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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다만 갖추어져야 할 諸般形式이 

問題인 것만은 事實인 것이다.

條件을 無視한 條件解決은「当然한 客觀性을 

갖자고 하는 表現作品이다.」라고들 한다.

Motive 를 우리 것 考證의 純粹表現을 가지고 

條件解決을 企図해 본다.

Art Direct 아 金 尚 純

Illustration 書泳哲

Logo Type 崔榮淑



디2 匹 目 次

17 巻頭言

18 센터에의 提言

23 第7回商工美展大統領賞受賞所感

24 第 7 回 商工美展 및 '72包装大展 展示成果

26 韓国貨幣図案의 変遷과 分析

34 韓国的 에로티시즘의 視覺的 表現 可能性（下）

41 Package design 의 Checklist

45 乳製品의 商品化計劃

52

既
木刻工芸（下）

마•아■케 팅 및 広告의 企劃，製作 新価格 基準表

71 生産企業과 工業디 자인 ⑵ ——一一

74 広告의 実際（4）

82 持続性과 適時性의 세일즈프로모션

88 골판지企業経営을 위한,計数管理

94 프로덕트 디자인

99 디자인의 諸分野（5）

106 디자인 용어

118 色彩學노오트; 配色은 美를 造成한다.

127 包装政策

134 隨想; 새마을運動과 1985年 

芸術工科란?

136 우리나라 流通構造의 問題点과 改善方案

142 MANDOM Packaging이 意味하는 것

147 프징

152 重量物包装

159 굴包装

166 플라스틱 包装材



센 터 연구개발 품

‘72월드 스타아 出品作 硏究
煉洋羹 포장 디자인



‘72월드 스타아 出品作 硏究

瓊玉膏 포장 디자인



현대 감각올 호흡하는 우수한 디자인 포장 센터 연구 

원들의 우수한 연구 시작품들을 소개한다.

煉洋羹 포장 디자인

디자인의 背景

煉洋羹（일본명 요강）은 당과에서 유래된 당의 

제품으로 우리 나라, 중국, 일본에서 주로 소비 

되는 고급과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2년에 생산 되기 시작하 

였고, 지금 몇 군데의 제과희사에서 소매 30・50원 

단위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주원료가 팥이기 때문에 국내 조달이 어렵지 

않고, 다른 원료인 한천, 물엿、설탕 등로 국냬 

공급이 풍족한 편이다.

기본 포장이 종래에는 은박지였으나 값이 비 

싸 완전 방습 포장지인 알루미 늄 박지로 단위 

포장된다. 겉포장에는 국제 규격에 품명, 정중 

량, 제조 회사명, 가격, 유효 기간, Open, 관의 

종류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 품은 50원 x 12개 들이 가 보통이 나 지함의 지 

질이 나쁘고 디자인이 좋지 않아 구매의욕을 돋 

구지 못하고 많은 분편이 있었다.

수출을위한 문제점으로는 ①품질의 고급화 

②포장 디자인의 연구 개선 ③수출 조건 개선 

④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 ⑤생산 시설 개선 

（완전 자동화 등）.

디자인의 意圖 • 經過

이 포장은 부서지기 쉬운 특성 이 있고, 포장비 

가 높아 색도를 많이 쓸 수 없어 단조롭고 조잡 

해 보였다. 그려나, 현대는 판매 제1주의이므로 

구매의욕을 돋구는 포장이 필요 분가결의 문제 

이다.

방향 설정 : 동남아와 미 주를 주 대 상국으로 

하여 한국적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였다. 기본 포 

장은 완전 방습을 위 해 알루미 늄 박지 로, 450L/B 
의 아이보루지 를 단위 포장지 로 싸서 4〜5명 1회 

분량으로 하여 소 케 이 스와 대 케 이 스로 구분하 

였다. 종래의 네모꼴 대신 원통형 지기를 택하 

여 시각적 효과를 노렀다. 색갈은 적색과 백색 

을 배색하였다.

제작 : 한국의 전통적 인 운문형 을 변형시켜 현 

대화하고 기본색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印을 

새겨 특수제품의 품위를 높이 고 완전한 제품임 

을 강조하였다.

규격 : 小케이스 27.1x4.5게!로 한 개 수용

大케이 스 28.4x22.7게! 小케이스 5개를 

수용

로고 타입:한자를 정자체와 반 행서체로 하 

여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인쇄 : 분판, 大케 이 스 7도, 小케 이 스 6도의 

오프셋 인쇄 , 종이 는 양산시 아이보루 

지나 마닐라 판지 400L/B
톡징 :원형이므로 진열시 연속무늬외 효과가 

있어 POP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친근한 느낌을 

주는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하기에 노력하였으므 

로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 

예 상된다. 미 비 점 으로서 는 大케 이 스 2개 가 한 

쌍이므로 이의 겉포장인 지함이 또 될요한데, 

연구 기간이 짧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디자이너 : 상업 디자인室 연구원 金 哲 中



瓊玉膏 포장 디자인

디자인의 背景

瓊玉膏는 古代 皇室이나 特權層에서 愛用했던 

生藥處方인 膏形補藥입니다. 服用後 恒久的인 

藥効로 體質을 改善 • 保全하는 仙藥입니다. 즉, 

老化防止, 更年期障害 除去, 各器管의 活力補强 

疲勞 • 倦怠 • 無力症 除去 등등의 効能을 자랑하 

는 高貴한 補藥입니다.

디자인 意圖 • 過程

이 製品은 輸出對象地域이 주로 日本이므로 

日本人의 嗜好에 맞는 재료를 썼고 그에 합당한 

디자인을 하였읍니다.

겉포장

재료 : 속포장은 작은 단지 모양이 었고, 겉포장 

은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의 네 면에 Label올 붙 

였었 읍니다. 그러나, 오동나무는 재료값이 비싸 

고 국내 조달이 어려워 포장비 절감을위해서 紙 

器를 선택하였읍니다. 속포장에 완충재를 썼기 

때문에 마닐라 판지 400L/B를 선정하였읍니다.

로고 타입 : 이 약의 주제 인 인삼이 신비스러 

운 적통적인 漢藥材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서체 

로 결정하였읍니다.

색채 : 전체적인 색감은, 인삼의 약효가 정력증 

강이며, 불로장수의 신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색을 사용하여 정열과 신비의 힘을 상징하였

읍니 다.

容器 • Label 디자인 : 종래에 사용했던 方法이 

도자기의 질감과 오프셋으로 인쇄한 종이의 부 

착물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 

사지를 利用하여 도자 용기의 품위를 높이고, 

금색 효과를 뚜렷히 살렸읍니다. 라벨의 별도 

인쇄 보다도 工程이 간소화 되고 따라서 生產價 

도 切減됩니다.

Size ： 14 x 14 x 14.5cm
인쇄 : 마닐라 판지 400gr/m2 오프셋 • 인쇄

양산 단가 : 21원

속포장

陶磁材容器는 위생적이며, 견고하고도 시각적 

인 느낌 이 좋읍니 다. 그러 나,종래 의 용기 는 600g 
들이로서는 주둥이가 너무 넓고 外形이 단지와 

같은 투박한 線의 흐름으로 사는 이 의 기 호를 만 

족시킬 수 없 었읍니 다. 그래 서 李朝의 白磁를 

연상시키는 色感과 質感을 살려 形態의 安定感 

과 線의 흐름을 정리하여 立體的인 造形美의 表 

現올 꾀했읍니다.

특히 ,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장식적 인 美 

를 살4 콜크로 만든 속마개를 이용하여 여유있 

는 線을 강조했읍니다.

素地는 一般陶器 素地로서 청결감을 강조하였 

읍니 다.

規格:116x131 h/mm
뚜껑 : 56 x 24 h/mm
양산 : 단가 230원

디자이너 : 상업디자인室 연구원 申 彥 模 

공업디자인室 연구원 韓吉弘



센터 직영 공장 지상 견학
공장사무실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은 

집무능률을 향상시킨다.



Slitter scorer 65X2100% 135m/mm 

골판지 상자전폭（높이 + 날개）절단 및 

종궤 선 작업

Cor rugat er M/C 

1700X S W —75%m 
D W — 45 m/ mm 

골판지 생 산기 게 

여기에서 국제 규격에 

맞는 輸出用 골판지가 

생산된다.



Pri nt er Stotter Aut o st acher

센•터 직영 공장 지상 견학

1 275X 2750 m/mm ] 50 매 /mm
골판지상자 자동진 입 인쇄 및 스롯팅

자동운반기

Folder stitcher 800y 1100% 33매/mm

자동진입, Stitching 및 카운팅



야적된 골판지 원단

Rotary Die cutter

규격 1150y 950% 능력33판/mm 

소상자 부속, 기 형상자 제 작



센터 직영 공장 지상 견학

3 색도 2 색도 그라비 아 인쇄기

제대기 인쇄된 원단이 자동적으로 제대

된다.

5 색도 그라비 아 인쇄 기.





조각실 골판지 상자의 인쇄를 위해 

고무판에 원도를 조각한다.

센.터 직 영 공장 지상 견학•
제판시설 폴리 백의 인쇄를 위해 

동판이 제작된다.



부자 (Buoy) 성형기 스치로폴을 

원료로 각종 浮子가 생산된다.

발포성 PS성형기 발포 스치로폴로 

금형에 따라 각종 완충용 스노우 

상자가 생산된다.



압출기 PP・PE 의 

고급 섬유 제품의 

단위 포장용 폴리 

백 원단의 생산.

수 송 각종 주문품이 

반송되는 일손이 

분초를 다툰다.

구내 식당



□□□ 卷頭言□□口

大量流逼體制에의 對備

理事長趙 泰 浩

당 센터는 각종 輸出商品의 디자인과 包裝, 그리고 이'

에 따른 技術의 改善 • 向上을위한 硏究 • 開發과 그의 

造成事業을 위해 지난 2年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 

다. 그 뿐만 아니 라 輸出商品의 각종 包裝材를 國際水準 

에 이르는 品質로 생산하여 需要業體에 供給함으로써 輸. 

出增進에 적지 않게 기여해 왔음을 自負합니다.

流通構造의 急進的인 改革과 消費嗜好의 多樣化, 商品 

의 多極化 내지 高級化에로의 變遷이 急激한 오늘에 있 

어 서 디자인 包裝의 不斷한 연구 • 개 발은 곧 企業의 成. 

功을 促進함은 물론, 이것은 또한 海外市場에서의 경쟁 

과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國家至上目標인 輸出增大에도. 

決定的인 一翼올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國際市場 競爭에서 包裝의 規格化, 標準化와 物 

的流通構造 改善 등이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함은 再言 

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아시다시피 經濟恐慌을 당했던 1930年代의 美國에서는 

그 打開策의 하나로 이 른바 3 s 運動, 즉 單純化(Simpli
fication), 專門化(Specialization),標準化(Standardiz- 
ation) 運動을 成功的으로 수행하여 經濟恐慌의 打開는 

물론, 경제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했으며 , 日本에서도 1959年부터 日本國鐵이 

標準包裝 規格을 測定 施行하여 1970年에 이르러서는 年間 200億圓의 流通原 

價를 節減시켜 經濟成長을 크게 뒷받침한 實例는, 物的流通構造 改善의 切實- 

한 必要性을 雄辯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物的流通分野는 生產에서 消費에 이르는 過程에서 相互密接한 關係- 

를 가지고 多角的인 役割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役割은 各 分野別 諸機能이 

원활하고 合理的인 與件下에 이루어지고, 技術的인 面과 經濟的인 面에서 구 

체적인 代案을 助成할 수 있는 方法設定이 時急히 確立되어야 하겠읍니다.

急進展하는 우리 나라 經濟成長과 더불어 不遠 大量流通體制가 到來할 것이 

며 , 그때에 對備하고 3次經濟開發計劃의 圓滑한 遂行을 위해서 하루 속히 物 

的流通構造 改善에 拍車를 加할 계기를, 創立 2週年을 맞은 오늘에 찾으려 합 

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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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企業에 대한 個別指導事業의 擴大를

李 活

韓國貿易協會會長

올해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輸出業界에서는 輸出商品의 品質과 디자인 및 包裝 

을 改善함과 同時에 海外「마아케팅」戰略을 開發 活用하여 輸出商品의 제값을 받으 

려는 이른 바 “輸出商品 제값 받기” 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

輸出商品제값 받기를위한 根本對策은輸出 및 聯關產業의 基盤擴充, 技術의 向上 

및 信用基盤의 整備를 期하는 데 있는 바, 그 중에도 輸出聯關產業으로서의 디자인 

包裝產業의 基盤을 다지고 擴充, 發展시켜 나가는 課題는 輸出商品 제값 받기 對策 

의 一環으로서 더 없이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왜 냐하면, 우리 輸出商品이 

海外市場에서 聲價를 높이 려면 一次的으로 商品의 質이 問題이겠으나 디자인과 包 

裝은 商品의 質을 더하고 또한 商品의 購買意慾을 誘發한다는 點에서 商品을 形成 

하는 一部로, 결코 따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라 하겠다•

輸出에 寄與度가 높은 商品의 디자인과 包裝에 對한 重點的 硏究와 開發을 꾀하 

며, 國際機構에의 參與로 進步된 디자인과 包裝의 技術 및 知識을 導入하여 產業界 

에 適期에 補給하고 輸出用包裝材의 質的向上과 適期供給에 黄全을 期해「서어 비 

스」改善을 促進하는 것을 基本目標로 삼고 1970年 5月에 設立된 貴센터는 비 록 

짧은 期間이 나마 國內輸出業體에 對한 많은 包裝材의 供給과 包裝大展의 開催 등 

으로 包裝에 對한 認識을 높인 點 등 輸出에 寄與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質的으 

로 優秀한 包裝材의 開發 및 이의 供給面에서는 未洽한 點이 없지 않았으며, 디자 

인의 產業化面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센터에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包裝材의 硏究開發에 있어서 量的인 

面과 아울러 質面에 事業의 力點을 두고 良質의 包裝材 開發에 힘써 주기 바라며 

디 자인 事業도 商品別로 主要 對象市場別 消費者의 嗜好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데 

注力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는 重要 輸出企業에 對한 個別指導事業을 擴大 

함으로써 輸出企業 속에 뛰 어 듬과 아울러 , 自 力에 의 한 經營體制를 하루 빨리 確立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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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 輿望에 成功的인 副應을

安 光 鎬

大韓貿易振興公让社長

우리 나라 디자인 포장界의 權威機關으로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이루어 놓은 

業績과 勞苦에 먼저 敬意를 표합니다.

輸出立國이라는 頂上을 향해 70年代 末에 50億弗이라는 輸出 高地를 함께 넘어 

야 할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저의 KOTRA는 항상 同志意識을 느껴 왔고 緊密한 

協助 아래 서로 激勵하고 忠吿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야 할 立場이기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發展과 成長을 期待하는 마음 누구에게 

못지 않으며, “센터에의 提言”은 곧 저의 KOTRA©] 대한 채찍이 되겠읍니다.

우리 나라의 輸出은 1, 2次에 걸친 經濟開發五個年計劃 期間 동안 約 25倍라는 

驚異的인 伸張을 이룩하고 “우리 도 하면 된다”라는 自信과 信念을 갖고 온 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海外市場에 挑戰하고 있읍니다.

國際市場의 樣相은 南北間의 隔差, 東西交易의 擴大, 後進國工業化의 進展 等으- 

로 熾烈한 競爭激化가 展望 되는 오늘날, 貿易戰爭裡의 伸張을 期하는 우리에게 

는.輸出戰略의 多角化를 要求하고 있으며, 디자인 및 包裝의 改善과 開發은 競爭 

力强化의 중요한 要素임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國際的 尖端을 가 

는 技術과 國民의 知慧 創造力을 集合하여 훌륭한 디 자인, 우수한 포장이 야말로 우 

리 商品이 제값을 받고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고 旣存市場에서 의 人氣를 倍加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여 야 할 일이 중요하고 벅 찰수록 보다 굳은 마음가짐 과 使命感이 必要한, 것입 

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使命感, 즉 輸出振興에 앞장선 役軍임을 마- 

음 속 깊이 自覺하고 實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經濟成長 

에 발맞추어 우리 들의 輸出商品의 디자인과 포장도 짧은 기간 동안 長足의 發展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그러 나 이제 우리는 世界의 文化, 科學 그리 고 

技術의 發展變化에 對應하는 最尖端의 國際感覺을 反映하는 디자인과 포장의 向上 

올 리이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海外市場의 敏感한 嗜好와 流行의 變化에 觸手를 곤두세우고 이에 對處할 수 있 

는 硏究開發에 온갖 슬기와 피나는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겠읍니다.

아울러 國際的인 디자인 및 포장機構와의 紐帶를 더 욱 强化 또는 擴大할 뿐만 

아니 라 國內 有關機關과의 相互 情報交換 및 協助體制를 더 욱 緊密化하는 등 貴센 

터에 期待하는 國家 國民의 輿望을 더욱 成功的으로 運營하시와 民族의 念願인 70 
年代의 繁榮과 함께 貴센터의 發展을 가지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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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깊은 研究를

金 鍾 大

大韓商工會議所常勤副會長

「디자인은 상품의 얼굴이며 「포장은 말 없는 세 일즈 맨」이 라는 標語는 通常的 

標語 以上의 절실성을 지닌다.

사실상 輸出製品戰略上의 디자인•포장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同標語 外에도「좋 

은 디자인의 상품이 잘 팔리게 마련」이라는 체험적 술회가 잘 웅변해 주고 있는 터 

이다.

오늘날 세계무역의 一般的風向이 自由貿易主義의 謳歌로부터 自國利益 最優先이 

라는 保護貿易主義의 逆風을 뚜렷히 하고 있고, 특히 開發途上國의 경우 가혹할이 

만큼 치열한 수출경쟁에 총력을 集注하는 느낌이다.

이처럼 어려운 局面에 對處해서 우리의 수출증진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나, 이는 國際競爭力 强化라고 하는 火急하고도 本質的인 政策課題에 의해 그 

方向이 定立되어야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효율적 접근 법 

의 하나인 디자인 • 포장 문제는 한층 高度化된 視角에서 再認識되 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포장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더해 

감은 당연타 하겠다. 차제에 평소 關心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走馬加鞭의 衷情 

에 서 提言코자 한다.

첫째, 包裝紙의 彩色에 있어 單調로운 原色올 排除하고 세련된 色感의 文化色을 

채 택 했으면 한다. 이는 勿論 色彩 嗜好의 向方에 대한 합리적 조사가 前提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디자인에 있어 英語를 남용하는 듯한 흠이 없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우리 

한글의 造形美를 살려 사용함이 좋을 듯하다.

세째, 디자인의 韓國的 象徵 문제인 바, 우리의 전통적 工藝意匠의 탁월한 특성을 

발굴 채택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個性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외국 디자인의 장점 

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단순한 모방은 國際的 信用을 잃게하고 급기야 클레임의 

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으리 라.

네째, 우리의 特長을 살리는 노력에 지혜가 뫃아져야 하는 一方, 다른 한편으론 

외국 디자인 • 포장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업계에의 適時傳達問題 또한 소홀히 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우수포장지 사용 회사의 賣上高伸張 實績을 宣傳誇示함으로써 포장지 

개선 의욕을 업계일반에 擴散토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응용미술을 전공하는 유능한 학생들의 숨은 才能을「풀」로 하여 활용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보길 바란다.

