）

「東京發 시 카고 및 와싱 톤 DC彳亍 北極短縮航 

路는 每日아침 出發.

노一스웨스트의 金浦空港 김기복양을 찾으 

시면 여러분은 즐거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읍 

니다. 잘못된 塔乗券이나 우는 아이, 복잡한 

移民閲係書類記入, 늦게 도착한 乘客 등을 모 

두 친절하게 보살펴 드리 기 때문이죠. 그녀 는 

週12回 東京이 나 美國으로 出發하는 노一스웨 

스트의 每機便마다 여러분을 보살펴 드립니다

東京에서는 巨大하고 安樂한 747機上의 機 

內食과 飮料水, 사무장의 친절한 서어 비스, 

스테레오 音樂과 大型映畫를 즐기시면서 계속 

해서 시애틀, 시카고, 뉴요크, 호널룰루, 로 

스앤질리 스, 미 네아퐅리 스, 센트폴 둥지 로 여 

행하실 수 있읍니다. （下略）

얼마나 자상한 카피 입 니 까.

男女가 베드인하여 속삭이는 말을 베게頌事二 

라고 하던가요. 그 다음날 역사가 바뀔지도- 

모른 다는……

演說이 아닌 카피, 귓전에 낭낭하게 音色 

이 여울치는 文章이 노一스웨스트 廣告에서 

보입니다.

大韓航空의 廣告가「公告같다」는 筆者의 의 

견은 노一스웨스트의 그것과 비교하여 相對的- 

으로 표현한 것이며 不遠間 KAL은 만족할만- 

한 內容을 충분히 내놓으리 라는 것도 예상합 

니다.

만2년 동안 大韓航空은 規模의 國際性을 과- 

시하고 찬란한 飛躍의 모습을 廣告를 통해 보 

인 점만으로도 일단은 역력한 노력을 살 수 

있 읍니 다.

다만 실무 廣告人의 두뇌 플레이가「事實의 

소개」에서 한걸음만 앞서 있었더라면 하는 점 

이 筆者로서의 아쉬움 입니다.

本格단계一KAL은 이제부터

「每日, 여러분을 점보로 모십니다」（圖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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曜싀上써睪터骤

지를大韓航空의 1단계 廣告活動이라고간주 

하고, 앞으로 있을 大韓航空의 廣告活動은 어 

떻게 展開해야 하는가는 이로서 分明해 집니 

다.

물론 大韓航空이 8월2일자 廣告로서 筆者 

의「1단계 終了」와 실제로 계획이나 견해에서 

일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면면한 紙上 

廣告가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관찰이, 이 時 

點에서 한 단위로 묶여졌으면 하는 것이 筆者 

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大韓航空은 歐洲路線 就航에, 에어 

카고까지 막중한 업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만큼 새로운 廣告活動을 위해서는 前提 

條件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 야 합니다.

KAL의 航空事業이 國力의 뒷받침을 받아 

성장하여 왔고 때맞추어 觀光붐에 힘을 입어 

크게 伸長하는 이 때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 

은 廣告實務 종사자들에 대한 長期的 敎育과 

硏修입 니 다.

大韓航空이 가지는 企業의 性格은 말할 것 

도 없이 國際性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애드맨들의 시야가 활달하 

지 못하면 그들의 表現世界는 늘 제자리걸음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內外國人으로 메워지는 비행기의 좌석은 內 

外國人 顧客의 기호와 취향 KAL 路線內의 風 

物이라던가 모든 事象이 結集된 애드맨의 머 

리에서 솟아날 수 있읍니다.

이를테면 內需商品과 輸出商品의 廣告를 각 

각 다루는 애드맨들의 思考의 差가 다르듯이 

大韓航空은 企業의 性格 그 하나만으로 訴求 

方向이 어느곳 보다 懸絶한 감각에서 다루어 

져 야 한다는 것 입 니 다.