디자인포장센터의 헌신적 노고에 致賀를드리면서 한충 더한 발전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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幅 넓은 視野를

金 立 三

全國經濟人聯合會副會長

輸出產業의 伸張要因과 그에 따른 轍出增大策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과 包裝의 硏究開發과 改善은 焦眉의 課題라 아니할 수 없읍 

니다.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고자 設立된 貴 센터의 創立 두 돌을 衷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읍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룩한 貴 센터의 業績을 높이 評價하며, 輸出產 

業 發展을 위한 끊임 없는 硏究開發에 期待하는 바 큽니 다. 우리 經濟의 至上課題 

인 輸出伸張에의 途程에는 숱한 難關이 있을 것이며, 그럴수록 貴 센터의 任務 또 

한 막중하다 하겠읍니다. 디자인 包裝은 그 商品의 얼굴입 니 다. 우리 俗談에『겉 

볼 안』이라는 말이 있드시 商品의 質에 앞서 그 상품의 디자인 包裝이 需要者의 

기 호에「어 필」해 야만 商品으로서 의 價値를 발휘 하게 되 는 것 입 니 다.

이렇게 볼 때, 國際市場에서의 우리 商品의 優位性을 확보하는 길은 우수하고도 

「유니크」한 디자인 包裝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 와 같이 막중한 任務를 띠 고 오늘도 쉬 임없이 디자인 包裝의 硏究開發에 노력 

하고 있는 貴 센.터에 대해서 走馬加鞭格이겠으나 평소 느낀 몇 가지 改善點을 貴 

센터의 發展을 바라는 衷情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良質의 골판지 供給을 위한 硏究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硏究 

가 不足한 需要產業社에 대 한 啓導와 敎育을 併行시 켜 야 될 줄 압니 다.

둘째, 商品의 디자인을 보다 넓은 視野에서 開發해야 될 것으로 믿읍니다. 즉, 

항상 새 롭고「유니 크」한 디자인을 개 발하여 새로운 需要를 創造해 나가야 할 것입 

니 다.

또한 새로운 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有望品目에 대한 集中的인 硏究開發과 量產 

이 可能토록 충분히 供給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하고 싶읍니 다.

세째, 色彩의 選擇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색채의 調和美도 중요하지만 

海外市場의 變遷하눈 色彩嗜好를 調査分析하여 그를 바탕으로 한 色彩感覺이 表現 

되어야 할 것입 니다.

네째, 輸出產業體와의 보다 긴밀한 紐帶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海外市場의 

디자인 包裝에 관련된 各種 情報에 어두운 關聯業體에 새로운 情報를 迅速히 提供 

할 수 있는 橫的인「채 널」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 貴 센터 의 硏究結果를 必要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手段으로서 貴 센터 刊行物의 普及을擴大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嶄新한 디자인 포장의 開發로 輸出增大에 寄與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며 , 貴 

센터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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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板紙箱子 注文方法의 改善을

李 奎

韓支輸出品包裝試驗檢查所所長

디자인포장센터에의 提言이 란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 각했지만 곰곡 

히 생 각해 보니 提言한다는 것은 디자인포장센터 의 내 막을 잘 알거 나 그렇지 않으면 本人 

自身이 센터를 活用할 일이 있음으로써 提言이 있을 수 있을 것같이 생각되어서 나도 모르 

게 運筆이 머뭇거려짐을 금할 수 없었다. 잘못 쓰면 잘 運營하는 센터를 헐뜯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1969년도에 발족한 이래 우리 나라 輸出業界에 실로 커다란 貢獻 

을 하였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골판지 製造業界에 對하여는 營業上의 라이벌로 등장되 

었다 하지만, 品質向上을 為한 자극제적 役割을 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營業 

社員이 箱子에 對한 知識이 若干 不足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들 때가 있다. 例로 S 물산 

Co•의 輸出用 쉐 터箱子 規格이 길이 500顺, 넓 이 440磔, 높이 1,285加加인데 높이가 1,285鳳畀 

라 하면 보통 겨 드랑이 높이 이므로 쉐 터 포장작업 과정의 불편한 점을 說明하여 箱子規格 

을 바꾸도록 建議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쉐터를 떨어뜨려서 넣을 수 밖에 없으므로） 

多幸히 注文數가 10個에 不過하여 큰 損害는 없었다고 보지만 注文을 받으면 于先 箱子의 

形態와 包裝作業을 생 각해 본다면 쉽게 理解가 갈 것인데, 많은 業務量 때문에 미처 생 각 

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일은 비단 센터만의 문제든 아니다. 다른 箱子製 

造會社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다. 또 營業社員일수록 自己會社의 機械構造와 製造過程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自己會社의 Coirugator의 紙幅도 모르고 무턱대고 注文만 받으면 紙 

幅이 Cunigator■의 幅보다 넓 을 때에는 걸래쪼각을 잇듯이 날개를 잇어 야 되는 일이 많 

다. 輸入되는 箱子로서 날개를 이은 箱子를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날개를 이음으로 作業 

能率이 低下되고 따라서 箱子의 原價上昇을 招來한다는 것 쯤은 깊이 銘心하고 箱子寸數를 

變更할 수 있는가를 相對會社 社員과 진지하게 討議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輸出品에 따라 

서는 不可避한 境遇도 있겠으나, 本人의 생각으로는 包裝業이란 包裝材를 販賣한다기 보다 

包裝 서비스를 版賣한다고 생각하여 야 옳을 것같다. 그 理由는 우리 나라 箱子需要者 대부 

분이 箱子에 對한 常識이 거의 없다고 해도-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包裝材 販賣者는 包裝 

作業 過程을 잘 理解하고 또 包裝은 輸出品에 따라 달라저 야만 保護가 可能함으로 注文 받 

을 때 內容物의 重量이 얼마이고 치수가 얼마이니까 檢査基準 몇 種에 該當한다고 單純하 

게 생 각하지 말고 內容物이 어떠 한 性質인가 파악하여 即 自立이 냐, 非自立이 냐를 생 각해서 

箱子를 쓰는 사람을 指導하여 야 하는 것이 센터의 發足意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提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센터만의 일이。니고 全包裝業界에 하고 싶은 말이다• 더우기 센터는 輸 

出包裝業界의 指導的 位置에 있기 때문에 銘心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序頭에서 말한 바 

와 같이 誤解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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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回商工美展 大統領賞 受賞所感

李 健

德成化學工業株式會社

恒常 무언가에 熱中한다는 것은 反復되는 生活 속에 차분히 自己를 形成해

' 가는 作業이리라.

이렇게 自己를 形成해 가는 作業에서 만들어가는 苦痛과 歡喜의 虛像이 '恒 

常 멤돌기 마련이지만 變形되어가는 自身을 意識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그것은 

反復되는 生活속에 變化의 喜悅을 조금이나마 實感케 한다•

이렇듯 우리는 反復되는 生活 속에 變化를 찾으려 努力하고 그러한 努力 속 

에서 人間의 創造的인 자세를 期待한다•

이러한 面에서 熱中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意義있는 일임에 틀 

림이 없겠지만 다만 그 熱中은 恒常 正直하고 조용하여야 되겠다•

熱中하는 자세에 正直함과 조용함을 喪失하였을 때 隱然中 自身은 停滯되 

고 生活 속의 變化란 自然히 褪色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變化는 조용한 秩序를 內抱하였을 때 비로소 變化의 참다 

운 意味를 意識할 수 있다•

秩序없는 變化란 混沌과 不條理 만을 招來하기 때문이다•

이제껏 조용했던 熱中이 이런 큰 變化를 안겨 주리라고는 어떠한 方式으로도 

豫測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너무도豫想 밖의 變化를 喜悅로 實感하기엔 너무 

나 未洽한 自身을 意識하였고, 잠시나마 客觀的 立場에서 自身을 觀望할 수 있 

는 모처럼의 機會가 되었나 보다.

무언가에 조용하게 熱中할 수 있었던 어제와 오늘이 나에게 있었고, 이제 또 

다른 變化의 참다운 意味를 찾기 爲해 다시 조용한 熱中으로 來日을 計劃하여

! 야 하겠다.

이번의 受賞을 自身을 만들어가는 來日의 좋은 里程表로 삼고 더욱 誠實하 

게 그리고 조용하게 熱中하는 길만이 大賞을 안겨 주신 審査 委員 여러분에게 

報答하는 길이라 생간한다.

또한 商工美展을 主催한 商工部와 主管한 韓國디자인포장센터의 意圖에 어 

긋나지 않도록 繼續 努力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展覽會에 애써 주신 여러분에 

게 眞心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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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回商

今年에는 商工美展과 韓國包裝大展의 兩大行事를 처 

음으로 같은 場所에서 同時에 開催함으로써 우리들에 

게 가장 重要한 當面課題가 되고 있는 디자인과 包裝 

의 硏究開發을 보다 効率的으로 促進시키는 새로운 轉 

機를 마련케 했다.

오늘날 디자인과 包裝의 硏究開發이 海外市場開拓과 

輸出商品의 치열한 販賣 競爭에 있어서 尖兵的 役割을 

하게 되므로 商工美展과 包装大展이 지니는 使命 또한 

加重되고 있는 바, 輸出振興에 直接 이바지할 수 있는 

그 發展을 위해 兩大行事를 同時에 開催하게 된 것이 

다• 今年으로 第7回째가되는 商工美展과第3回째가 

되는 包裝大展에서는 出品數도 越等히 많았거니와 그 

質과 水準이 顯著히 向上되어 새롭고도 實用性이 豊富 

한 現代的인 디자인과 包裝의 力作들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새로운 디자인의 開發과 包裝의 改善은 

海外市場에 있어서 우리 나라 商品의 品位와 그 聲價를 

높이는 關鍵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熾烈한 國際競 

爭을 이 겨 내어 今年度의 輸出目標 17億5千萬弟을 無難 

히 逹成하고 70年代의 보람찬 輸出立國올 이 룩하는 지 

름길이 될 것이다.

第7回 商工美展의 特徵

△主催：商工部

△ 主管:韓國디자인包裝센터

商工美展에 있어서는 從來에는 在學生의 出品이 全 

體 出品數의 90% 以上을 차지했었는데 , 今年에는 在學 

生과 生產業體의 디자이 너의 作品이 거의 같은 比率로

商工美展 出品 및 展示作品 内容

區分 出 品
展 示 作 品

落選
入賞 特選 入選 計

第 1部
種 164 3 10 35 48 116

（商業美術）
點

832 64 98 372 534 298

第 2部
種 227 3 21 125 149 78

（工藝美術）
點

1,222 28 198 612 838 384

第 3部 種 121 3 19 44 66 55
（工業美術）

點
329 19 71 137 227 102

計
種 512 9 50 204 263 249

點
2,383 111 367 1,121 1,599 784

出品됐고, 一般人도 多數 出品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出品되던 것이 全國 各地에서 出 

品되는 等 廣範圍한 參與가 있었다.

作品內容에 있어서는 各部門마다 嶄新한 아이디어의 

開發과 卓越한 技法의 驅使로 實用化에 直結될 수 있 

는 作品이 많았다. 特히 지난 回까지 極히 不振했던 

工業美術荒門에서 倍 以上의 出品이 있었고 그 內容도 

多樣한 作品이 많이 出品된 것 等은 이번에야 비로소 

苦待해 온 所望을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서 商工美展이 

갖춰야 할 本來의 性格올 如實히 浮刻시켜 준 큰 收獲 

이라 하겠다.

'72 韓國包裝大展의 特徵

△ 主催:韓國디자인包裝센터

△後援：商工部

△協賛：韓國貿易協會大韓商工會議所

大韓貿易振興公社

包裝大展에 있어서도 各部門에서 長足의 發展을 보 

였으며，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各種 包裝材料가 國產化 

되어 出品되었고 또한 처음으로 國產包裝檢械가 出品 

되어 우리 나라 包裝產業의 發展相을 誇示했음은 참으 

로 흐뭇한 成果였다고 하겠다.

包裝大展展示内容

\対示室 

區
第1展示室 第2展示室 第3展示室

展示作品 콘테스트入選作 業體出品物 ①內外優秀包

展示品數

①入賞作品 

2獎勵賞作品 

③入選作品

（13個業體） 裝 한국디 
자인包裝센 
터 試作品

2特許包裝
3海外優秀包 
裝

265種890點 82種458點 30種331點

各界의 關心至大

兩大行事에 쏠린 關心도 대단했다.

서울 景福宮 現代美術舘에서의 中央展示會 期間은 

當初 4. 17〜30cL4日間）이 었으나, 產業界 輸出組合 딫 

協會, 關係機開, 學校 等 各界各層으로부터 의 展示期間 

延長要請이 있어 5. 7까지 1週日間을 더 延長했는데 

이 期間中 兩大行事의 展示會를 觀覽한 人員數는 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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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產業人 • 디 자이 너 •公務員 等） 6萬6千1百32名, 學生 

6萬5千5百57名, 모두 13萬1千6百89名에 達하는 大盛况 

을 이루었다.

兩大行事를 同時에 開催함으로써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디자인과 包裝의 重要性을 再認識勾 하는 좋은 

契機가 됐음은 물론, 從來의 認識提高의 段階에서 벗어 

나 觀覽者에게 디자인 包裝의 產業化와 生活化를 크게 

剌戟시 키 는 좋은 契機가 됐다.

이와 같은 現狀의 한 例로는 展示約에 關한 觀覽 

者의 많은 問議가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여 

러가지의 많은 問議를 接한 것 가운데 非公式的인 것은 

除外하고 그 數가 너무 적지만, 展示期間中 擔當者에 

依해 書類上 具體的으로 處理된 展示品 活用申請狀况 

을 보면 商工美展의 경우 商業美術部의 인삼包裝外 8 
個 作品, 工藝美術部의 촛대外 14個 作品, 工業美 

術部의 多目的 運動器具外 8個 作品이 各各 業體 및 

個人과 링크됐다. 그리고, 工藝作品 2個와 工業作品 1 
個는 링크가 推進中에 있다.

商工美展地方移動展

從來의 展示會보다 地方의 關心도 컸으며 , 그 結果는 

大田 ・ 当州•釜山 . 大邱 等 4個都市에서 商工美展地方 

移動展示會를 開催하기에 이르렀다. （展示場所關係로 

包裝大展은 展示치 못함） 그리고 地方移動展示會期間 

中에 디자인과 包裝의 重要性을 集中的으로 强調 啓蒙 

키 위허 디자인과 包裝에 關한 세미나를 併行實施했는 

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商工美展地方移動展示會

1.主催：商工部

忠淸南道，全羅北道，釜山市',慶尙北道

主管:韓國디자인包裝센터

大田商工會議所，全州商工會議所，釜山商工會議所 

大邱商工會議所

2・展示作品數：入選以上135種956點
3. 展示期間 및 場所와 觀覽者數

①72. 5.18-22大田商議展示室6,769名
②72. 5. 25-30全北 藝總畫廊6,152名
③ 72. 6.3-13 釜山 멘色빌 딩3層 展示室 19,846名
④ 72.6.15-21 慶北道 產業開發셴터 8,623名

디자인과 包裝 세미나

1. 主催 :韓國디자인包裝센터

主管 : 商工美展 地方移動展 開催 市 • 道 및 商工 

會議所

2- 日時 및 場所와 參席者

①72. 5.19 10 ： 00-17 ： 00全北銀行會議室169名
②72.5.25 11 ： 00-16 ： 00大田文化院講堂118名
③72.6.9 10 ： 00-17 ： 00釜山商議會議室 82名
④ 72. 6.15 10 ： 00-17 ： 00 慶北道產業開發센터 42名
3.講師

①朴大淳（漢陽大學校應用美術科長）

② 崔乘千 （당 센터 工業디자인室長）

@ 姜尙道 （당 센터 展示課長）

實用化를 위한 協同

그러 나，展示品의 實用化 및 活用化의 實績이 極히 

不振함에 對해 猛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디자인과 包裝의 開發은 產學 ・ 官民의 協同的 課業 

이며, 이 協同的 課業을 이룩함으로써 그 開發이 더욱 

促進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包裝의 開發은 技能面에서 有用性이 檢討 

되고 實利面에서 實用性이 考慮되므로서 그 實現이 可 

能케 듸는 바, 디자인과 包裝의 새로운 開發은 그 性 

格上 技能面과 實利面올 擔當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企 

業家들의 協同的 課業으로 成就되어야 보다 큰 實効를 

거두게 됨을 痛惑하며 이 를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輸出振興을 위하여 이번 商工美展과 包裝大 

展의 成果에 힘 입 어 더 욱 새 롭고 훌륭한 디 자인과 包 

裝을 創案開發하는데 繼續 奮發해야 할 것이며, 이번의 

經驗을 거울삼아 問題點의 改善에 努力하여 보다 알찬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南大行事를 發展시킬 것을 다 

짐 한다.

끝으로 本 丽大行事가 成功裡에 끝날 수 있 도록 積極 

協助해 주신 執行委員 및 審査委員, 出品者 여러분과 

關係機關의 여러분에게 本行事의 實務를 擔當했던 部: 

署의 責任者로서 紙面을 通허 衷心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이 다.

展示課長 姜 尙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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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通寄稿

韓國貨幣圖案의 變遷과 分析

曹 秉 須
서라벌藝術大學 工藝科 講師

1•序 論

Design 하나를 보고도 그 나라의 國力을 판가 

름 할 程度로 現代 Design의 영역은 넓어지고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貨幣圖 

案分野도 다른 Design 領域과 마찬가지토 많은 

髪遷과 發展을 거듭해 왔다.

우리 나라 사람의 손으로 銀行券을 처음으로 

印别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7年前인 1%5年 8月 

上旬이었고, 銀行券 圖案에 처음 손을 댄 것은 

23年前인 1949年 9月 1日에 發行한 新 10원券, 5 
원券의 圖案이 었다. 解放 以後, 過渡期 속에서 

圖案하여 印刷된 것이기 때문에 未熟한 점이 너 

무나 많이 나타났다. 이제까3〕의 銀行券을 發行 

別로 보면, 23年 동안 무려 40種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年에 2種에 가까운 新券種을 만들 

어 새로 發行한 셈이 된다. 물론 이 중에는 같 

은 圖案인데 額面만 달리하여 發行한 銀行券도 

包含되어 있다. 이것은 新生國에서 볼 수 있는 

政治•社會•經濟的인 與件이 크게 作用되었다 

고 보겠지만 이 問題는 再考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 된다.

2 .印 刷

圖案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印刷面을 대략 考 

察해 보면, 圖案面 보다는 월등한 發展을 했다 

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銀行券 印刷方式은 外國의 경우와 

같이 平版印刷 및 凹版印刷를 쓰고 있다• 解放 

以前의 朝鮮銀行券 中에서도 日本 大藏省에서 

凹版으로 製造 印刷된 것 이 있고, 解放 直後에는 

우리 技術陣에 의하여 平版으로 印刷 되었다，

그 후 緊急通貨措置 關係로 外國 （英國 및 美 

國）에서 凹版으로 印刷된 製品을 除外하고는 19 
65. 8. 14 以前까지의 銀行券은 平版印刷를 했 

었다.

平版印刷는 僞造나 變造가 容易하여 銀行券이 

나 有價證券 印刷에 適合하지 않지만, 凹版印刷 

는 僞造나 變造가 힘들어 銀行券이나 有價證券 

印刷에 世界 共通的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 

에서도 凹版印刷 機械施設을 1964年에 韓國造幣 

公社에 서 처 음 導入하여 現行券인 改 10。원券（表 

面 世宗大王, 後面 韓國銀行 建物）을 순수한 우 

리 技術陣에 의하여 發行하게 된 것은 韓國印刷 

史의 한 페이지를 크게 裝飾해 주었다. 여기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圖案은 됐지 

만 種版（Original intaglio plate）만은 外國人의 

손을 빌어야 됐다는 事實이다.

3 . Design

貨幣의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 분야 못지 않게 

부분적으로는 向上 되 었지만 印刷分野처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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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現在 通用되는 英國 Pound貨 뒷면

發展은 하지 못했다.

①構 圖(Composition)

解放直後, 銀行券 圖案 構圖는 日本銀行券의 

構圖에 部分的인 修正을 加하여 그대로 使用하 

다가 1953年에 發行한 新 100환券에서부터 西 

歐的인 構圖로 變遷하기 始作하였다. 이 構圖는 

美國의 $貨의 影響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나- 

즉, 輪廓線에 黑彩紋이나 白彩紋을 使用하고 曲 

線이 아닌 直四角形으로 直線的인 輪廓을 使用 

한 點이다. 그리고, 左右 혹은 中央에 人物 및 

風景畫를 넣거나 裝飾文字(Ornate letter)를 넣 

어 處理되었다. 輪廓部分에 많이 使用해 오던 

唐草紋(Arabesque)은 별로 利用치 않고, 部分 

的으로 彩紋을 利用하여 製作되었었다. 이 構圖 

는 부드럽지 못하고 너무 單調로워 Design面에 

서 볼 때에는 좋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 

다. '

그 후, 銀行券 Design面에서도 他 Design의 

發展과 함께 많은 變化를 가져와 直線的인 

輪廓을 部分的으로 削除 또는 曲線化하여 變化 

시켰고, 主素材(人物 및 風景)를 살리 려는 構圖 

가 쓰이 기 始作하였다. 이 傾向은 英國의 Pound 
貨, 獨逸의 Mark貨, 佛蘭西의 Franc貨 등의 

繪畫的인 構圖와 現代造形藝術의 影響이 컸다고 

보겠다. Franc貨와 Mark貨의 構圖를 보면, 繪 

畫的인 立場에서 構成되었고, 色彩를 살려 構圖 

全體에 影響을 주고 있다. 이 構圖의 特徵은 主 

素材를 크로즈업 (Close up) 시 켰 고, Water mark 
( 隱書)의 餘白을 잘 處理하여 全體的인 調和를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 地紋(Back ground) 色 

彩를 多樣性 있게 變化시켜 Design되고 있다.

日 本 銀行券 中에 서 도 1963年 頃에 圖案 製作되 어 

發行한 lOOOYen# (伊藤博文像) Design이 이와 

같은 스타일의 한 例라고 하겠다.

②技 巧(Technics)

銀行券의 圖案은 一般 圖案과는 달리 精密을 

要하고 正確해야 되기 때문에 細心한 硏究와 努 

力이 필요하다. 銀行券基礎圖案(스케치에 依하 

여 線書圖案 및 色分解 圖案)에 손을 댈 수 있 

는 한 사람의 Designer를 養成하는 데는 5〜10 
年의 期間이 必要하다. 여기에는 各者의 소질과 

努力 如何에 따라 약간의 差異는 있겠지만 힘든 

作業임에는 틀림없다. 平版印刷를 위한 銀行券 

圖案은 主로 손으로 圖案이 製作되었기 때문에 

技巧面은 현저 한 發展을 가져 왔다. 그 例로서 

唐草 및 彩紋을 三角자를 利用해서 曲線을 그린 

다든가 線畫에 依한 人物 및 風景畫의 技巧는 

先進國에 앞서는 實情이다.

機械文明의 發達과 함께 圖案過程도 機械化하 

여 彩紋彫刻機(Gilloche, Engraving Machine), 
柱型縮圖機(Pantograph),浮刻彫刻機(Engra
ving machine, model C 田), 直線 彫刻機 등 

機械가 發達하여 人物, 風景, 唐草紋樣 등의 

圖案을 除外하고는 모두 機械에 依하여 製作되 

고 있다. 橙械造作에 依한 線은 精巧하고 多樣 

性이 있어 좋지만, 그 반면에 철저한 幾何學的 

인 線과 形態이기 때 문에 부드럽 고 自然스런 美 

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이 短點이라 하겠다. 現 

代의 銀行券 圖案方法이 機械化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技巧面보다 Idia의 開發問題가 앞서고 

있는 實情이다. 기 발한 Idia로 機械를 造作해서 

얻어진 作品은 Shai*p하고 精巧할 뿐만 아니라 

印刷의 効果도 手圖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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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뉴질랜드 銀行券 뒷면

은 部分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의 代表的인 例 

가 英國 Pound貨이다. 歐美 先進國들의 銀行券 

圖案은 一般的으로 機械彫刻에 의 한 線과 形態 

（Fora）를 使用하여 Design 되었기 때문에 예리 

한 面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 나라 貨幣 

（1972年宴 以前의 平版印刷 貨幣）는 全般的으로 

手圖案에 依하여 製作되었기 때문에 自然的인 

형태는 찾아 볼 수 있지만 섬세한 面은 찾기 힘 

들다.

③素 材（Subject）

銀行券 圖案에 있어서 素材는 그 圖案의 生命 

을 좌우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素材 

는 主素材와 副素材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表面에 主素材를 揷入하고 副 

素材는 背面에 揷入하는 것이 銀行券 圖案의 共 

通的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 銀行券 圖案도 外國의 것과 같이 

歷史的인 人物, 重要建物, 古蹟 및 風景 등을 

主素材 및 副素材로 택하여 使用되고 있다. 表 

面素材는 크게 나누어 9種으로 李承晚 前大統領, 

世宗大王, 人物（貯蓄心 昂揚을 表現한 母子像） 

南大門, 거북선, 첨성대, 海金剛 風景, 파고다 

公園, 獨立門 등이 있고, 背面 素材는 獨立門, 

韓國銀行 建物, 파고다公園, 海金剛, 거북선, 

이 순신장군 銅像, 경희루 등이 重複 使用되 었 

다.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素材 

선정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있다.

外國의 銀行券에 使用한 素材는 主로 人物을 

主素材로 하고 副素材는 그 人物과 關係가 있는 

여러 가지 素材를 선택하여 揷入하고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主素材와 副素材가 아무런 聯關 

性이 없는 例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밖에 New- 

zealand Dollar 처 럼 그 나라 特有의 動 • 植物 

을 揷入한다든가 圖案化된 固有의 紋樣, 傳統的 

인 風俗畫, 또는 宗教的인 素材를 使用하는 例 

도 있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發展相 

을 素材로 擇하는 경우도 있다.

人物의 경 우 美國의 $貨를 例로 보면 , 歷代 

大統領을 主素材로 하여 圖案되고 있는데, 國民 

에게 널리 알려진 有名人物은 低額券에 넣고 高 

額券일수록 그 人物의 有名度가 낮은 人物을 擇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別表 참조）

그 좋은 例로 美國 最低 貨幣單位인 1 Cent 銅 

錢貨에 Abraham Lincoln의 肖像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生 

存人物은 銀行券이나 鑄貨圖案에는 使用하지 않 

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는 달리 英國 聯邦國들은 共通的으로 英 

國女王 Elizabeth 口를 主素材로 하고 副素材로 

聯邦國들의 特性을 살려 人物, 文化, 風俗, 動植 

物, 古蹟 등을 擇하여 圖案하고 있다. France, 
Italy 등은 政治的인 有名人 이외에도 그 나라 

에서 내 세울 만한 藝術家（音樂, 美術 등）의 초 

상을 主素材로 삼은 例도 있고, 그들의 記念舘 

및 遺蹟들을 副素材로 選定 處理하고 있다. 그 外 

에 低開發國들의 銀行券 圖案은 主로 英國 및 美 

國이나 歐洲地域에서 製造 供給하고 있는 關係 

로 그 나라 特有의 초상이나 動•植物 風俗을 그 

려 넣고 있지만, 主體性은 찾아 볼 수 없고 서 

로 대동소이한 變化 없는 圖案들이다. 그 實例 

를 하나 들면, 우리 나라 銀行券中（緊急通貨措置 

時 發注分） 英國 및 美國에서 製造된 製品中에 

서 發見할 수 있는 文字（한글）나 風景（英國에서 

印刷한 獨立門）의 미숙한 圖案은 그 중의 한 例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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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日本銀行券 뒷면

우리 나라 銀行券 Designer들이 가장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素材 問題인 

것 같다. 다른 나라들 처럼 銀行券 圖案에 揷入 

할만한 特有한 人物이나 素材 등이 드물다는 理 

由도 있겠지만 銀行券 圖案 素材로서 마땅한 것 

이 없다는 것 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 는 古蹟이 나 

有名한 文化財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를 分析하여 銀行券 圖案 素材로서 

使用하려 고 보면 많은 問題點과 難題들을 內包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文化財中 過半 

數 以上이 佛教의 影響을 받은 것 들이 고, 先祖들 

의 肖像은 假想에 依하여 그려졌기 때문에 De- 
signer들에 依하여 整理되고 다듬어졌다 하더 

라도 완전한 것이 못되고, 製作되면 社會的인 

論難의 대상이 되었었다. 建物 역시 價値觀이 

뚜렷하지 못하고 全國民으로부터 共感을 얻을 

수 있는 Symbol的인 것은 古宮을 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Designer•들의 硏究와 努力도 있어야 하겠 

지만, 또 다른 對策을 세우는 것도 급선무라 하 

겠다. 보다 광범위한 資料 수집과 各界 各層을 

相對로 한 앙케 이트 실시 및 專門委員을 두어 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案을 내어 圖案製作에 참 

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Pattern （彩紋, 唐草, 紋樣 등）

⑪彩 紋

종래에 많이 使用했던 連續彩紋은 점점 줄어 

들고 多樣하고 變化 있는 曲線彩紋이나 單獨彩 

紋을 全般的으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 傾向이 있 

다. 外國에서는 平版印刷 彩紋도 機械에 依하여 

製作된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 

우는 平版印刷用 彩紋은 대개가 手圖案에 依하 

여 製作되었기 때문에 線이 투박하고 多樣性을 

찾올 수 없다. 凹版彫刻이 始作 되면서부터는 

彩紋 및 地紋을 機械에 依하여 製作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發展을 가져왔으나 先進國과 어깨를 

겨룰 수는 없는 實情이다. 彩紋은 銀行券 圖案에 

서 素材에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彩紋을 効果的으로 잘 使用한 圖案은 , 英國의 

Pound 貨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근래에 발행한 

新種 外國 銀行券들은 彩紋을 이용하여 많은 變 

化를 나타내고 있다.

© 唐 革（Arabesque）

唐草紋樣의 變遷을 살펴 보면, Europe이나 

日本 및 韓國 等이 各各 獨特한 樣相으로 表現 

되고 있다.

美國弗貨額面別圖案素材

,＜別表〉 （圖案年代：1920〜1930）

Denomina
tion Face Reverse

1$ Washington Ornate one and U. S Seal
2 〃 Jefferson Monticello
5〃 Lincoln Lincoln Memorial

10〃 Hamilton U.S. Treasury
20〃 Jackson White House
50〃 Grant U.S. Capitol

100〃 Franklin Independence Hall
500〃 Mckinley Ornate Five Handred

1,000〃 Cleveland 〃 One Thousand
5,000 〃 Madison 〃 Five 〃

10,000 〃 Chase 〃 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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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의 唐草 現在의 唐草

唐草紋을 有價證券이나 銀行券 圖案에 많이 使 

用하는 理由의 하나는 그리기가 힘들고 위조나 變 

造가 힘들다는 理由도 있겠지만, 美的으로 볼 때 

優雅하고 品位가 있어 보여 많이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唐草紋樣의 發生源地는 Arabia이며, 

그 당시 이 紋樣은 建築 家具 등 장식 紋樣으로 

널리 使用되었던 것이 우리 나라에는 唐나라를 

通하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初創期 우리 나라의 唐草紋은 日本의 影響을 

많이 받았던 것이 점점 獨自的으로 發展을 가 

져와 이제는 韓國 特有의 形態로 發展되고 있 

다. （圖案 참조） 이 唐草紋은 現在도 많이 使 

用되고 있지만 機械彫刻의 發達로 衰退해 가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 紋 樣（Pattern）

輪廓部分에 使用하는 Pattem은 文字와 幾何 

學的인 紋樣을 많이 使用하고 제일 많이 使用하 

는 部分은 Background（地紋）이다. 地紋에는 

文字나 Form을 二方連續紋, 또는 四方連續紋으 

로 만들어 使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銀行券은 

地紋 中央部分에 唐草와 彩紋으로 構成된 部分 

을 除外하고는 一般地紋의 紋樣은 文學 및 幾何 

學的인 Pattem으로 一貫되어 온 感이 있다. 

그러나, 外國에서는 一般地紋에 그 나라 特有의 

紋樣 및 動•植物을 圖案化하여 連續紋樣 혹은 單 

獨紋樣으로 使用하고 있다. 여기에다 多色 印刷 

의 特性을 이용하여 色彩에 依한 Pattem을 살 

리고 있으며, 浮刻彫刻機에 의한 Pattem을 많 

이 使用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版 ・ 2版 • 3版地紋에 依하여 處理되고 있는

Rainbow 印刷方式을 쓰고 있지만 外國에서처 

럼 多樣하고 變化 있는 製品은 아직 찾아 볼 수 

없는 狀態이다.

⑤文 字（Lettering）

文字 圖案面을 보면, 漢字, 한글, 英文字를• 

圖案에 따라 變化시켜 使用하고 있는데, 外國과 

마찬가지로 表面에는 한글과 漢字를 使用하고， 

裏面에는 主로 英文字를 使用하고 있다.

漢字는 主로 隸書體를 使用했고, 部分的으로 

는 淸朝體가 使用된 곳도 있다. 梆分的이지만 한 

글을 처 음 使用한 것 은 1952년 10월 10일에 發行 

한 新 1,000원券, 500원券（前面 李承晚 초상, 裏 

面 파고다 公園 全景）에서부터이다. 여 기에 서는 

別로 特記할만한 것은 없고, 1953. 2. 17 發行인 

（第2次 긴급통화조치時 美國에 서 印刷） 1,00° 
원（圜） 500. 100. 등에서 淸朝體 한글을 漢字와 

병행하여 使用하게 되었다. 그 후, I960. 8. 15 
發行인 改 1,000환권（表面 世宗大王）에서부터 

한글體 圖案을 隸書體에 明朝體를 가미 한 形態로 

發展시켰고 本格的인 硏究를 하여 Design된 것 

은 1962. 5. 16 發行인 改甲 100환권（母子像）에 

서부터이다. 여기에 使用된 字體는 韓國現行券 

의 母體가 되 었으며 , 特徵은 明朝體 形式을 取 

하면서 도 Gothic體 形態로 예 리 하고 안정 되 어 우 

아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 밖에 第3次 通貨조치 

時 英國에서 印刷된 6種의 銀行券에서 한글 Go- 
thic體를 使用했으나 좋은 効果는 보지 못하였 

었다. 한글을 圖案化하여 使用해 본 Designer들 

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한글처럼 쓰기 힘들 

고 美的 構成上의 隘路가 많은 字體도 많지 않 

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英文字體와 한글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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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5. 16 發行 改甲 100환券 앞면

똑같은 수고를 들여 圖案化되었을 경우에 한글 

은 英文字처럼 100%의 効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 Designer들의 당면 

硏究 課題中의 하나라고 본다면 銀行이나 貨幣 

에 使用되는 字體도 더 硏究되고 開發되어야 될 

줄 믿는다.

裏面에 使用된 英文體는 品位 있고 무게 있 

는 Roman禮와 Text體, 그리고 Shade Roman 
體를 많이 使用했다. 外國에서도 英文字體에는 

약간의 장식적인 線을 넣어 變化시키고는 있지 

만 完全히 字體 Style에서 벗어난 字體圖案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英國과 같은 나라에서 

는 Italic體나 Script體를 使用하여 多樣性있게 

表現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⑥色 彩(Colouring)

銀行券 圖案에서 色彩는 輪廓 못지 않게 重要 

한 부문이 다. 이 제 까지 발행 된 우리 나라 銀行 

券의 色感은 대체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色으 

로 一貫되어 온 感이 있다. 그 理由의 하나는 

銀行券 色彩는 무게 가 있어 야 된다는 선입감도 

있고, 解放以前에 日本銀行券이 나 美國의 弗貨 

의 影響도 컸다 하겠다. 둘째는 民族性이 이 色 

彩 속에서 도 作用되어 화려 하고 動的인 것 보다 

고상하고 우아한 感情을 주는 靜的인 色彩를 

많이 擇한 것 같다• 세째는 外國의 경우처럼 

Back-ground에서 全體的인 色感을 表現하지 않 

고 輸廓色에서 表現하려고 했던 點도 지적할 수 

있다. 네 째는 最終 단계에서 決定하는 몇 사람의 

嗜好에 맞는 色이 決定 된다는 폐단도 있겠다•

外國銀行券 色調를 보면, 全體的으로 밝고 화 

려한 感을 나타내 고 있 다• 물론 各國間에 民族 

性과 嗜好가 相異하여 나타난 現象이 라고도 보

美國 1달러 貨 (上)앞면 (下)뒷면

겠지만 그들의 色調는 印刷効果의 特性을 (例로 

Simultan 印刷機)살려 圖案되고 있다•

技衝的인 面에서 그들의 色彩 使用方法을 보 

면, 凹版部分 即 輪廓은 우리가 쓰고 있는 色彩 

와 別 差異없는 무거운 色彩를 使用하고 있으나 

地紋色을 多色化하여 화려 하게 處理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紙質 自體에 彩色된 것을 使用 

하여 効果를 보는 경우도 있다• 美國 弗貨도 황 

색紙에 印刷된 例의 하나이다• 色彩를 선정할 

때 주의할 點의 하나는 校正當時의 色彩에만 置 

重치 말고 貨幣가 낡았을 때를 고려 하여 선정 되 

어야 겠다. 銀行 窓口에서 막 나온 紙幣의 色感 

은 좋았는데 몇 사람의 손을 거 쳐 유통된 화폐 

의 色이 사람의 손때에 依하여 좋지 않는 色感 

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彩色이라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⑦ 描寫와 彫刻(Sketch and 

Engraving)

凹版 印刷의 경우, 銀行券 圖案과 種版製作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Designer가 구상 

한 圖案이 彫刻家(Engraver)에 넘어가 그 原圖 

와 똑 같게 鋼鐵版에 Etching 또는 Engraving 
이 完全히 되어야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Engraver의 位置는 Designer 못지 않게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Designer는 

머리를 써서 완전한 Original design을 만들어 

낸다면 Engraver는 머 리 보다도 그 原圖에 충 

실하게 모사할 수 있는 技巧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Designer는 寫實的인 精密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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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포르튜칼 貨 뒷면

寫를 하지 못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銀行券 

Designer들은 다른 Designer 들 보다 한층 더 

寫實的인 描寫의 手法을 갖추어 야만 된다. 現行 

100원券 世宗大王 초상을 놓고 자세히 檢討해 

보면 많은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衣 

裳을 보면 저고리의 깃이 도포의 깃인지 도포 

속에 입은 저고리의 깃인지 분명치가 않고 人像 

의 描寫에 있어서도 解剖學을 무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코의 線은 東洋人의 線이 아닌 西歐人 

의 코에 가깝게 묘사된 例라든지, 두 눈(眼)의 

差가 너무 심하게 表現되고 있는 點들이다. 물 

론 人物 自體가 假想的인 肖像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났다고도 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問題라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치 (Sketch)에서 精密하 

고 正確하게 잘 描寫된 作品이라도 彫刻過程에 

서 Engraver가 充實하게 描寫하지 못했다면 그 

作品은 好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 銀 

行券의 凹版, 種版 製作과정의 難點은 우리 나 

라 사람의 손으로 Sketch한 것올 彫刻은 外國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는 現實에 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圖案을 해서 凹版彫刻을 外國에 발 

주했을 때에 그들은 3류 정도의 彫刻土에게 作 

業을 시켜서 商術的인 製品을 만들어 내어 納品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우리 나라 사람 손으로 肖 

像 Engraving도 할 수 있는 技術의 연마가 시 

급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新券發行 計劃이 갑작스레 

擡頭되고 연구할 충분한 時間의 여유가 없고 그 

에 人的資源이 부족해서 Colouring sketch는 

이 루지 못한 채 Layout 정 도의 Sketch를 가지 

고 作業에 임 하는 例가 많다. 그러 나, 先進國에 

서는 Sketch에서 完全히 仕樣이 決定되고 있기 

때 문에 Sketch과정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Sketch가 決定된 후에는 별로 圖案에 對해서는 

論難을 하지 않는다. 日本 銀行券 1,000Yen 
은 1960년대에 西歐的인 樣式을 取하여 圖案된 

것 인데 , 이 도안은 2倍로 확대 하여 Sketch된 것 

이다. 이 Shetch와 發行券과의 차이점은 額面 

Back ground가 Sketch에서는 圓形이 아니 었던 

것 을 圓形으로수정 하였을 뿐, 色彩, 輪廓, 地紋 

등 모든 것을 Sketch와 똑 같이 印刷하여 發行 

되었다. 그리고 銀行券 專門메이카인 英國의 

Delarue會社의 銀行券 Sketch를 보면, 정교하 

고 세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印刷 후의 効 

果와 다르지 않게끔 연구하고 노력한 점이 뚜렷 

히 보인다.