KAL營業部의 目標는「滿載」一滿載를 위한 

宣傳部의 目標는「이미지 메이킹」그러자면 

大韓航空의 2단계 廣告活動은 꾸준한 內實의 

호소여 야 한다는 생 각입 니 다.

蛇足입니다. 가끔씩 大韓航空은 電波廣告 

의 運行에 虛를 보이더군요. 수퍼 임포오즈는 

뉴우스에 마구 삽입 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 大韓航空의 操縱蕭은 世界最高 

水準을 달리고 였읍니다* '

그리고 문득 생 각이 납니 다.

「太極旗로 이 地球를 덮을 길은 없는가 ?」 

（주식회사 종근당）

이 슬로건이 大韓航空의 것이었다면

물론 지금부터는 필요없읍니 다.

레오날드 다빈치의 환상을 상기해 보는 

편이 오히려 大韓航空의 애드맨의 發想에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알프스 山頂의 눈（雪）을 거대한 白鳥의 

등에 실어다가 그 눈을 한 여름, 찌는 듯 

더운 플로렌스의 市街 위에 뿌렸으뎐…」

大韓航空의 紙上廣告物 스크랩의 一部 그동 

안의 廣告活動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사업규모 

가「점보」化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볼륨 

과시가 너무 오래 끌었다.

대 체 로 이 런 내 용의 告知가 필요하면 복수 記 

: 事를 위한 보도자료로서 퍼 블티를 노리 는 편이 
! 낫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러나 筆者는 
5 이 功過를 묶어 「단계活動」이라 보고 다음을 

기 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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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ackage 칼럼

그림과 디자인

李
弘盒大美大敌埴一

逸

디자인도 그림의 일종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를테면 ; 

만화가 그림 이듯이 그래 픽 • 디자인 또는 포스터도 그림 임 이 분명 하다 ; 

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곧잘 어떤 디자인을 두고「그림이 잘되었다」I 

고 한다. !

이 때 이「그림」이라는 말을 고지식하게「회화」의 뜻으로 풀이할 필 ： 

요는 없다.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림, 요컨데 시각화된「이 । 

미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또 그림이 갈 듸었다고 했을 때에 i 
도 이는 쉽게 시각적으로 쾌적감을 주는 이미지르 생각하면 족하리라. ；

그렇다면 이들 그림과 회화는 어찌해서 서로 구분되디 그것도 몹시 ；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일까? 이를테면 아주 규칙적인 기하학적 패턴 : 

의「抽象畫」는 어디까지나 희화작품이요, 비슷한 모티브의 디자인과 ; 

는 엄 밀하게 구분되어 야 한다고 생 각한다. 또 그 극단적 인 반대의 경 ； 

I 우로서 포프 아트는 商業廣告포스터나 商i票등을 본따서는 벌쩡한「회 i 

화작품을 생산한다. 그리하여 알로웨이가 지적했듯이「도프 아트이래 । 

실물 광고판이 , 실제 광고판이 아니 라 웨셀 만의 작품으로 보이 고 웨 ! 

셀만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희화라기보다는 광고간으로 보 ! 

이는」형국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회화와 디자인을 구분짓는 근본적 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 의 문을 오늘의 특징 적 인 現象을 염 두에 두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 
물음으로 대치될 수 있으리라. 즉 오늘날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회화 | 

의「디자인化」와 디자인의「회화化」現象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 ! 

는 것일까?

이제까지 회화（내지는 美術）와 디자인의 限界는 일단은 분명한 것 

. 으로 여겨져 왔었다. 거창하게 칸트의 말을 끄집어 낼 것까지도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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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요컨데 美는 그 자체 가 目 的일 때 다시 말해서 有用性을 도외 시 

한 自己完結적인 것일 때 순수한 것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미술작품에 

그대로 적용되어 은 것이 사실이며 극단적으로는 떼오필 •고띠아의 

다음과 같은 말이 실질적으로 미술작품을 뒷받침해 온 通念이 었다. 