4 . Design最終決定過程

우수한 內容의 圖案이라 해도 最終 審査決定 

過程에 矛盾點이 있다면 좋은 作品을 바라기 란 

힘든 일이라 하겠다.

現在 우리 나라 Designer들의 苦衷中 제일 큰 

것은 Designer들의 意圖하는대로 圖案을 決定 

지울 수 없다는 事實이다. 例를 들면, “A”라 

는 製品의 圖案을 製作할 때 Designer들은 多角 

的인 面에서 檢討分析하여 完全한 計劃을 세워 

Design된 것도 몇 사람의 圖案 最終決定人의 意 

思나 嗜好에 따라 다시 바뀌기도 하고 專門的인 

入場에서 볼 때 非合理性을 內包한 채 使用하게 

되는 例가 있다. 이것은 決定權者의 老婆心에서 

오는 傾向도 있겠지만 外國의 경우를 보면 우리 

나라와는 달리 決定權者 및 經營者는 Designer 
들에게 Advise는 하지만 그 Design 自體에 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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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네덜란드 貨 뒷면

서 는 Designer 들이 나 기 획 하는 측에 一任하는 

것 이 通例이 다. 물론 우리 나라의 圖案製作過程 

의 實情은 先進國과는 달리 硏究와 分析이 不充 

分한 狀態에서 기획 製作되고 있는 點을 생각하 

면 最終決定者의 意思도 충분히 理解할 수 있다.

여기서 緊急通貨措置에 따라 外國에 發注하는 

銀行券 圖案에 對하여 分析하여 보면,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 緊急通貨措置時에 發 

行된 銀行券 圖案들은 全部가 미숙하고 事實과 

거리가 먼 상태들이다. 그 理由는 圖案資料가 

不充分한 것 과 急迫한 時 日 속에 서 製作되었다 

는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De
sign 專門家가 아니 라는 데 에 기 인하지 않나 생 각 

된다. 그 當時 圖案專門家가 참여했는지는 모르 

지 만 만일 참여 하지 않고 製作되었다면 이 것은 

앞으로 再檢討되어 야 할 問題라고 생 각된다. 銀 

行券 圖案은 다른 圖案과 달리 한 번 發行되면 

仕樣 變更이 어렵기 때문에 Design 專門家의 참 

여 가 반드시 隨伴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5 .糸吉 論

1, 2次 經濟開發計劃이 成功的으로 끝나 우리 

나라도 國民所得이 中進國의 대열에 서서 經濟 

基盤이 安定되고 모든 部門에서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 손으로 貨幣圖案을 始作한지 

도 20여년의 세월이 경과 되었지만 技巧面을 除 

外하고는 色彩, 構成, 素材, Pattern 등은 特記 

할만한 것이 없이 一貫되었다고 보겠다. 그렇다 

고해서 韓國 固有의 個性을 지니고 發展한 것 

도 아니다. 最近, 우리 나라 國民들도 貨幣圖案 

에 對한 關心度가 대단해졌다• 여기에 대한 좋 

은 圖案을 製作하기 위해서는 Designer들의 再 

覺醒이 있어야 되겠고 이들을 뒷받침하고 이끄 

는 關係者들의 認識도 달라저 야 된다고 본다.

Designer들은 면밀히 檢討된 計劃을 세워 많 

은 자료와 正確한 統計를 가지고 硏究 分析한 

後에 圖案에 임해야 되겠고 見聞을 넓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받아 들일 것은 서슴치 않 

고 받아 들여서 한국 特有의 個性있는 製品을 

製作해야 될 줄 믿는다.

（冬 5,000원券 圖案은 여 기서 除外 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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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韓國的「Eroticism」의

視覺的表現可能性（下）

—「그래픽 • 디자인」에서의 効果一

양 호 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조교수

厂4・素材•別分析一।

（1）音樂的인 面

한국적 인 素材를 시 각조형으로서 표현, 승화 

시키는 作業은 우선 청각예술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내용을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어느 음악이라는 것이 어느 

民族이고 口傳되며, 지배되는 요소가 거의 절대 

적 이 라는 점이다.

이 둔제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마치 素月, 萬海가, 春園 李光洙가 문학에 

서의 선각자인 것처럼 음악에서도 근세에 点서 

민족의 애환을 노래하고, 또한 찾아보고자 했던 

선각자들이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작품 

들은 歌曲이 라고 부른다.

開化期 以後의「成佛寺의 밤」,「봄처녀」, 이후 

洪蘭坡의「봉숭아」가 나왔고, 金順愛의 「물레」 

（주:실뽑는기계）, 金聖泰의「山有花」,「이별의 노 

래丄「同心草」, 그리고 李瑚燮의「무덤」등 작 

곡가 自身들이 한국의 土俗的인 향취를 느끼도 

록 무척 고심 하였다고 한다（주 : 韓國歌曲全史 p. 136）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러한 선각자 중의 한 

분은 羅運榮Q922）이다. 그는 한 작품은 作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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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와「國籍」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 

다•「아흔 아홉량」에서는 그분의 민족적 정서가 

현대화된 新古典的인 수법으로 잘 처리된 것이 

다， (주: 李相根 • 우리 歌曲試論) 무엇 보다도 그 분의 

「접동새」는 높이 評價하고 싶다.

“昇華된 민족의 서러움을 이렇게 처절하게 들 

어 낸 作品을 아직 필자는 알지 못한다. 눈물겨 

운 판소리의 獨白이다. 상여꾼의 구슬픈 울부짖 

음을 느끼 게도 하는 그 강렬한 土俗性에 가슴이 

뭉클해짐 올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血脈 속에 감추어져 있는 民族魂이 우수 

한 작곡수법을 통하여 完成度 높은 작품이 되었 

다고 하는 것 이 適切할 것 이 다”(주 : 한국 가곡전사 

P-122 李相萬 쓴 노오트에서)

前記한 "혈맥 속에 감추어져 있는 민족혼이 

우수한” 작곡뿐 아니 라 '우수한 文學 創作，，造 

形 創作' '연극• 영 화의 創作헤 스며 들어 야 하 

겠다.

또한 여기에서 유독 歌曲에 대한 우리의 철학 

올 논하는 것은 그 이전의「님」은 대부분 그 당 

시의 왕을 향한, 왕을 그리는 그러한「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음악에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劇的인 

요소가 허 다하다 하겠 다. 그러 나, 이 러 한 극적 

인 요소는 즉, 문학의 요소이지 음악의 요소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 음악이 품는「뉴앙스」 

나「이미지」는 視覺造形에서 충분히 표현되어진 

다.

이는 또한 造形方法에 있어서의 律動感(Rhy
thm) 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한많은 斷髮嶺에 검은 머리……

"한 없이 울고 간다

한 없이 울고 간다...... ”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고...... "

실로 우리 들은 어 릴 때에，대 한 독립 만세,라 

는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은 누나 

나 혹은 어머니로부터 口傳되어 왔던 것이다.

前述한 音樂, 음악이 라기 보다도 유행 가적 吐 

新派的인 것이 대중 속 깊히 파고 들었다는 것은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실로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 

나왔다 할 것이 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얼마 전의 역사를 얼 

마나 기 억 하고 있 으_며 , 그러 한 시 대 적 교훈을 과 

연 얼마나 듣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역사의 시 

련을 우리는 또 다시 겪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가고 없는 素月의 

님을 시각화하여, 현재는 조그만 분야일지도 무 

르는「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에서 충 

분히 작업화하여야 하겠다.

시각 표현상 하나의 「스테이지 디자인(Stage 
design」)으로서 의 무대(혹은 平面造形上)를 설 

정해 보면,

“斷髮嶺이 라는 하나의 배 경 을 깔아 놓고, 그곳 

에 주막집 과 주모가 있으며 , 그 집 뒷뜰에 는 봉 

선화가 피고 지고, 그 언덕으로 역마차가 태극 

기를 꽂고 달려 간다.

그 역 마차 속에 는 머 리 칼이 잘리 운 소녀 가 봇- 

짐 을 싸고 上京한다”.

以上에서 가정해 본 우리들의 것은 충분히 평 

면상에 표현할 수 있으며, 논리의 비 약은 허 

용 되지 않지만, 視覺造形에서는 「서 리어리 즘 

(Surrealism)j4- 들고 나오지 않드래도「샤갈」. 

같은 아름다움을 찾아 구성 을 이 룰 수 있다.

물론, 斷髮嶺, 봉선화같은 이미 우리 의 맥 박 

깊숙히 스며 있는 비애의 민족혼은 음악적「이 

미지」로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산_파적 인 구성은 그것 자체 가 비애에 넘쳐 

있으면 안 된다. 화면의 구성, 주모의 표정, 斷 

髮嶺이 라는「에로틱」한 언덕의 曲線, 봇짐 을 싼 

소녀 는 신소산 소녀 가 팔려 가는 것이 아닌 현 

재 서울역 앞에서 방황하는 그런 소녀의 풍자 

등, 깊은 교훈 속에 해학과「아이 러니」가 포함 

된 형 태 와 색 감의 밝고 맑은, 그래 서 더 욱 서 글 

픈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韓國的인 實體의 象徵

둘째로 우리가 세계에서도 가장 자랑할 수 있 

다고 보는 실체 를 시 각화하는 작업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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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애석하게도 現物은 없어졌으나 위 

대한성웅의 거북선을우리가 잊어버려서는안 

된다

흔히 우리는 거북선 모형을 생활 주변에서 쉽 

게 볼 수가 없다• 거북선에 대한 영화도 영화관 

에 가 보아야 하며, 그것은 일시적 일 뿐이다• 하 

나「그래픽 디자인」에서는 1년도 가능하고 1개 

월도 가능한 것이 다. 즉,「캘린더 (Calendar)」의 

일 러 스트레 이 션 (IHustration)화만 하면 우리 의 

안방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다.

더구나 거북선의 기능적 (Function)인 면은 말 

. 고도 조형 적인 컴 포지 션 (Composition)은 기 가 

막힐 정도로 우리에게 미적 감흥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조형적 구성화에 있어서는 忠武市나 多島海의 

동백꽃과 거 북선을 극적 으로 잘 조화만 시 키 면 

실제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思想을 낳게 한 

다.

“거 북선은 전쟁 을 하는 무기 이 다• 동백꽂은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연약한 꽃이다. 성웅 

이 순신은 왜족들이 수시로 침략할 때에도 이 

순신의 사상과 철학은 얼마나 평화를 갈구 했었 

겠 느냐 함을 우리 들에 게 들려 주는 것 이 다”

이러한 美的감각과 동시에 하나의 한국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그래픽 디자인」이 많 

이 쏟아져 나와서 대중의 깊숙한 안방까지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그래픽 디 

자인」이 정당한 「디자인(Design)」인 것이다.

실로 우리네 디자이너들은 이 점을 잊어버리 

고 있는 것 같다. G.D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사명과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이다

(3) 實體人物의 昇華作業

前述한 실체에 대 한 素材는 인간 그 자체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최근에 

발견된 신라 문무왕능이다. 바다(海)라는 시원 

한 소재와 경이적인 물속 왕능의 구조는 신라의 

소재인 慶州市의 다보탑이나 가상 소재인 龍과 

도 기가막힌 내용을 평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죽어 東海의 龍이 되어서「왜」의 침략 

을 막고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후세의

교훈과 하나의 사상적 집 념을 낳게 하는 것이 다" 

이것은 최근에 발견된 百濟의 고분과는 차이

가 있는데, 백제왕 쪽은 후세에의 口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에게 어떠한 극적,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구력이 없는 것이다•

즉, 절묘한 한국적 인 예술품 내지 工藝品으로 

서의 미적감각과 효과는 우수하다고 평 가되고 

있으나, 그 이면의 사상과 철학은 결여되어 있 

기 때문에 전자의 문무왕에 비해 다른 점이 라 할 

수 있다.

C4)「에로티시즘」의 實在素材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 있어서의 한국의 女人 

像을 표현하는 방법 이 다•

대체로 여인상의 표현을 여러 방향에서 구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 외면적으로 표출된 

미와 내면적인 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겠다•

특히, 한국의 여인상에 있어서의 외면적인 내 

용과 소재는 오랜 동안의 남존여비 사상과 종교 

적인 면에서 희생의「모럴」을 익혀 왔었다，

심청이, 성춘향, 논개, 황진이， 신사임당 등 

아름다웠던 상징이 있는가 하면，역사적으로 악 

한「서디스트」적인 여인들도 있었던 것이다•

시각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악 보다도 선의 인 

물을 소재로 함이 또한「디자이너」들의「모럴」 

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논하는 여인의 내면성은 악을 말하 

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내면에 숨어 있는 희열 

번민, 비애, 질투, 성욕 등 순수한 인간본능에 

서의 소재를 말함이다. 善을 상징하는 여 인상 

에도 여러 면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여인, 나라를 위하여 희생된 여 인 

상, 남편을 위한 여 인상 등이 있겠다•

무릇 모든 예술이 인간의 사랑， 「휴머니즘 

(Humainsm)」을 다루어 왔지만, 특히 많은 예술 

인들이 이성간의 애정 을 다루는 데 많은 정 렬을 

쏟아 왔었다 •

다시 우리의 소재를 살펴 보면, 우선 애절한 

사랑, 숭고한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에 살아 있 

는 望夫石의 전설은 감명 깊은 것이다• 멀리 배 

를 타고 他國으로 가버린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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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지쳐 그 자리에서 돌(石)로 변해버린 望夫 

의 여 인은 실제로 평면상의 조형 표현이 가능하 

며, 많은 여운과「쇼크」를 주는 소재인 것이다 

또한, 에밀레鍾에 얽힌 내용 또한 공감이 갈 

수 있는 소재인 것이다. 鍾 자체의 조형적 효 

과도 좋지만, 잘 우는 少女를 鑄造爐 속에 집어 

넣었다는「서디즘」과「마조히즘」을 곁들인 종교 

(佛教)의 절대적 인 權能은 우리 들에게 오랜동안 

충격을 주는 것이다.

또한 소녀의 희생이, 그 뜨거운 주조로 속의 

절규와 고통의 결과로써 하나의 종이 되어 울려 

퍼질 때 그것은 萬海 崔正錫의「님의 침묵」일 수 

도 있고, 소녀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항거일 수도 있으며,素月의「永遠의 鄕愁」일 수 

도 있고,金宇鍾의「恨」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더욱더 에밀레종을 

미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소녀가 

희생이 되지 않고 살아서 일생을 마쳤다면 하는 

가능성과 그 소녀의 처녀성에 대한 인간으로서 

의 동정 감을 수반한다는 점 이 다.

우리의 책임은 기왕에 세상을 등진 소녀의 혼 

을 달래 주어야 하는 의무감과 함께 성숙한 그 

소녀의 육체마저도 한국의 남성들은 여성의 본능 

에 대한 만족을 책임질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他界한 소년 ・ 소 

녀를 서로 결혼시켜 준다는 풍습은 이러한 데서 

기 언하는 것 이 다.

이 러한 인간의 희 비를 造形으로서 승화시 켜 

길이 길이 한 국민의「휴머니즘(Humanism)」을 

거울 삼아 작품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세계는 전술한 望夫石과 同一 

性의 呪術이다. 즉, 한 사 람은 돌(石)로 승화되 

고 한 사람은 쇳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약간 

다른 점 이 다.

江原道 安仁津 바닷가에 海娘祠라는 사당이 지 

금도 있다• 사당 자체의 조형적 효과도 풍부하 

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흥미 있는 소재가 많 

은 것이다.

옛날에 한 소녀가 이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 

는데, 東海의 龍이 튀어 나와 잡아 갔다.

에 밀레 鍾의 소녀 는 종소리 로 변하여 몇 세 기 

를 내려 왔지만, 문제의 海娘子는 비극적인 자

기 자신•을 복수하려는 여성의 감정으로 보복한다 

는 점에서 다르다. 즉, 海娘子의 원한이 바람이 

되어서 出漁하는 고깃배를 괴롭힌다는 점이다. 

결국 이 海娘子의 원혼을 달래는 방법으로서 나 

무로 만든 소년의 상징 을 神物로 사당에 바치는 

呪術인 것이다.

여 기 에 서 문제 는 전 술한 여 인상의 외 적 인 면 

에서 내적인 요소로 건너 오게 된다. 즉, 표현 

방법에 있어서 여 인의 질투, 원한, 비애,「섹스」 

등 표면에 잘 나오지 않는 소재를 발견하게 된 

다.

무릇 造形藝術에 있어서의「섹스」의 표현 한계 

는 그것 이 社會에 反響될 結果 때 문에 상당히 신 

중을 기 해 야 하는 것 이 다.

모든 作家들이 고민하는 것 이 바로 이 점 인 

것이다.

작가가 작품 상에 표현한 「에로티즘」이 결과 

적으로 美가 아닌 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예 

술성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그래픽 디자인」에서는 많은 미적 

효과가 있는 보조 장식 을 꾸며 주는 방법에 있 

으며，그것이 하나의 내성으로서의 감홍을 주었 

을 때 비로소 미적인 표현, 즉 藝術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하나의 함정은 純粹繪盡와 應用美術 

에 있어서 후자가 機能(Function)을 동반해야 

하기 때 문에 더 욱 어 려 운 작업 이 되 는 것 이 다.

前述한 내 용의 소재 , 즉,「섹 스 샤마니즘」올 

주로 한 작품은 심묘한 맛을 내면서 우리가 이 

름을 쉽 게 익 힐 수 없는 중국 요리에 비유할 수 

있겠다.

또한 海娘子 자신은 龍에 물려가지는 안했을 

것 이 라는 論이 다.

즉, 그네 를 타다 실수로 물 속에 떨어져 죽은 

海娘子를 대중에 神格化 시키기 위해 용에 잡혀 

갔다고 하는 설정 을 하여 呪術의 내 면 깊숙한 

곳에 남자들은 出漁의 보호神으로서, 여성은 버 

려진 여성 본능의 해소를 위한 男性器의 제작으 

로 위안을 삼았을 것이다.

(5) 샤마니즘과 自然

素月이 갈파한 '님'은 한국이며, 또한 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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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이기도 하다. 한국의 '성 황당（城煌堂）' 

고개는 역시 고향에 대한 鄕愁와 더불어 우리들 

에 많은 내력과 幻想的인 소재를 제공해 준다.

과부들은 옷깃의 나비 문양을 찢어 들고 城煌 

堂에서 홀아비에게 업혀 간다. 마을올지키는 神 

도 또한 여기에 머 문다• 모든 呪術의 대 상이 되 

는 곳도 역시 여기고 서울로 떠나는 도련님의 전 

송도 여기에서 하며, 가끔은 뒷산 호랑이가 城 

煌堂까지 내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소재 

즉, 배경은 城煌堂 고개이고 호랑이, 나비 등이 

소재가 된다. （주: 나비一삼진날 진달레 꽃올 빚 

어 국수와 술올 담군다. 이 때 강남 갔던 제비 

가 돌아오며, 또 이 날 흰나비를 보면 상주가 되 

고 호랑나비를 보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는 남녀의 밀회 장면도 가미하고 서글 

픈 이 별도 곁들이면 훌륭한 내용의 藝術性이 표 

현 방법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성 황당 뒷편에 는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 

있을 수도 있다•

忠南 洪城郡 소재의 쬬女木'은 한국적「에로 

티시즘」의 좋은 증거이다• 즉，이 나무의 U 部 

마다 付根 흔적 이 있으므로 恨을 품고 죽은 소 

녀의 귀신이 나무에 붙어 있음을 말해 준다•

，먼바위'의 전설을 생 략하더래도 바위 또한 

많은 내용의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학바위（鶴岩丁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 바위 옆 

에 버렸더니 날아가던 鶴이 밤에는 와서 날개로 

덮어 주고 아이를 보호하며 먹이를 먹이며 길렀 

다고 한다. 이 학바위는 江原道 石泉井 뒷산에 

있으며, 松林 속 10m 높이의 바위가 몇 개 포 

개져 있고, 바위 밑에는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 

는 공간이 있다. 후일 다시 대려다 길은 아이는 

신라 때 梵日國師라는 설이 있는데， 이는 처녀 

의 밀폐된 陰行을 위장하기 위한 □傳일 것으로 

도 본다.

紅粧岩은 江原道 方海亭 앞에 李家園이 라 새 

겨진 바위로서 고려 말부터 李朝 初期에 걸쳐 

살았던 名妓 紅粧이 죽은 바위로 또한 恨 많은 

바위 이 다 •

또한 처녀가 아닌 사랑스런 아내의 전설을 담 

을 바위도 있다• 명주군 사천면 산대월리의 '가 

락지 바위'로서 이는 금실 좋은 부부의 교훈 

적인 전설이다.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 

락지 보았나”하고 소리를 지르면 “봤다”는 대 

답이 나오는데, 사랑스런 남편이 사다 준 가락 

지를 빨래하다 잃은 아내는 남편에게 면목이 없 

어 바위 아래로 떨어져 자살했다는 □傳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실 돟은 부부의 여인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순박하고 온순하며 참으로 아 

름다운「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우리 는 우리 의 자연 속에 서 많은 것 을 읽 

을 수가 있는데 , 川 • 湖 • 池 • 泉 등에서 도 많은 

전설을 읽을 수가 있다•.

鏡浦湖의 노승에 관한 전설은 대부분 익히 알 

려져 있고,養魚地의 傳說은 주로 물고기 들이 戀 

書의 심 부름꾼이 된다는 점 이 홍미롭다，

新羅 無月郞과 연화낭자의 애틋한, 로멘스도 

물고기가 심부름꾼이 되어 Happy-end로 끝난다

古來의 한국 여성의 정조관념과 수절사상은 

한국만이 가지는 異彩였기에 소박 당한 아내가 

남편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寡婦의 넘지 못할 규 

범의 탓으로 애 인에게 한마디의 하소연도 못한 

채 청춘을 불살랐다는 哀話는 우리의 「님」에게 

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異類結婚型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珍貴한 것으로 우렁이, 달팽이, 고둥 등의 貝殼 

類가 신부로 승화하여 가난한 총각과 결합하는 

이야기는 女子性器에서 기원되며， 하나같이 아 

버지 없는 產兒를 영 웅시하는 위장과 동시에 도 

덕적인 구제를 함으로써 사회의 기본 질서를 구 

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포수 속의 龍女라든가 호수 속의 거 

북이가 평강 蔡氏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도 위와 

마찬가지의 설이 된다•

（6） 기 타

바위 그 자체의 형태적 상징은 남성의 Sym- 
bol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 울릉도의 성 인 봉 촛대바위는 여 근의 대 

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天下大將軍의 코나 돌부처의 코 

또한 쥬f子奇俗으로서 마찬가지의 이 야기 가 된다

즉, 陰陽五行說에 서 나오는「퍼 러스」와「마이 

너 스 • 알파」가 세 계 적 「에 로티 시 즘」의 원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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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으나，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농경 제작인 

으로서，또한 여진이나 왜국으로부터의 부단한 

외부적 침 략과 내 부적 으로는 양반과 서 민이 라는 

계 급 의식, 나아가서 는 王道에 어 굿난 당파 싸 

움에서 우리네「님」들은 숨어서나마 자기의「스 

트레 스」를 해 소해 왔을 것 이 다. 그러 기 때 문에 

혹은 대 담하며, 혹은 소박하게 나마 奇俗이 나 해 

학이 행해졌던 것이며, 이는 우리네 「님」들을 

단적으로 淸懋美（Nie키ich）로서 인정되어진다.

전술한 음악에 있어서도 우리는 「샤프」（#） 

調를 모르는 b短調의 음악 밖에 없었고, 의복의 

색 채 까지 도 다양하지 가 못했다.

우리 는 흔히 백 의민족이 라고 하지 만 사실은 

염색술의 미비가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세종실록 

에 의하면 國恤사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 본다. 즉, 백색의 옷은 상복인 것이며, 계절 

마다 백 색만 입기 때 문에 나라 임금님 이 빨리 他 

界했으면 하는 국민의 뜻이 아닌가 해서 한 때나 

•마 백의를 입지 못하게 했다는 설도 있고, 늦게 

는 李朝 말까지 사실상의 나라 임 금님들은 일찍 

他界하게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 러 한 여 건 속에 서 의 우리 네 조상들은 소박 

미, 청초미 등으로서 아예 화려한 의복은 일생 

에 세 가지 경우 밖에 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 

다.

즉, 어릴 때, 명절 때, 그리고 결혼식 때였다 

특히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사모관대를 해보는 

것이다. 이는 어진 백성이 평소에 지녀 온 모든 

계급의「스트레스」를 자기 일생에 가장 기쁜 날 

품어 주도록 나라에서 허 락해 주었다는 설이 있 

다.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衣服材料는 주로 

麻, 紆, 楮, 糸帛, 紬 등이 라 하겠 는데, 이 것 올 

素地 그대로 사용하게 되 었으니 素色을 면치 못 

했던 것이다. 물론 素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객 

관적 여건, 즉 染料의 결핍이라든가 염직기술의 

미발달, 또는 黃• 紫• 絳 등의 禁色令 등 이 러 

한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서 白衣民族이라 불리울 

만큼 백의가 보편화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보수적이고 純潔한 민족성 

에 있지 않나 한다. 원래 服飾 구성은자연적 환 

경과 시대성 등의 외적 조건에 민족성이라는 인 

적 조건으로 이루워지고, 이 러한 조건 변화에 

따라 복식 구성도 변화하는 법인데, 이것을 인 

위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시도한 것은. 결국 무 

리 가 아니 었 던가 생 각 한다一

（주 : 權桂淳의 李朝服色考）

우리들 님들의 한복은 결점이 많은데, 한복 

의 치 마는 꼭 여 인의 가슴을 압박하게 만들어 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동양의 美는 서양 

의 노출美에 비해 속으로 숨어들어 가는 은폐美 

를 지 녔 던 것 이 다.

즉, 여인의 가슴은 서양의 예에는 커야 하고 

量感을 느끼게 하나, 동양의 미는 아주 작으면 

서도 예쁜 그러한 청 초미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한산모시 옷이 유명한 것으로 증명 

이 되는데, 이는 색감의 화려함보다도 옷감의 

질감을 더욱 평가해 주었다는 사실로서 알 수가 

있다• 또한 쉽게 지적할 수 있는「에로티시즘」 

은 인간의 손이 아닌 치마로서 가슴을 압박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야릇한 느낌을 받게 

한다.

색동저고리의 기원을 따져 봄으로써 다시금 

한국의「에 로티시즘」과「유머」를 엿볼 수 있겠 

다• 물론 색동의 기원은 궁전 깊숙한 곳에서 발 

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네 서민들의 

자녀들이 명절 따라 입게 된 동기는 특히 李朝 

時代에 와서 문란했던 佛教의 타락에 기인한다 

는 설이 다• 즉, 문란했던 불교의 종사자들이 자 

기의 은폐된 F I,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색동을 

입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풍부한 우리네의 해학적「에로티 

시즘」을 낳기도 하였으나, 이는 문학의 영역에 

속함으로 좀처 럼 視覺造形으로서 다루기 는 어 렵 

다 하겠다.

우리 의「에 로티 시즘」은 그것 이 美德의 陽地가 

아닌 陰地의 美德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그네뒤기나 널뛰기는 담넘어 이 

웃 총각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궁금증에서 옆눈 

으로 살짝 훔쳐 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다듬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 가 할머 

니의 경우, 처녀의 경우, 과부의 경우, 그 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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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리 가 전혀 다르다. 즉, 다듬이 돌 두들기 는 

것은 욕구불만의 해소를 위한 좋은 도구이다•

또한 봉선화 꽃잎으로 새끼손가락에 빨간 물 

을 들이는 것도 역시 소녀의 소박하고 청초한 

그리움의 발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 結 論

우리는 서론에서 우리의「님」을 찾았다• 素月 

의 영원한 鄕愁인 한국의 자연과 그 속에 은폐 

된 女人像을「님」이라 했고 羅運榮의 「접동새」 

또한 조국의「님」인 것이며, 민족혼이라 할 수 

있다. 金宇鍾의「恨」또한 우리의 「님」을 말한 

것이다. 고독과 침묵, 諦念과 憂愁에서도 우리 

의 님은 청초하게 살아 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며, 그「님」의 침묵에서 오히려 석굴암의 보살 

조각에서 느끼는 그러한「섹스 어필」을 느끼게 

해 준다.

그것은 또한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모든 자연 

속에서「님」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의 자연은 일찌기 사생아를 영 웅시 

했듯이 오랜, 그리고 은폐되어 잊혀지고 버려진 

「님」들의 自慰를 용서해 주었고 또한 감싸 주었 

던 것이다. 그것이 또한 白衣民族이 허다한 시 

련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다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한다.

羅運榮은, 작품은 작가의 국적올 분명히 하라 

고 했다•

비 록 藝術의 都市 파리 에 서 방황하고 표호했 

지만 畫家「모지라안느」도 35세의 젊은 나이로 

他界할 때 마지 막으로 한 말 “그리 운 고국 이 탈 

리아여 !”라면서 그의 그쪽의 「님」을 그렸던 

（Longing for）것 이 다.

우리의 영원한 향수인「님」을 우리는 우리의 

산과 내, 湖水와 못, 계천에서 다시금 찾아 내 

는, 그래서 恨과 悲哀가 아닌 웃고, 그러면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해학에 넘친「님」을 작품 

화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沈默과 諦念의「님」올 용기와 의욕에 넘 

치는「님」으로 묘사하여 야 한다. 이 길이 西歐 

의 발달된「그래픽 디자인」에 대결하여 이기는 

지름길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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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干U案內.------------------------------ ----

'72商工美展圖錄

여 러 분들이 기 다리 시 던 '72 商工美展 圖錄이 發刊되 었읍니 다.

7 월 20일 販賣開始 

總 240페이지 全原色 

포크로스 비닐 커버

價格 5,000 원

販賣處 한국 디 자인 포장 센터

（전화） 7 3—5 3 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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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design의 Checklist

李 元

產業美術家

秀

바둑이나 장기를 둘때에 理論的으로 基本技法을 익힌 사람이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 

고 個人的인 Idea만으로 두는 사람의 경우는 兩者의 對決에서 差異가 생기는 법이다. 

設令 後者가 몇번은 勝利하는 機會가 있다손 치드라도 그것은 오래갈 수 없고 긴 時間 

을 두고서 보며는 前者가 勝利를 거두기 마련이다. 이 理由는 理論은 學理的인 眞理륻 

담고 있는 것이므로 必然코 萬人이 따라도 不變한 것이지마는 혼자서 臨機應變으로 짜 

내는 것은 앞뒤를 가려서 따져 볼 때에 即興的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致는 어떠한 部門에도 共通되는 것이지마는 產業디자인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어서 아무리 優秀한 Designer일지라도 손끝의 Drawing技巧만이 優秀하다 하여서 반 

드시 目的에 맞는 優秀한 作品을 製作할 수는 없는 것이다.

優秀한 Package design을 為한 文獻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Marke- 
ting이라는 큰 方向과 또 市場調査라는 大路를 벗어나서 局部的인 面에서만 云謂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쓸모없는 헛 空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紹介하는 것은 優秀한 包裝디자인 製作을 為한 Checklist이다. 이것은 많은 實例들을 

간추려 본 살아 있는 例들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興味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回를 거 

듭함에 따라 많은 Hint를 얻을 것이라 믿는 바이다.

1. 包裝變更의 Checklist

Packaging의 變更은 보통 Marketing의 要請 

에 依해서 이루어진다. 어린이의 노리개의 경우 

는 每年 Package를 바꾸고 있는데, 그 理由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競爭業者가 包裝을 바꾸었다.

② 價格政策에 變化를 가져 왔다.

③ 製品을 改良하였다.

④ 새로운 包裝材料를 開發하였다.

⑤ 從來의 包裝에 새로운 技能을 開拓하였다.

⑥ 調査結果 消費者의 購買慣習에 새로운 현 

상이 나타났다.

⑦ 市場占有率이 낮아졌다.

⑧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게 되었다.

⑨ 法律的인 制限에 따르게 되었다.

⑩ 現在의 包裝에 다시 保護措置를 더 하게 되 

었다. （技能을 加하는 것과는 다름）

그러나, 이러한 理由를 들고 있으면서도 包裝 

에 關해서는递激한 變化를 警吿하고 있다.

勿論 包裝이란 것은 製品을 새로운 資材로서 

싸는 것만으로서 또는 바깥의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었다는 것만으로서 새롭게 改良되었다고 만 

족할 것 이 아니 곤｝ 原則的으로 Marketing 이 라는 

大路에서 보았을 때, Consummer라는 使用者의 

迎合條件에 어느 程度 符合이 되었는가가 Key 
인 것이다• 그래서 包裝을 生產工程, 商品計畫! 

販賣促進의 여러 分野에 걸쳐서 이들의 各分野 

의 모든 條件에 充足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Check 되지 않으며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包裝仕樣書가 再點檢되어 야 하며 , 새로운 包装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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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의 出現與否, 旣存 包裝材料의 改良, 包裝의 

技能的내지는 工學的 디자인의 開發 등이 새롭게 

再調査되어야 한다. 이 럴 때는 되도록 競爭業者 

의 包裝이 比較對象이 되는 것이 妥當하며 J또한 

그것올 必須的인 條件으로 삼는 것이 安全한 方 

法이 다.

그러나, 實際問題에 있어서 이러한 위의 여러 

가지 各 要素 가운데 果然 어느 것에 더 置重을 

하여서 重點的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인지는 

하나의 關心거리가 아니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건 목두 제 各己 包裝의 改善이라 

는 課題를—論할 적에는 方法論이 다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表現의 方式이 다를뿐으로서 

要는 한 가지의 Point에 歸結이 된다. 即, 그것 

은 自己（企業）의 包裝이 進出하고자 하는 相對 

市場에 對하여 올바른 市場調査에 立脚한 것인 

가?가 Check되며는 그것으로 改善될 核心은 

잡힌 것이 라고 看做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 

자면 올바른 市場調査없이 그저 莫然히 남이 고 

쳤으니까 나도 고친다는 式은 困難한 것이다. 

그 理由는 結局 깊이를 가진 正道가 아니라 浮 

和雷同하는 겉 핥기式과 같은 式이기 때 문이 다• 

말하자면、小賣業者나 消費者가 求하는 理想的 

包裝의 屬性에 符合이 되도록 하기 爲해서는 그 

것（市場調査）은 原則이 되 는 것이다.

이 러 한 原則이 履行되 며 는 包裝에 投入되 는 

經費는 비록 지금은 過重한 것이라 할지라도 收 

益의 結果를 따져서 보며는 몇 倍나 많은 것이 

되어서 돌아올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包裝의 

改善은 妥當한 理由를 必要로 하는 것이 라고 하 

는 것이다.

어 느 企業體에 서 나 마찬가지 겠 지 마는 Designer 
가 짜서 올리는 豫算에 對해서 無條件 그대로 

決裁를 하는 데는 드물 것이다• 반드시 豫算은 

販賣政策과 販賣促進費의 豫算에서 벗어나는 것 

이 아닌지를 Check 當하는 것이 通例일 것이다. 

말하자면 包裝變更을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愼重 

한 豫算의 Check가 따르는 것이며，變更의 効果 

에 對해서도 利益率에 얼마만큼 Plus를 가져오 

는 것인지를 判斷 받게 되는 것이다•

包裝의 急激한 變更은 누구나 그것을 警吿하 

고 있는데, 그것은 消費者의 心理에 지나친 衝撃 

을 주며 는 다른 商品으로 顧客을 빼 앗길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包裝의 變更條件은 다음 項目의 Check가 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① 지금까지 그 製品을 사본적이 없는 消費者 

를 끌어낼 수 있는가.

② 지금까지 그 製品을 사든 消費者가 더 욱더 

그 製品을 사게 되는 것인가.

③ 그 製品을 산 消費者는 Pride를 새로이 가 

지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그것을 권유할 수 

있는가.

④ 販賣擔當者가 그 製品 팔기를 좋아할 것인 

가.

⑤ 流通業者가 그 製品을 好意的으로 對하게 

될 것인가.

⑥ 包裝變更에 依해서 廣吿文案의 强力한

Point가 생겨날 수 있는가

⑦ POP에서 强烈한 訴求力을 發揮할 수 있는 

가.

⑧ 새로운 包裝으로 因해서 全般的으로 製品 

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가•

⑨ Packaging cost의 低減을 가져 올 수 있 는가

이 러한 Check를前提로 하여 包裝이 保護의 役 

割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다루는데 便利하여지 

고 또 재빠른 出所明示가 되며, 陳列된 것을 바 

라볼 때 魅力的이고 또한 製造工程이나 包裝하 

는데 所要되는 作業原價를 合理的으로 維持하게 

하는 것인지는 다음의 여 러 Factor에 依해서 點 

檢이 되는 데서 이루어 진다.

① 寸數 ② 모양 ③ 資材 ④ 構造 ⑤ 開閉 

⑥ Design （Label, Brand, Color, Typography, 
Logo type, Copy, Illustration, Seal, Tag, Stic
ker 등） ⑦ 法律的規制 ⑧ Packing 篁 物的 

流通條件

即, 內部의 保護는 包裝의 資材와 構造에 左右 

된다.

保管과 使用機能 便利性은 寸數，모양，資材, 

構造에 左右된다.

出所明示와 視覺的 Appeal은 모양, 資材， 

Design, 開閉에 依存하게 되고, 生產性은 寸數, 

모양, 資材, Design에 各各 左右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새 製品의 包裝이나 舊包裝의 改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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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包裝의 모든 特徵이 充分히 檢討되어서 舊 

包裝에서 얽메이게 되는 偏見을과감하게 불식해 

야 하는 것아다..지금 쓰이고 있는 現存包裝의 

한갖 修正이 아니고 새로운 包裝으로서 改善에 

着手하는 것이 要望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 

서 包装開發의 Checklist는 다음과 같이 列擧할 

수 있겠다.