즉『진정 한 美는 無用한 것 속에서 밖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 有用한 

것은 모든 것이 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사실상 20세기 전반까지 미술을 지배해 왔거니와 

그것을 우리는 흔히「純粹의 美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반해 디자인은 그 有用性을 절대적 인 條件으로 삼아왔다. 다 

시 말해서 어떤 디자인 또는 포스터는 그 위에 반드시 그것이 指示하 

고 있는 어 떤 商品, 또는 어떤 구체적 인 事件을 전제로 해서 만 존재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요컨데 그것은 어떤 情報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요 媒體요 그 자신으로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분은 차츰 그 時効를 잃어 가고 있는듯이 보이 

는 것이다.

우선 그■태 픽 • 디 자인 또는 포스터 를 두고 이 야기 할 때 , 이 들은 그들 

이 본래 전달하려고 하는 情報 전달의 실질적인 內容에서 차츰 멀어져 

가고 있다. 이를테면 商品廣告포스터는 차츰 그 商品 자체의 이미지 

의 예속에서 풀려 나와 반대로자신의 이 미지를 商品에 강요하는 逆의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디자인의 이 미지가 하나의 독립 

된 이미지로서 그 商品을 상징하기에 이르며 對象（指示해야 할 商品） 

으로부터의 이미지의 獨立과 함께 디자인은 미술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 이 다.

이와 같은 現象의 단적인 例로서 어쩌면 요지음 우리나라에서도 부 

쩍 늘어난 각종「그래픽 ・ 디자인展」을 들 수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개의 경우, 그 하나 하나가 그것으로 족하는「독 

립된 작품」들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해진 商品 또는 行事의 情報 

전달의 手段으로서 족한 작품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것을 굳이 그것이 가리키려는 假想의 對象을 想定함이 없이 

하나의 순수한 시 각적 對象으로 감상하는 것 이 다.

이 점에서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요지음 일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듯 싶은 소위「포스터 收集」現象이다. 특히 美術전시 회 의 포스터 는 

그것이 美術작품의 어떤 複寫를 사용한 것이 아닐 때에도 아니 오히 

려 그럴수록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다. 그리고 

그 포스터를 정성껏 액자에 끼어 놓고 두고두고 벽에 걸어 놓는다. 

이쯤 되면 그 포스터는 한낱 디자일이라는 실제적 機能의 종속물이 

아니라 自己充足적인 하나의「회화작품」이 되는 셈이다.

** 우

한편 美術의「디자인化」를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가 

지 측면에서 받아드려야 할 것같다. 종래의 디자인의 개념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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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때 이 디자인化라는 말은 작품 제작에 있어서의 機械化, 좀더 정 

확하게는 非個性化를 뜻하는 것이 되리라. 예컨대 얼마전까지만 해도 

회화작품을 그릴 때 콤파스나 자를 쓴다는 것은 禁忌로 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작가의「손」의 表現力, 다시 말해서 예술가로서의 한 個體 

의 自己表現을 앗아간다고 생 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자나 콤파스가 아니라 테이프 

를 캠버스에 붙여 스페리어이로 彩色한다. 또는 작품의 原型 또는 設 

計圖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工場에다 發注하다. 특히는 일련의「라이트 

• 아트」의 경우 그것이 일정 한 空間을 占有하는 환경 적 인 構成작품일 

때 입체적인 인테리어 • 디자인과 다를바가 없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美術의 生活化 또는 環境化라는 말을 많이 듣 

는다. 이말이 의미하는 것도 다름 아닌 美術의 디자인化로 블 수 있 

지 않을른지 ……. 하다 못해 都市計劃에도 都市디자인이라는 말이 따 

라 붙는 것이고 보면, 이 문제는 비단 美術에만 국한된 문제만도 아닌 

성 싶다. 云

앞에서 잠깐 포프아트의 이 야기가 나왔지만 이 포프아트를 두고 흔 

히 美術의 生活化 또는 日常化의 말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더 정확하게는「生活化된 美術」일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生活化 