2. 包裝開發의 Checklist

① 包裝의 素材（資材）는 무엇인가.

② 包裝의 機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③ 그 包裝을 만드는데 어더한 機械나 또는 

부속 機搆들이 必要한 것인가.

④ 生產規模에 適合하도록 製造되고 取扱을 

當할 수 있게 되기 為해서 어떠한 包裝이 되는 

것인가.

⑤ 그 製品의 外觀은 어떠한 모양이 되는 것인 

가. 그것은 지나치게 藝術性을 가지게 되므로서 

消費者의 迎合心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⑥ Copy（文案）는 무엇으로서 構成이 되는 것 

인가. 그것으로서 어떠한 法律的 要件을 充足시 

키는 것인가.

⑦ 그 包裝의 適切妥當한 原價는 얼마인가. 

以上과 같이 되어 있다.

다시 여기에 이어서 包裝의 開發時의 目標設 

定을 為해서도 列擧할수있는데, 그것을 보며는 

다음과 같다.

即, 이 Checklist는 包裝開發에 있어서의 目標 

와 그 目標到達까지의 階段의 사이에서 結合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實際 •企業들에서 

쫓고 있는 順序를 추려 본 것이다.

① 製品의 保護와 安全한 Delivery를 保證할 

수 있는가.

② Trade mark, 製品의 出所明示, List num- 
ber와 같은 解說을 表示하고 있는가.

③ 販賣促進을 위해 沈默의 Salesman의 機能 

을 가질 수 있는가.

④ Trade mark를 부친 다른 關聯商品의 販 

賣까지도 도울 수 있는 要件을 갖추고 있는가.

이 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서 다시 다음과 같 

은 Checklist를 對照해야 한다.

A. 優秀한 容器

① 製品의 容器 （이것은 包裝으로서의 가장 

으뜸가는 機能이 다）

② 便利한 數量 （實用的이어 야 하는 以上 完 

全한 包裝이 되어서 팔려야 한다）

③ 經濟的이어야 한다（可能하다면 競爭商品보 

다는 Cost가 싼 것 이 라야 한다）

B.解說的Label

① Trade mark ： 누가 製品을 만든 것인지 

所謂 出所를 明示하는 象徵을 뚜렷하게 할 것 .

② 製品의 正確한 表示 : 製品의 이 름만이 아 

니라 可能하다며는 製品의 正確한 寫眞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으로서 代置될 수 있음）도 싣도록 

할 것.

③ List number : 되 도록이 면 Catalog number 
또는 原材料■나 完成品의 Number도 표시하는 것 

이 좋다.

C. 内容製品의 販賣促進

① 沈默의 Salesman으로서의 包裝

③ Eye catcher로서 適確한 것인가 ? 다시 

말해서 色彩라든가 Design이 注目을 끌 

수 있는가.

⑤ 認識心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即 

Trade mark는 去來先과 消費者廣吿와의 

兩者를 맺 게 하는 役割을 할 수 있는가.

© 衝動購買의 剌戟을 줄 수 있는가? 말 

하자면 購買衝動을 일으킬 수 있도록 內 

容製品을 正確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④ 販買理由가 뚜렷히 表示되었는가. 即, 왜 

製品이 購入되는 것인지 그 理由를 알리 

는 Copy가 되어 있는가.

© 魅力的인 包裝인가（形態） 비 록 包裝이 한 

개 있을 때라도 그것이 여 러 개를 두었올 

때와 같이 同-;한 視覺的 訴求力을 갖는 

것인가.

② 包裝의 形態는 店員의 販賣를 도우는 것인 

가 • ,

® 販賣理由가 뚜렷히 表示되었는가. 말하자 

면 基本的으로 갖추어야 할 要素를 具備 

하였을 뿐아니라 강렬한 販賣文案을 提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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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가

⑤ 初發的選擇을 助成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製品의 適用範圍와 制約範圍를 잘 表示해 

있는가.

③ 包裝의 形態는 返品을 節減케 하는 機能을 

가졌는가.

③ 再販賣의 購入者에게 對해서 購買意慾을 

喚起시켰던 當初의 精神狀態를 持續시킬 

수 있는 Copy가 되어 있는가.

® 設備라든가 또는 用途에 關한 簡單한 指 

示가 表示되어 있는가.

D. 關聯品目에 對해서도 販賣를 促進시킬 

수 있는 것인가 ?

Indivisual package이 든 Family package이 든 

그것은 Package policy에 依해서 企業의 Image 
를 扶植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Identity를 가지 

게 된다. 그 方法에 는 Color, Trade mark, Con
struction, Design 等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通 

例인데, 여기서는 亦是 그것을 强調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特定 商品에 關한 하나의 包裝을 

볼 때 다른 包裝에서도 共通된 要素를 느낄 수 

있도록 되었을 때는 그 特定商品의 包裝은 關聯 

商品（關聯商品이라는 것은 假令 Camera의 경우 

Lens나 Flash 등 Camera에 부속되 는 製品을 뜻 

할 경우와 또 한 가지는 商品의 種類는 全然 다 

르드라도 同一業體에서 生產되는 것이면 總稱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이들 前♦後者를 다 

일컫는 것이다） 包裝과 同一한 Identity를 가졌 

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關聯商品의 販賣 

를 促進시킬 수 있는 要件을 具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Packaging Committee

Package에 關한 改善 •.開發事業은 아직은 國 

內에서는 充分한 理解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러므로서 Designer들이 일을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苦衷은 大端한 것이다. 그러나, 理解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는 Disigner 스스로가 

理解를 얻도록 努力올 해야 한다.

그런데, 包裝의 改善•開發業務를 爲해서는 

Designer 以外에 적어도 包裝에 關聯되는 部署 

에 있는 사람들과 政策樹立者들로서 構成하는 

委員會를 두는 것이 妥當한 行爲이다. 包裝은 

資材, 機能, 디자인 問題라는 極히 限定된 表面 

的인 問題만이 모두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商品 

의 一部로서의 包裝이므로 이 것은 當然한 일이 

라 아니할 수 없다.

Packaging committee의 Member에 關한 典 

型的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委員長 : 1名一委員會의 일을 指導하며 各 

部門과의 連絡을 責任

② Packaging 技術者 : 1名一Packaging에 모 

든 時間을 充當할 程度로 專屬化해 야 하며 Test 
의 管理 새 資材의 發見 開發과 그 分析, 包裝仕 

樣書의 Check
③ 擔當經營者 : 1名一經營政策에 關하여 協議 

하고 企業과 製品에 關하여 自己經驗을 提案한 

다.

④ 包裝技術部 代表者 : 1名一包裝技術者는 새 

로운 攫械를 硏究하며 包裝디자인의 案을 던저 

준다.

⑤ 生產部 代表者 : 1名一새 包裝이 開發되어 

나왔을 때 生產工程上에 支障이 없이 Smooth하 

게 잘 흘러갈 수 있는가를 Check한다.

⑥ 實驗室 代表者 : 1名一습기 나 증기 의 저 항 

등 素材의 Test나 其他 다른 附隨되는 Test도 

施行한다.

⑦ 販賣部 代表者 : 1名一商品으로서 適性, 顧 

客에의 Appeal, 都小賣業者에게 使用便宜性을 

줄 수 있는지를 Check한다.

⑧ 組織部의 代表者 : 1名一生產의 輕減, 治具 

의 定着, 時間節減에 關한 調節을 Cheek 한다.

⑨ 製品 Test部 代表 : 1名一製品에 對하여 素 

材가 아무런 障碍를 주지 않는지를 Check하는 

것이다.

⑩ 輸送部 代表者 : 1名一流通過程에 있어서 製 

品이 安全하게 흘러 갈 수 있는지를 Check 한다.

⑪ 購買部 代表者 : 1名一包裝에 使用되는 모 

든 資材에 關하여 Cost 面에서 分析하고 그 結 

果를 提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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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 케 팅戰略①

乳製品의 商品化 計劃

黃 善

韓國政經硏究所硏究員

民

O…… 一般的으로 酪農(Dairy farming)-^ 농업 의 한 分野로서 乳 

O……牛를 사육하여 Milk를 生產하고 酪農製品을 제조하는 業을 

0……指稱하는 것이 된다.

0…… 이러한 酪農은 그 생산과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O……하고 있으며, 그 첫째는 乳牛를 사육하여 Milk만을 생산하는 

0……一次的인 酪農을 말하고, 그 둘째는 생산된 Milk로서 여 러 

0……가지 乳製品을 제조하는 乳加工業을 말한다.

0…… 오늘날처럼 생산의 分業化가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는 畜產 

O……物의 生成過程인 乳加工業은 工業部分의 영역에 속하여 있지 

O……만 그 본질은 家畜에서 生產된 畜產物인 것이다.

O…… 乳製品이라고 하면 우리 인류의 食生活에 不可缺한 蛋白質 

0……과 脂肪分을 含有하고 있는 完全食品이라고 할 수 있다.

O…… 이러한 完全食品인 乳製品은 歐美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 

O……으며 , 우리 나라에서는 米麥 中心의 農業構造로 因하여 이 분 

0……야에 대한 인식 이 별로 없었다.

0…… 그러 나, 1960年 以後, 政府에서는 酪農을 적극적으로 장려 

O……하여 왔으며 1962年度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煉乳加工場이 

O......신설되어 煉乳가 제조되었고, 이어 서 Cheese加工場도 시설되 

O……어 乳製品 제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O…… 이리하여 종래엔 인식 이 부족하였던 乳製品은 國民所得이 

O……增大하고 經濟生活의 安定을 찾으면서 高級食品이자 完全食 

O……品인 乳製品의 소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O…… 本稿에서는 이 러한 酪農製品의 마아케팅에 관하여 우리 나 

O……라 乳加工業의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製品計劃, 包裝改策 

O……流通經路 等을 분석하며 , 이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乳 

O……製品 마아케팅의 改善方向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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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乳加工業의 現况

1) 乳加工業의 沿革

우리 나라의 農業은 米麥農業이 主禮가 되어 발달하 

여 왔으므로 無畜農業의 성격을 소유하게 되었고, 옛 

부터 소(牛〉에 서 牛乳를 생산하여 이용한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려나, 李朝時代 哲宗 7年에 牛禁을 制定하여 牛乳 

이 용을 禁한 것 으로 보아 이 당시 엔 牛乳를 上流階級 

에서는保身用내지 藥用으로 이용하였으리라고 추측 

하고 있다.

그려나, 여기에 이용된 品種은 韓牛이며 乳牛는 물론 

飼育되지 않았다.

韓半島에 처음으로 乳牛가 도입된 것은 지금으로부 

터 70여년 前인 1902年 France人인「Short」氏가 乳牛 

20頭를 수입하여 現 서울市 新村에서 飼育하였으니 이 

것이 우리 나라 酪農의 효시이다.

그 후 1935年 頃부터 日本의 乳業會社 進出로 한 때 

約 4千頭까지 乳牛가 번식되었으나 8• 15解放과 6・25動 

亂의 社會的 混亂期 以後엔 不瀉 2百여 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外國의 많은 援助 中 乳牛와 多量의 乳製品 

(Butter, Cheese, 煉乳, 粉乳 等：)이 輸入됨에 따라 국 

민들이 乳製品 價値를 높이 評價 認識케 되었고, 牛乳 

製品의 消費需要가 急增되었으며, 이에 따라 酪農製品 

의 전망이 밝게 된 것이다.

이 리하여 보다 적극적 인 支援으로 1963年과 64年 사 

이에 국내 牛乳加工施設을 部分的으로 完備하여 史上 

처음으로 牛乳는 勿論, 國內 酪農製品인 煉乳, 粉乳 

및 Butter 等을 생 산하여 소비 자에 게 공급하게 되 었 다.

現在 우리 나라의 乳加工場은 6個所에 牛乳處理場은 

25個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原乳需給現况

1961年 전국에서 飼育되고 있던 乳牛의 頭數는 1,33 
2頭였으나 1969年에는 18,820頭로, 1970年엔 22,827 
頭로 크게 增加듸었다.

이려한 增加로 自然繁殖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經濟 

開發 五個年計劃 등안 해마다 乳牛를 輸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乳牛輸入對象國은 美國을 위시한 Canada 및 

New Zealand 等이 었으며 , 輸入된 乳牛는 大部分이 月 

齡 18〜27個月의 初姙牛였다.

한편, 乳牛의 地域的 分布를 살펴 보면, 61% 程度가 

서울市를 中心으로 한 近郊地域에서 飼育되고 있으며 

나머지 18% 程度가 釜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 

되어 있다.

이 러 한 사실로 미 루어 볼 때 , 乳製品은 比較的 高價의 

食品이며 , 腐敗 및 變質의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大消 

費를 背景으로 都市에 設置되어 있는 乳加工場을 중심 

으로 그 經營이 形成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生產工程

牧場에서 생산된 牛乳는 Milk can에 운반되어 乳加： 

工場에 도착하며, 여기에서 牛乳는 Alcohol test, 比 

重 test, 酸度 test 및 脂肪 test 둥의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合格되어야 한다.

합격된 牛乳는 菌을 死滅시켜 완전한 食品으로 製造 

하기 위하여 殺菌을 試行하게 된다.

殺菌法에 는 低温殺菌, H.T.S.T 法(High tempera
ture short time), U. H. T 法(Ultra high tempera
ture)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 서 는 主로 H.T.S.T 法 

을 사용하고 있으며 , 이 方法은 牛乳를 71℃에서 16秒 

間, 또는 72℃에서 15秒 間 加熱하여 殺菌하는 方法 

°1 다.

이러한 殺菌을 거친 Milk는 Milk 中의 異物을 除去 

하기 위하여 濾過되어 지며 均質機에 들어가 Milk 속에 

있는 脂肪球를 一定한 크기로 만들며, 均質이 끝난 

Mi 1k는 Storage tank에 일단 保管된다.

이 Milk로 各種 乳製品을 만들며 , 市乳(Marketing 
milk)는 Storage tank에 保管한 :，Milk를 充塡作業을 

하고 Capping을 하여 完製品을 製造하게 된다.

煉乳(Condensed milk)는 Storage에 보존되어 있는 

Milk를 95℃에서 10分間 加熱한 後 眞空가마솥에 넣 

어 濃縮을 하며 , 이 작업 이 끝난 후에 Vitamin類를 

添加시키고 均質化作業을 거쳐 冷却, 充塡하여 封하면 

煉乳가 生成되는 것이다.

또한 粉乳(Powdered milk)는 殺菌處理된 Milk를 

80〜85℃로 10分間 加熱한 뒤 豫備濃縮을 하고 130〜 
160°C의 熱風을 乾燥室에 보내어 濃縮된 Milk를 噴霧 

시켜 粉末로 만든다.

이 粉沫을 充塡하여 包裝한 것 이 바로 粉•乳이 며 , 여 

기에다 Vitamin을 添加한 것을 調製扬乳라 하며 前者 

를 全脂肪粉乳라 한다.

市乳, 粉•孚L 煉乳 및 Butter의 生產工程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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酪農製品의 生產工程

4) 乳製品의 生產能力

乳製品의 생산은 原料供給源인 乳牛飼育과 併行하여 

발전하게 된다.

현재 전국의 乳處理施設은 서울 牛乳協同組合의 牛 

乳處理場이 1937年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활기를 띠 

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엔 乳處理場 25個所와 乳加工場 6個所가 전국 

에 散在허 있는 실정이다.

이들 全體 施設의 年間 乳處理能力은 51,571톤, 稼 

動中인 工場의 處理能力은 47,879톤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質的인 面에서 施設內容이 極히 貧霧 

할 뿐만 아니라 특히 衛生施設의 不備로 말미암아 그 

施設能力울 충분히 이용치 못하고 있다.

또한 煉乳, 粉乳 等 加工場이 서울을 中心으로 한 中 

部地方에 集中되어 있으므로 其他 地域에서는 長距離 

輸送이 不可避하고 市乳의 非需要期인 冬季의 牛乳處 

理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다.

한편, 乳加工率의 加工能力은 32,059톤으로서 6個 

工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酪農製品加工場現况

施 設 名 所在地 生產製品名|年間生產能力

서울牛乳協同組合 서 煉乳 및 粉乳 13,140%
南陽乳業株式會社 天 9, 463
韓國Milack株式會社 釜 煉 乳 1,314
大韓食品公社 水 煉乳 및 粉乳 7,884
湖南乳加工社 光 煉 乳 129
大韓食品產業社 全 “ 129

O 1日8時間稼動基準

二. 製品計劃 및 包裝管理

1)製昂計劃

乳製品의 마아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商品 

그 自體라고 할 수 있다.

製品計劃이란 自己會社의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에 

합치 되도록 조정 하는 것 인데 , 이 경 우엔 單純한 計劃뿐 

만 아니라 統制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一名 製 

品管理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製品計劃은 過少生產的이고 過剩消費的인 資 

本主義初期에는 生產指向的인 計劃이었으나 過剩生產 

的이고 過少消費的인 高度資本主義體制에 들어선 오늘 

날에는 消費者 指向的인 乳製品 計劃이 이 루어 지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消費者의 욕구가 多樣해짐에 따라 乳製品도 

그 종류가 增大된 것이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 計劃, 生產되고 있는 乳製品은 

다음과 같이 分類되고 있다.

첫 째 : 市乳로서 이 는 原乳를 殺菌處理하여 飮料로서 

마실 수 있게 한 製品이다.

둘째 : 粉乳로서 牛乳에서 水分을 除去시켜 粉末狀으 

로 만든 것을 말하며, 이 製品에는 全脂, 加糖, 脫月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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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調製粉乳가 있다.

세째 : 煉乳로서 牛乳를 濃縮시켜 만든 것으로 煉乳 

에는 加糖, 無糖 및 加糖脫脂煉乳가 있다•

네째:크림 으로서 이 는 牛乳에 서 乳脂肪分 이 외 의 

成分을 除去한 製品을 말한다.

다섯째 : 醱酵乳로서 牛乳를 乳酸菌 또는 酵母로 醱 

詳시켜 閥狀이나 液狀으로 만든 製品을 指稱한다•

여섯째 : 버터로서 이는 乳脂肪을 攪挣, 壓縮시켜 만 

든 製品이다.

일곱째:치즈로서 牛乳를 乳酸菌醱酵시키거나 牛乳 

에 酵素를 加하여 凝固시킨 製品을 말한다.

販賣量을 增加시키는 한 가지 方法은 우선 新製品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製造業者의 제품을 多樣하게 디자 

인내 지 包裝 等으로 製造하는 일이 包含된다•

이러한 製品의 多樣化는 그 목적이 販賣量을 增大시 

켜 利潤의 極大化에 있으므로 重要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乳製品의 생산역 

사가 日淺하므로 마아케팅 活動에 있어서 製品多樣化 

의 實態가 貧弱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消費市場이 增大하면 乳製品도 製品의 多樣 

을 위하여 急進的인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市販되고 있는 市乳는 Choc。乳 

와 普通市乳의 二種으로서 그 大部分은 普通 市乳가 

消費되고 있다.