의 가장 큰 要因을 이루고 있는 것이 商業的인 廣告미디아의 사용이 

라고 함은 역시 알로웨이의 지적한바 대로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히 이야기 해야 할 것은 이 生活化는 포프아트가 일상적 인 광고포스 

터를 포스터로서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미지, 즉 시작 

된 素材로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포프아트의 큰 貢獻의 하나는 그 

처럼 일상적이고도 비속한 이미지를 회화적 素村르 선택함으로써 시 

각적 對象의 位階 관념을 과감하게 타파한데 있었던 것이다. 기실 포 

프아트에 있어 중요한 회화적 이미지란 그것이 어디서 나왔던一포스 

터 • 미디어의 어떤 것에서 나왔든 또 그것이 예숱이라는 이름에 값닿 

는 것이건 아니건「강한 喚起力을 지니고 있는 시각적 素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미술의「포스터化」라는 문제는 論外의 일일 수 밖 

에 없다. 여기에서 보다더 문제가 되는 것은 葵術에 있어 視覺의 순 

수也 문제가 오늘날 方向을 바꾸어 視覺남 어의 實禮를 추구하고 그것 

을 구체적인 現實로 정착시키려는 문제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디자인이, 繪書가 그동안 추구하고 또 완성한 自己完結的인 

순수 視覺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美術에 있어서의 디 

자인化 현상은 차라리 미술의「機能化」의 측면이서 고찰되 어 야 할 문 

제로 보인다. 兩者 각기의「회화化」와「디자인化」가 미술과 디자인의 

응합을 결과할 것이라는 결론은 現象과 本質을 흔동하는 速斷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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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來의 冷菓패키지와 디자인

最近 日本의 冷菓業界는 年間 4〜5%의 低伸 種을 豊富하게 供給할 수 있게 되었으나, 一面

長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增收, 

增益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 方法에 대해 많 

이 苦心하고 있다.

더우기 重要한 問題는 평소에 極히 當然한 것 

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一一利益, 專賣, 商品 및 

襲品 等——의 定義에 관해서 조차 깊이 생각하 

고 있지않는 것 같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事物 

의 本質을 파악치도 못하면서 行動에 의 해서뿐 

만아니라 自己陶醉型의 業務推進方法을 쓰고 있 

는 것이 아닐까.

例를 들면「未來」라고 하는 것은, 本來 아무 

것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錯覺하여——願望과 決定事項 

이 混亂해지는—— 決定한데로 되어가는 

次 처 럼 , 지 나치 게 事物을 絶對的인 것 으르 생 각 

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冷菓에 있어서도 現狀의 打開만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理想的인 將來의 展開方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冷菓는 機械의 普及으로 廉價로 많은 品 

에서는 女子와 아이들의 기호품이라는 觀念이 

强해져,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冷菓처 럼 男女老少를 가리 지 않고좋아하지 않 

는 食品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30年쯤 前까지 

만해도 대단히「동경」하는 食品이었던 것이 事 

實이 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特히 男性들은 왜 冷菓 

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일까.

勿論 外食의 普及, 家庭內 消費의 增加, 冷凍 

庫의 普及, 暖房器具의 發達等을 그 原因으로서 

考慮되고 있는것 같으나, 이와 같은 것은 그 부 

분적인 條件에 불과할뿐, 本質을 밝히는 原因分 

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서도 賣上이 나 利益의 減少를 한탄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變하 

지 않고 있다는 强한 觀念에 支配되고 있다고 판 

단함이 중요한 것이다. 脂肪率이나 脂肪의 種類 

맛（味）의 濃淡으로 價値區分을 求하는 것이 크 

게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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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에 와서야 비로소 多樣化라고 하는 것을 

부르짓게 되었으나, 從來 生產的 立場 또는 効 

率이 보다 重要視되었기 때문에, 1個의 製品 또 

는 그 形態로 갖가지 慾求를 充足시키려 해왔던 

일은 크게 反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 었다.

모양의 크기, 가격, 量, 알맹이에 대한 기호, 

甘味 等에 대해 消費者는 多樣하게 分化하고 있 

으나, 整理해보면 자연히 큰 유형으로 集約될 

것이다. 그 유형별로「패키지」와「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것이 冷菓業務의 모든 것이라 판단되 

고 있다. 形과 材質의 變化의 조화를 여하히 適 

材適所에 이루게 하는가는「스텝」의 能力에 속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消費者에 對하여 訴求하고 싶은 것 

도 이것 저것 列擧할 것이 아니라, 보다 本 

質을 파고드는 凝集力의 强한 訴求를 갖인 

「디자인」을 必要로 하게 된다. 市場에 있어 

서는「디자인」은 어디까지나 他社品과의 比 

較이며, 팔렸거나 팔리지 않았던 것을 가지 

고 좋은「디자인」인 가, 나쁜「디자인」인가 

를 判斷되어도 할 수없다고 생 각된다.

이와 같은 생 각에 不賛成하는「디자이너」 

는 좋은 동반자(파트너)로서의「스텝」을 잘 

못 만났거나, 藝術家로서의 길을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금후의「디자인」의 좋은 것이란「메네지 

네이션」이 얼마나 豊富한가, 또는 많은 경 

험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며, 항 

상 消費者에 대하여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것만이 다른 것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重要한 것은 어디 까지 나 冷菓의 槪念을 

정립한「디자인」이 必要한 것이며, 菓子나 淸凉 

飮料水와는 相異하고, 또한 化粧品이 나 衣服과 

도 다름으로 유형이나 유행이란 말로서 간단 

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 

다.

(PACKS)徐丙周譯

• 100億弗 輸出로 經濟富國 이룩하자 •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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閒慚川 상설 전시 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惻川HIIIII

당 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수출 사업을 돕기 위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해외 간행물과 카탈로그 및 팜프렛을 비치하여 항시 열람할 수 있 

는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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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전시홀을 새로히 마련하였읍니다. 여기에는 당 센터개발 품 중 우 

수한 작품과 해외 우수디자인 포장 상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참관과 이 용을 기 다리 고 있읍니 다. 수출사업 의 가장 취 약점인 디 

자인과 포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선진〒 수출상품의 패턴은 무엇인 

가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수출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시시간 상호10시〜하오5시）

*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

本誌에 실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디자신- 

포장에 관계되는 글이면 어떤 종류라도 좋읍니다. 

그 밖에 意見, 質問, 要望, 生活雜記, 隨想 漫評 

무엇이든, 또 누구시든 제한이 없읍니다.

200字 원고지 30매 이내로 주소, 이름, 나I 、'
*

을 적으셔서 당 센터 진흥2과 편집담당자 R 

보내 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소정의 IIHII 
들이겠읍니다. '''

디자인 • 포장 Vol.4 No.3
〈非賣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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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案内

1 .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輸出産業 支援의 보다 円滑한 促進을위 

하여, 全國 各 主要都市에 地方連絡事1務所를 두는 한편 釜山地 
区에는 支社와 直營工場을 設置 運後하고 있옵니다•

2 . 본 센터는 다요과 같은 事業을 위해, 相談 窓口 를 항상 여 러분 

에게 開放하고 있읍니다・
a. 輸岀戦略商品과 地方特産品에 대한 各 業体와의 共同 研究開發

b. 原価節减, 商品의 品質保護 및 購買意慾을 提高키 위한 각종 

包裝의 디 자인과 設計

c. 輸岀 및 内需用 각종 商附의 디자인

d. 포스터, 카탈로그, 캘 린더, 라벨 芳.가종 그래픽 디자인

서울 第二工業団地에 자리잡고 있는 선터 直営工場 

全景. （分速 70m 의 高性能 코러 게 이 터 와 5 色度 그라비 아印刷機 등 

最新 施設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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