Choco乳는 서 울 牛乳處理場에 서 만 제조되고 기 타 

處理場에서는 보통 市乳만이 製造돠고 있는 것이다• 

市乳는 乳製品 中에 서 가장 鮮度가 높으며，欧美에 서 

는 이러한 市乳에 대한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製 

造販賣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 淸凉飮料의 소비보다는 高價의 

營養分이 함유된 市乳를 소비 하게 誘導하는 데 努力을 

기울임이 要求된다•

2）包裝管理

一般的으로 包裝이 란 財貨가 流通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을 外部的 要因내지 作用에 의해서 變質，扌員傷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취급이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동시, 商品價値를 높이기 위해 그 內容物 外部에 

敘果的인 材料 等으로 감싸는 諸技術을 뜻한다•

따라서 包裝은 財貨의 形態價値，時間價値，場所價 

値 및 使用價値 等 이 4個價値를 保存，維持하는 것 이 

그 특징 이 다. 이 러 한 면에 서 包裝管理는 製品計劃과 商 

品化過程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歐美諸國에서는 이러한 包裝을 중심으로 하 

• 4

는 物的流通管理를 취급하는 物流學이 발달되고 있으 

며, 近年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韓國디자인包裝센터」가 設立되었던 것이다•

消費者의 購買意慾올 促進시키는 包裝政策은 特 

히 食品包裝에서는 生產者가 衛生狀態와 保存性을 向 

上시켜 商品의 壽命을 延長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販賣者에게는保存性을 增大시켜 大量販賣를 

가능하게 하고 最終消費者에게는 衛生的이고 간편한 

食品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生產 販賣하고 있는 市乳는 180 
cc와 360cc의 유리瓶에 종이마게와 폴리에틸렌 필름 

으로 包裝되고 있으며 , 유리 瓶은 在來方式인 Mouth
blowing method를 使用하여 만든 것으로서 그 規格에 

誤差가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誤差는 市乳의 充塡, 包裝 等의 機械作業時 

에 유리瓶의 破損올 招來함으로써 衛生上 지장을 招來 

하고 있다.

1969年 農協中央會 調査部에서 실시한 牛乳消費者들 

의 調査報吿書를 살펴 보면, 總 300名 中 包裝이 大體 

的으로 良好하다는 것이 50%로 나타나고 普通이 다가 

20%, 包裝에 不滿을 表示한 消費者가 26%에 이르고 

있다.

食品에서의 包裝에 대한 不信은 大體的으로 內容物 

에 대 한 不信을 뜻하게 되는 傾向이 있으므로 市乳에 

대한 包裝管理도 再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過去 殺菌된 市乳는 5〜10。C 에 

서 3〜4日間 保存하던 市乳를 Tetra pak 方式을 이용 

함으로써 똑같은 温度에서 3〜4個月의 保存이 可能하 

게 되었다.

우키 나라에서는 Tetra pak方法을 利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Cold chain組織이 未備한 

장소에서는 市乳의 普及을 위하여 이 를 이용하는 것이 

有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市販되고 있는 粉乳는 450gr Can에，煉乳는

各種 酪農製品의 保存期間

種 類 保存條件 保存壽命

市 乳 5 〜10°C 3〜4日

Tetra pak 市乳 5-10℃ 3〜4個月

無糖煉乳 10〜15。C 1年
加糖煉乳 10〜15°C 1年
全脂粉乳 10—15℃ 6〜10個月

脫脂粉乳 10〜15°C 10個月

調—製.；粉.乳 15〜18。C .1年6個月

醱 蒔 乳 5—10℃ 3〜4個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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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gr Can에 充塡되어 販賣되고 있다.

이러한 製品은 어느 乳加工場에서 생산하던 간에 그 

規格이 일정하며, 脫脂粉乳는 폴리에틸렌 필름에 1,0 
OOgr씩 담겨져 市販되고 있는 실정이다.

F.A. Pain氏는「Fundamental of packing」에 서 “包 

裝은 販賣하기 위하여 準備하는 商品의 藝術이며, 科 

學이며, 技術이라”고 하였거니와 현재의 우리 나라 機 

械設備로 미루어보아 容器 Size의 變化 等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容器의 디자인 및 色彩 等은 多樣하게 

構想하여 質的인 多樣化를 초래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이 다.

日本의 경우에서는 최근에 Can의 불편을 除去하기 

위하여 폴리에 틸렌 알루미늄 및 종이 등으로 만든 3重箱 

子가 粉乳의 包裝으로 출현하여 많은 편리 를 提供해 주 

고 있는데 , 우리 나라에서도 이 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 

는것이 다

이는 消質者의 慾求變化가 현저해짐에 따라 包裝의 

變化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包裝은 競爭企業에 勝利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三. 商標政策 및 마아케팅 經路

1)商標政策

America끄 Marketing Association (A.M.A.)에 서는 

商標란 企業이 販賣 또는 提供하는 商品내 지 서어비 

스에 관하여 다튼 競爭企業의 商品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品名, 名稱, 象徵, 디자인 및 이것들의 結合 

體라고 定義하였다.

이렇게 볼 때 商標란 一般的으로 文字, 圖形, 記號 

또는 이것들의 結合 또는 色彩 等을 結合시켜 영업적 

으로 商品을 生產, 加工, 證明에 關하여 사용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商標는 Brand, Brand name, Trade mark와 

同意語로 사용되고 있는데 , 엄 밀히 말하면 Brand name 
이 란 Brand라는 單語로서 표현된 商標의 一部分으로 

서 消費者, 販賣業者 및 製造業者가 製品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商標는 消費者의 購買行動을 불려 일으킬 수 

있도록 부르기 좋고 象徵的이어 야 理想的인 商標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自社의 製品을 販賣競爭에서 他社 

의 製品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商標는 커다란 역할을 

하며 , 특히 食品에 서 는 신용있는 商凛를 요구하는 것 은 

消費者의 입장에서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生產, 販賣되고 있는 市乳의 경 

우, 不透明한 瓶올 사용함으로 印刷되어 있는 商標를 

識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市乳가 獨占的인 상태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企業集 

團으로서의 消費者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 다.

粉乳와 煉乳의 경우에 서는 현재 Can으로 生產되 기 

때 문에 有標化가 가능하여 最終消費者들이 識別하기 

容易하지만 製品을 多樣化할 때에는 現 商標의 名稱으 

로는 多小의 混亂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對한 사전 준비를 허야 한다•

2) 마아케팅 經路

一般的으로 商品이 生產者로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過程上의 經路를 마아케팅經路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消費財, 農產物, 水產物 또는 生產材에 따라 各各 差 

異가 있다.

農產物의 마아케 팅 經路는 歷史的으로 自 然發生的으 

로 形成된 特定市場으로서 대개의 경우, 이러한 市場 

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流通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 미에 서 農業이 지 닌 生產形態의 特殊性과 

農作物 自體의 特殊性은 工產品의 마아케팅，經路와 

는 判異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農產物의 流通은 무엇보다도 먼저 蒐集組織이 必要 

하며 不安定한 供給에 따르는 諸危險을 負擔하는 中間 

市場組織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 나, 乳製品와，경우에 있어 서는蒐集組織은 필요 

로 하나 製品의 月別 供給의 차이가 極甚하지 않아 中 

間市場組織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乳製品의 主要 流通段階는 一般的으로 集乳 

處理 및 分配의 三段階로 區別되고 있다•

우선 集乳組織을 살펴 보면, 農場에서 생산된 牛乳 

는 Milk can에 담겨져 곧 乳處理場에 운반되며 나머 

지 生產者는 自體의 輸送手段을 이용하여 納乳되고 있 

는 실정 이 다.

牛乳는 腐敗하기 쉬운 관계로 遠距離輸送이 보통 트 

럭으로는 곤란하며 特殊冷凍車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變質 關係上 貯藏을 위하여는 集乳所라는 牛乳 

冷却貯藏施設이 필요하게 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는 成歡酪農場에서 운영하고 있는 集乳所가 唯一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리하여 生產된 牛乳를 各 酪農場에서는 天然的인 

貯藏方式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牛乳 生產 

者에게 不合格量을 增加시켜 逆으로 損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冷却施設을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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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日內에 具備함이 요구되고 있다.

.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市乳의 보급은 그 腐敗性으로 

因하여 一部地域에 局限되어 있으며, 全地域을 상대로 

하여 乳製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市乳의 流通狀况을 서울 牛乳組合을 中心으로 살펴 

보면, 이 組合은 市乳市場에서 최대의 供給者이며, 生產 

된 製品의 97%가 配達員에 의해서 流通되고 있고, 

나머지 3%는 實需要者가 直接 生產者로부터 騁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生產된 市乳의 2%가 製菓工場이라는 生產業 

體로 供給되고 나머 지 는 全部 一般消費者가 消費財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配達員制度는 市乳의 消費者側 

에서 살펴 보면 牛乳의 配達時間이 生產者 為主로 결정 

되어 있으며 , 市乳의 購入場所도 配達員에 의 하여 限定 

되어 있다.

또한 配達된 市乳를 우리 나라의 各 家庭에서는 대 

부분 冷藏施設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므로 長時間 保存 

하지 못하는 問題點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市乳의 15% 程度가 茶房이 나 製菓店을 통하여 

消費者가 사용하고 있으나 이 곳에서 販賣하고 있는 市 

乳는 家庭에서의 價格보다 3〜5倍로 高價이므로 一般 

消費者의 乳製品利用을 상당히 沮害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를 除去하여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서는 市乳의 流 

通構造를 再檢討하여 流通 Cost를 節減하여야 할 것이 

다

美國의 市乳 마아케팅 經路를 살펴 보면 크게 大別하 

여 2種이 있다.

하나는 消費者에게 配達하는 形式이고 다른 하나는 

食品店까지 配達하여 消費者가 이곳에서 직접 購入하 

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市乳價格의 1/3〜2/3 程度가 生產者에서 

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過程에서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流通 cost의 過多로 因하여 美國에서 

도 家庭配逹보다는 外部購入에 依存하는 率이 增加하 

고 一回의 睛入量이 多量이 라는 點이 다.

결과적으로 冷藏施設만 設備듸어 있으면 關係가 없 

겠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未備에 그 問 

題點이 있는 것이다.

한편 粉乳와 煉乳의 마아케팅經路는 乳製品會社間에 

一定한 差異가 있다.

서울 牛乳組合에서 生產, 販賣듸고 있는 粉乳와 煉 

乳는 販賣代理店을 通하여 流通되고 있다.

이 販賣代理店에서는 製筋乳와 煉乳의 1%가 製菓工 

場으로 販賣되며, 58%는 都散賣商에 그리고 30%는 

直接小賣商으로 販賣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리고 都賣商에 있는 58%의 乳製品 中 29%는 직 접 

消費者에게, 29%는 小賣商을 通過하여 消費者에 供給 

되고 있다.

이러한 面에서 살펴 볼 때, 粉乳와煉乳의 마아케팅 

經路는 상당히 복잡하며 그 中間過程이 너무 많은 것 

°1 사실이다.

其他 乳製品會【土에서는 서울牛乳組合에서와 같은 販 

賣代理店이 그나마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天安에 所在하고 있 는 南陽乳業（株）의 製品인 南陽粉 

乳의 경우엔 生產者로부터 98%의 製品이 都散賣商인 

特約店에 販賣되며 나머지는 製菓工場에 1%, 最終消 

費者에게 各各 1%씩 販賣하고 있다.

여기에서 都散賣商은 직접 消費者를 상대로 賣買하 

고 있으며, 小賣商을 거쳐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것은 

全體의 10%에 不過한 실정이다.

總體的으로는 流通 Cost를 節減하여 需要增大를 가 

져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마아케팅經路의 短 

縮과 함께 乳加工場의 大規模化가 促進되어 야 하는 것 

이 다.

서울牛乳組合의 市乳 마아케팅 經路

南陽乳業（株）의 粉乳 마아케팅 經路

四. 酪農製品의 마아케탕 改善策

前項에서 酪農製品의 製品計劃, 包裝政策, 商標政策 

및 마아케팅 經路 實態를 分析하여 보았거니와 이들 

• 5 0-



要素들은 相互補完的이어야만 效果的으로 마아케팅 活 

動을 遂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實態分析울 중심으로 酪農製品 마아케팅의 

改善方向은 消費者市場 調査 活動의 强化, 科學的인 

商品化計劃」, 流通體系의 確立, 集乳所 設備의 增設 및 

生產費 節減을 중심으로 進展듸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消費者市場 調査活動의 강화는 아직까지 乳 

製品에 對한 認識이 부족하고 食生活의 관습이 乳製品 

을 拒否하고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는 市場狀况을 正確 

히 파악하여 科學的인 調査方法을 動員하여 乳製品市 

場에 有利한 方策을 사용함이 중요한 것이 다.

둘째로는 製品計劃, 包裝技術 및 製品의 多樣化를 

期하여 科學的인 商品化計劃下에 販賣促進을 施行하여 

야 할 것이다.

세째로 流通體系의 確立은 各種 流通段階의 流通 

Cost를 適正化하여 消費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아케팅의 整備 및 短縮이 필요하게 된다.

特히 市乳는 配達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므로 消費 

者가 자유로이 購入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小賣 

하는 場所가 大幅增設되어 낮은 價格으로 利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네째로는 變質의 憂慮가 많은 牛乳는 특별한 貯藏施 

設이 없는 限 乳業社로부터 멀리 떨어져 酪農을 經營 

할 수 없으므로 集乳所의 設備가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與件에서는 集乳所의 增設이 不 

可避한 실정에 處하여 있다.

다섯째로는 牛乳의 生產費節減問題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酪農經營은 都市를 중심으로 하여 

營爲되어 왔으므로 이곳에서는 土地의 制限으로 草地 

를 造成하지 못함으로 因하여 購入飼料의 依存率이 상 

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를 위허서는 廣大한 草地가 필 

요하게 되며, 結果的으로는 牛乳의 生產費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問題解決이 요구됨은 물론이 

다.

五.結 言

우리 나라에서 乳牛가 도입되어 酪農을 經營한 時期 

와 乳加工場이 設置되어 乳製品이 生產, 販賣된 歷史 

는 비록 短期間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相當量의 乳製品 

올 消費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 다.

이러한 乳製品이 食生活上 중요한 부문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牛乳 自體가 모든 營養分을 구비한 完全食品 

이라는 것에 基因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消費者에 對한 乳製品의 認認은 마아케 

팅 활동을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遂行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問題點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

앞으로 食糧構造改善으로 因하여 各種 乳製品의 消 

費패 턴도 變化를 가져올 것이므로 從來의 微視的인 태 

도를 버 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效率的인 商品化對策과 

流通體制의 合理化를 위하여 마아케팅 活動을 强化하 

여 야하는 것 이 다.

따라서 生產指向的인 販賣에서 消費指向的인 販賣禮 

系가 可能할 때에만 乳製品의 大量消費가 實現되는 것 

이 다.

徹底한 品質管理로서 乳製品의 商品性올 높이고 消 

費者의 信賴度를 높임으로서 市場을 擴大힐 必要性으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販賣促進을 통하여 마아케팅 활동을 效率的 

으로 遂行할 때 엔 우리 나라 乳製品도 消費者市場에서 

人氣商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포장개선은
<

수출증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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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上세 미나

木刻工藝(下)
J

元 木

c) 병 (Bottle)

1) 소금 후추 攬亂器(Salt & pepper shaker)

구미 각국에서 需要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品目이므로 輸出의 展望이 밝다. 그러므로 市場 

만 개척해 나가면 多量輸出도 可•能하리 라고 본 

다. 재질은 보울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겠 

으나, 이 재 질 선택 이 이 제 품의 가장 중요한 포 

인트이다• 가공하는 방법은 外國에서는 대부분 

旋盤으로 깎아내는 제품방식 이 다.

윗부분에 흔들어 뿌리면 소금, 후추가 나오는 

구멍을 뚫고 밑바닥에는 콜크와 같은 것을 끼워 

넣어 소금, 후추를 담아 쓸 수 있는 기구의 2개 

를 한 세트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산의 

예이다. 크기는 대개 작은것으로는，lin, h2-Lin 
로부터 큰 것으로는 幽寻n, hlOin에까지 대형 

의 것도 만들 수 있고 실제 해외시장에 나돌고 

있는 제품은 다양하다. 가장 흔히 있는 치수로 

서는 p2in, h5in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제품 

의 크기에 變化가 있는 것은 이 제품이 물론 실 

용적 인 제 품이 긴 하지 만 장식 물로서 도 아주 훌 

륭한 것이어서 식탁의 분위기에 맞추어 놓는 취 

미적인 경향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텋기 

때 문에 , 수출先의 소비 자 기호에 맞추어 意匠 변 

화도 다양스컵게 생각할 수 있다.

또 페퍼 밀(Pepper mill : 후추 분쇄 기)라고 하 

는 소형 그라인더를 부착시킨 것이 단품 혹은 세 

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산이 상 

당한 시장을 점하고 있으나 재질을 잘 선택하면 

희망이 있는 품목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금속제 

를 쓰고 또, 이 기구로 후추가루 뿐 아니고 고 

추, 생 강, 마늘, 깨 등등 만능기구로 쓰이 고 있 

지만, 외국의 예로 보면 이것도 역시 취미성이 

강한 제품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의장이나 

채 색면에서 신중한 고려 가 필요하다.

요컨대, 이것은 조미료를 갈아내는 즉시 식품 

에 뿌려 쓸 수 있게 만든 연장이기 때문에 손으 

로 잡기 쉽고 손 바닥에 꽉 들어맞는 치수 猥in 
정도가 알맞는 것으로 생각되며, 높이는 세트로 

쓸 경우를 고려해서 소금을 넣는 것과 맞춘다• 

또한 고추가루와 겨자를 넣는 그릇과 소금, 후 

추를 담는 그릇의 3개를 한 세트로 맞추어 쟁반 

등에 얹어 놓는 형식의 것도 있다.

2) 에그 컵 (Egg cup)

우리 나라에 서 는 플라스틱 제로 더러 볼 수도 

있고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수출품으로 

는 생 각해 볼만한 품목이다. 반숙한 달걀을 담 

아서 식탁에 내 놓을 수 있는 것인데, 單品 또는 

2〜6개 정도의 세트로 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노 

린 것도 만들 수 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품이건 세트이건 간에 유머러스 

한 意匠을 써서 만든 것과 단순하고 소박한 디 

자인으로 만든 것이 있다. 높이는 2〜3in 정도 

이다.

d)板(Board)

우리 나라에 서 도마는 생 활 필수품이 지 만 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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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 한 때 럭키제품으로 위 

생도마라는 이름을 붙여 나무 이외의 재료로 만 

들어 낸 도마도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의 수요 

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역시 식품올 자 

르는 맛은 나무판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듯하다. 앞으로 목공소가 세계적인 추세로 인간 

회복의 붐을 타고서 특별히 디자인된 나무제품 

인 도마가 세계적으로 풍미할 수 있을는지 모른 

다• 어쨌든 식품을 자를 때 칼 같은 연장을 상 

하지 않게 하고 잘 잘라지는 맛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木製의 도마가 최고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나라의 만능도마와 달라 

외국에서는 종류가 여 러 가지 있다.

주방에서 調理專門으로 쓰는 도마(Chopping 
block), 육수나 고기즙을 모을 수 있는 골을 S- 

면에 판 고기 써 는 板(Carving board)과 같은 것 

이외에도 빵, 햄,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을 자르 

기 위한 切板(Cutting board)도 있다. 손잡이를 

달아서 부엌에 걸어 두면 액세설리로서의 효과 

도 낼 수 있는 취미적 장식품으로 윤곽을 잡으 

면 퍽 좋을 듯하다. 또 고급품으로 식탁에서 직 

접 主役으로 쓸 수 있는 티크제와 같은 것도 생 

각 할 수 있다.

크기는 도마의 경우는 wllin hl-^in L17-11 
in, 고기 베어내 는 판은 W12〜14in h-|in L19= 
〜22 in, 빵, 치즈 베어 내 는 판 W7in h?in L1 纥 

〜10in이것을 大 • 中 • 小로 나누어 한 세트로 

만들어 시판되고 있는 것도 많다. 이상에서 몇 

가지 예로 든 것 외에 지금 해외 시장에서 잘 

갈리고 있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 더 들어 본 

다.

e) 식탁, 부엌용 목제품

1) 얼음 담는 그릇(Ice bucket)

成型合板이 나 또는 통나무를 파서 加工하여 

만든다. 內裝으로는 금속이 나 플라스틱 을 쓰고 

外裝과의 사이에 는 斷熱材를 넣는다. 치수는 大 

型의 것으로 叫_ hlO〜12in

2) 스파이스 래크(Spice rack)

부엌에 장치된 장이나 시렁과 같은 것과는 별 

도로 향신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달아 매는 선 

반이다 各種 香辛料를 01^inh4in 정도의 유리 

용기에 넣어서 손쉽게 넣고 낼 수 있도록 가지 

런히 놓는다. 안쪽 길이 3〜5in 정도의 그 다지 

깊 지 않은 부엌용으로 만들고 고리 를 달아서 걸 

수 있게 한다• 큰 型으로는 W16；in hl8yin 정 

도의 것도 만들 수 있고, 장식으로 조각을 쓰면 

가구로서도 일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해 

외에서 그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품종이 

므로 디자인에 유의하면 다량으로 제작이 가능 

하다.

다음에 아마추어를 위한 基礎的인 작품으로 

몇 가지 덧붙여 그 圖案, 파는 법, 칠하는 법을 

말해 보고자 한다.

箱 子

아마추어에게는 좀 어려운 물건이지만 보석상 

자는 지금 輸出品으로도 유망하고 집에서 쓴다 

고 해도 반지나 시계, 트럼프나 화투 등을 넣든 

지 하면 좋을 것이다.

圖案

도안을 간단한 것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圖案이 결정되면 이것을 보고 그릴 수 있 

는 사람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릴 수 없는 

사람은 트레싱페이퍼에 진한 연필로 옮겨 그린 

다• 그것을 작품 위에 뒤집어 조금 단단한 연 

필로 세게 문지르면 자국이 나므로 트레싱페이 

퍼를 떼고 희미하게 옮겨진 자국을 따라 연필로 

다시 그란.다. 묵사지가 있다면 트레싱페이퍼 밑 

에 대고 그리면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다.

카본페이퍼를 이용해도 좋지만 재질을 살려 

제품을 만들든가 횐 것은 나중에 다시 깎아 내 

든가 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것이다.

또한 對象이 되는 圖案은 作品에도 중심선을 

그리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 위 아래 

의 여백에도 주의해서 반드시 알맞는 곳에 그리 

도록 하여야 한다.

파는 법

圖案이 그려지면 파기 시작한다. 우선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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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莖）나 잎（葉）이나 열매（實）를 浮彫하기 위해서 

는 줄기에서 나누어 끊어 나간다. 반대로 끊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 되도록 한 번에 깊이 

파고 줄기의 부드러운 曲線을 내도록 하고 바위 

덩이 같은 울퉁불퉁한 線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둘레를 끊어 내는 것이 전부끝 

이 나면, 한 쪽을 끊어 파내는 방식（片切彫）으로 

끊은 선에 서 파 낸다. 이 끊어 파 낸 곳의 傾斜 

의 깊이는 작품의 크기라든지 圖案에 따라서 다 

르겠지만 小品이면 1.5mm 이 내가 좋을 듯하다• 

（그림 1,4참조）

우묵한 구멍 쪽은 조금 깊이 파도록 한다. 이 

것은 파낸 작품이 잘 정돈된 것으로 보이게 하 

기 위한 중요한 요령이다. 또 印刀가 구석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칼을 뒤집어서 밀어 내는 

기분으로 구석을 파내면 된다.

분할을 했을 때에 너무 얕게 잡아 따 내지지 

않는 곳이 생길지도 모른다. 따지지 않으면 무리 

하게 따 낼려고 하지 말고 다시 그 부분을 분할 

하여 끊어 파면 쉽 게 된다. 이 작업（한 쪽 끊어 

파기）이 끝나면 둥근 칼로 결의 자국내기를 한 

다. 편편한 칼 보다는 둥근 칼이 쓰기 쉽다• 숙 

련된 사람이면 분할한 다음에 곧 둥근 칼을 써 

서 한 쪽을 끊어 파는 작업을 뺄 수도 있겠으나 

상자의 나무결을 잘 보아서 이것과 직각이 되게 

칼을 써서 칼의 흔적이 둥근 모양이 되게 한다. 

圖案의 둘레는 하기 어렵지만 그림 2와 같이 하 

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편이 따내기 쉬 

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잎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림 3과 같은 방법으 

로 하나씩 건너서 칼질을 한 번씩 하게 되며 후 

광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림 4와 같이 될 

것이다.

잎의 잎맥이나 열매가 나뉘는 선은 이런 경우 

모양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평범한 골파기로 끝 

낸다. 이 경우의 깊이는 1mm 이내가 좋은 것 

이다.

이것으로 파기를 일단 끝낸 것이 되지만 사포 

（페이퍼）를 쓰지 아니하여도 좋을 정도까지 칼 

로 손질을 마쳐야 한다.

초보인 사람에게는 대개 사포로 문지르는 완 

성법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많다• 그 

러나 사포를 쓰는 곳은 진한 부분과의 구분을 

위해서 혹은 상처가 난 경우에 쓰는 것이지 함 

부로 조각을 한 곳에 쓰게 되면 공들여 판 조각 

미 가 둔감해진다. 그러 므로, 꼭 필요한 경 우에 만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사포를 쓰고 난 후 

에 는 반드시 입바람으로 깨 끗하게 불어 낸 후에 

칼질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포에서 나 

온 유리가루가 칼날을 못쓰게 만든다.

匸） 칠하기

여 기 에 만든 상자가 반지 • 팔찌 • 귀 고리 등등 

을 넣는 상자라고 하자. 그러므로, 물에 대한 

배려는 필요 없겠으므로 彩色칠이나 검은 니스 

冯이 좋올 듯하다. 검은 니스철이라면 은근한 

멋이 있는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선반이나 책 

상의 좋은 악센트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밑칠을 

한다. 상자 종류는 대개 아교로 붙인 경우가 많 

으므로 너무 물기가 많게 칠하면 아교가 떠 서 

흩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한쪽 면부터 칠하면서 

닦아 내고 칠하면 또 닦아 내고 하여 물기가 잘 

마를 때까지 문질러서 着色시킨다.

이것은 재료의 주황색 （물을 넣어 불에 녹여 

끓인 것）을 칠하는 데, 소량의 크림 숫돌 가루 

를 넣어서 칠하면 얼룩이 지지 않아 좋다. 다 

칠하면 말리는데, 너무 진하게 칠했다고 생각되 

면 물이 묻은 헝겁으로 문질르면 된다.

다음에는 먹물이든 검은 染料이든 수채화 그 

림 물감이 든 아무 것 이 라도 좋지 만 가는 붓으로 

（그림 5） 줄기와 잎과 열매 위를 칠한다. 잎맥 

도 완전히 덮어 칠한다.

이 경우 圖案의 윗면은 검게 칠하지만, A와 

C의 면도 칠할 수만 있다면 퍽 이 상적일 것 이 

다. 그러나, 실제 작업으로는 퍽 어려운 일이므 

로 그림과 같이 A와 C의 면에 약간 걸칠 정도 

로도 족하다.

이 작업이 끝나고 마르면 랙카니스를 전면에 

칠한다.

마른 후에 다시 한 번 칠한다. 그런데 첫번째 

에는 오목한 곳에도 칠할 필요가 있지만 두번째 

에는 칠할필요가 없다. 두번째 칠한 칠이 마르면 

다음에는 가루 뿌리기에 들어간다. 캐슈（Cashe- 
w, 짙은 홍색이나 주홍색）를 10〜20%의 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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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핀에 섞어서 （너무 옅게 타면 기름이 가루를 

흡수해버려 몇 번이고 가루를 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칠하고, 테레핀油 （석유라도 좋다）를 적 

신 헝겊으로 닦아 낸다. 옴폭한 곳에는 조금쯤 

캐亨가 남아 있어도 된다.

캐슈가 마르기 전에 곧 少量의 붉은 색이 돋 

는 가루（붉은색의 숫돌가루와 소나무 꽃닢 가루 

를 조금 섞 어 서 ）를 오목한 .곳에 까지 도 충분히 

뿌린 후 천에 솜을 싸서 둥글게 만든 것으로 그 

가루를 닦아 낸다. 표면에 칠한 가루가 충분히 

닦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헝겊 속에 든 솜에 테 

레핀油를 적셔서 닦아내면 된다. 이 경우, 패인 

곳의 가루는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작업을 

다시 되풀이 한다. 그것이 끝나면 천에 솜을 

싸서 둥글게 만든 것에 니스를 적서 （다른 판자 

위에서 일단 두들기기 좋게 니스를 적신 후에） 

가볍게 문지르는 것처럼 하여 겉에 니스를 바른 

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지만 먹의 부분을 아 

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칠을 한다.

己） 손가락칠

이 방법은 細部의 칠을 할 경우, 다른 곳에는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 이것은 붓으로 

豈하면 塗料가 너무 많이 묻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오른쪽 인지에 두 겹 

으로 싸맨 헝겊이 손가락 끝에서 구김살이 지지 

않게 왼쪽 손으로 꽉 잡아당겨서 감고 오른손으 

로 남은 헝겊을 쥔다.

이 손가락 끝에 캐 슈의 먹（10%의 테레 핀油를 

섞은 것）을 묻혀서 다른 판자 위에서 두들겨 

잘 스며들게 한 후에 줄기나 잎파리나 열매 위 

를 문절러 댄다.

마지막에 상자류의 칠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뚜껑과 알맹이 상자가 맞는 곳에 니스 

를 찰.할 때는 주의하여 니스의 두께 때문에 뚜 

껑이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된다.

그것은 처음에 아주 깎아 버리거나 사포로 얇 

게 만들거나, 니스를 한번 바른 후에 마지막에 

木精으로 닦아 내는 방법도 있다.

裝身具

브로우치 （Brooch） 등 장신구 종류는 대부분 



두께 1〜1.2mm 정도의 나무이면 만들 수가 있 

다. 향나무, 피나무, 티크를 쓸 수 있지만 지금 

국내 수요품을 보면 거 의 피나무를 쓰고 있고， 

수출품도 일부 향나무를 쓰고 있지만 피*무에 

채색을 하면 좋을 것같다. 색갈은 횐색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나무결을 살 

려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쇠고리를 붙일 

때는 특히 끼우는 부분을 붙이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제 일 가는 사포(Sand paper)로 잘 닦고 

닦은 후에 는 사포의 가루가 남지 않게 해야 한 

다.

a) 둥근 브로우치

나무 켜기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나무에 미 리 圖案을 그려 넣고 그에 따라 실톱 

으로 윤곽을 따라 켜 나간 후에 , 그것을 칼로 깎 

아 내서 모양을 일단 만들고; 다시 칼질하여 모 

양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음에 는 둥근 모 

양을 먼저 만든다• 즉, 나무에 콤파스로 원형 을 

그려 그것을 실톱으로 자른다. 이 경우에는 완 

전한 둥근 모양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사포 60번 쯤을 편편하게 놓고 그림 9 
와 같이 돌리면서 문지르면 간단하게 되지만, 

한두번 문지르면 보고 또 한두번 문지르면 보고 

해야 조잡해 지지 않는다. 특히, 너무 많이 문 

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처음에 톱질했을 

경우 잘 되지 않았으면 칼로 밀어 깎는 방법으 

로 깎아 내면 좋을 것이다.

둥근 모양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겉올 깎아서 

모난 곳을 따낸다. 그래 서 그 면을 차츰 둥글게 

한 다음, 사포로 문질러서 엷은 만두 모양으로 

만든다. 마지 막에 사포 400번쯤으로 곱게 다듬는 

다.

1-) 파는 법 ①

圖案에 따라 수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기에 

서는 단지를 파 보자 •

먼저 완성된 둥근 모양의 나무 재료의 윗면에 

중심선을 긋고 미리 준비된 단지를 그린다，

이 렇게 간단하고 작은 것은 되도록 모양을 내 

지 않고 파는 편이 좋겠다. 주의할 일은 세모난

丄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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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한 칼에 같은 굵기로 파야 할 일이다.

백은 2分 平刀로 돌결로 파 낸다.

匸） 칠하기

밑칠은 횐색의 숫돌가루로 칠하고 헝겊으로 

문질러서 餘分의 숫돌가루는 닦아 낸다.

마른 후에 塗科 등으로 着色을 시킨다. 이 착 

색의 경우에는 明色（흰색이나 황색은 되도록 

피하고, 주황이나 황토색, 연록색을 쓰는 편이 

좋을 것이다） 寒色과 暖色과의 배색에는 주의하 

여 반드시 교대로 배열하도록 한다. 색갈 배합 

의 효과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색갈과 색갈 사이 

에 진한 회색계통을 칠하도록 한다. 칠은 택커 

나 색이 있는 캐슈를 칠하면 透明塗料가 필요 

없다.

주의할 일은 파 낸 곳에 가루를 충분히 뿌려 

넣는 일이다. 숫돌가루는 크림색올 택해서 돌결 

로 파 낸 곳에도 엷게 가루가 들어 가고, 돌결 

의 나온부분이 나무 색 갈로 빛 이 나도록 해 야 

한다. 단지의 주된 부분의 색갈은 다시 한번 작 

은 붓으로 그 색갈의 캐슈를 칠하면 정돈이 잘 

된다.

己） 파는 법 ②

다음에 는 둥근 칼로 비 늘무늬 파는 법올 알아 

본다.

둥근 칼로 파는 비늘무늬 파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올 뒤섞어 나란히 놓은 것으로, 궁리 

해서 만들면 퍽 재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보 

통 둥근 칼이나 세모 칼은 한 자욱 한 칼을 넣 

으면 곧 파 낸 흔적이 넓게 나타나므로 파 냈다 

는 느낌을 제빨리 감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직업적인 사람은 경시하는 경향도 있으 

나, 이것을 써서 아름다운 것을 빨리 만들어 즐 

길 수도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그림 10과 같이 재료의 나무판 위에 6m 
m 정도의 사이를 두고 두 개로 칸을 나눈다. 이 

것은 꼭 6mm가 아니고 좁아도 넓어도 좋은 것 

이고, 그때 그때 달라져도 물론 된다.

그림 10은 비늘무늬의 기본형이며, 이러한 기 

본형을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뒤섞어서 파면 된 

다. （D은 위의 가로선에 직 각이 되게 둥근 칼 

로 판 것이고, （2）는 2分의 둥근 칼로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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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칼날의 표면을 위로 하여 아래위의 선에 걸 

치게끔 넣어 왼쪽에서 비스듬히 같은 칼로 깎은 

것이다.

이 경우, 두 줄기의 선에 걸쳐서 둥근 칼을 

쓸 경우에는 나무판에 직각이 되게 칼질을 해서 

는 안 된다. (다만 구멍 파는 송곳칼의 경우는 

수직으로 쓴다) 圖案의 오른쪽으로 눕혀서 쓰는 

것으로, 칼만을 한 번 회전시켜 칼의 표면을 위 

로 하고, 선에 걸치게 칼을 넣어 좌우로 두세번 

굽혀 누르면 들어 간다. (3)은 (2)와 같은 방법 

인데, 1分의 둥근 칼을 써서 두 개를 나란히 판 

것이다. (4)는 1分의 둥근 칼로 넣은 것을 반절 

씩 S字形으로 칼질하여 깎아 낸 것도 반씩 반 

대로 한 것이다. (5)는 선과 선과의 중심에 印 

7J 또는 平刀를 선과 평행이 되게 수직으로 찔 

러 넣어 둥근 칼로 양쪽에서 따 낸 것이다. (6) 
은 선 사이를 모로 된 둥근 칼로 깎아 낸 것이 

다. (7)은 세모칼 또는 印刀로 파 낸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으로만 뒤섞어 판다 하여 

도 실제의 제품은 퍽 복잡한 것이 만들어진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재미 있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 가령 이름을 붙여 불 

러 보기로 한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배합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주의할 일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만들 

어서 엇갈리게 놓아야 한다. 높은 곳 만으로는 

눈에 들지 않을 것이며, 낮은 곳만 있어도 희미 

한 것이 되고 만다(그림 12 참조).

그림 12에서는 바깥쪽으로부터 둥근칼자국 

의 列의 다음은 S字, 물결, 제비, 十字의 차례 

로 되어 있다.

높은 곳은 S字와 제비이다. 둥근 칼의 列과 

물결과 十字가 낮은 곳이 되어 있다•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 낮은 곳, 이렇게 교대로 있 

어야만 圖案의 하나 하나가 서로 서로 방해함이 

없이 보기 좋게 열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하기 위해 좋은 것이 무 

엇이냐 하면, 검은 곳이 많은 것이고, 특히 모 

서리가 검은 편이 좋다. 또, 반대로 낮은 곳은 

흰 곳이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낮은 곳을 파는 경우에는 자욱을 분할하면 

서 곧 바로 한 칼에 파 내어야 좋다.

분할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높은 

곳에 서서 오른팔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할하는 일 

이 끝이 나면 처음부터 낮은 곳을 파지 말고 먼 

저 낮은 곳의 양쪽을 파 낸 후에 낮은 곳올 보 

다 깊게 보이게 하고서 물결이든 十字이든 파는 

것이 좋다.

口) 칠하기

전체에 색을 칠하고 닦아 낸 후에 800번 정도 

의 사포로 약간 문지르고, 원래의 나무색갈이 

나오도록 하면 선에만 색갈이 들게 된다. 또 재 

료(계수 나무라든지 박달나무)에 따라서는 크리 

어 래커나 네오 크리어를 칠한 후에 캐슈로 圖 

案만을 채색하는 방법도 좋고, 가루를 뿌리는 

것도 좋다.

b) 자유 변형 브로우치

1) 재 료

이 변형 브로우치는 실톱으로 두께 1.2mm 정 

도의 나무판을 자유로운 모양으로 끊어 서 모서 

리를 따 내거나 혹은 어떤 곳은 모서리를 그대 

로 살려서 재미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데 

에 포인트가 있다. 이 때에 중요한 일은 나무의 

결에 주의해야 할 일이며, 곧 부러지는 곳을 켜 

서는 안 된다. 그림 13의 A와 같이 나무결을 

잡으면 곧 부러지게 된다. 반드시 그림 13의 B 
와 같이 나무결을 잡아야 된다.

파는 법

회양목 같은 것은 이 재료로서 아주 좋다. 가 

령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라면, 線彫의 

圖案으로 그 선을 약간 깊은 둣하게 파 낸다.

匚) 칠하기

밑칠로 솔나무 꽃가루나 숫돌가루를 칠하는 

것이 번잡하면, 검은 캐슈(다른 색갈이라도 무 

방하지만)를 다섯 번 정도를(흰색의 테레핀油로 

녹이지 않은 그대로의 것) 얼룩이 지지 않게 바 

른다. 다음에 덧칠을 하는데, 흰색 테레핀油틀 

분량을 많이하여 옅은 진한 붉은색 (혹은 다른 

색)을 칠하고, 곧 말라 붙기 전에 다른 새 잎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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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자유 '暇義

亠림 자母변헝 曙早I 作彳叫

（혹은 다른 색 갈）을 떨구어서 입 바람으로 불어 

홑어지게 하면 취미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채색이 마른 후에 짚으로 닦아서 광을 낸다.

C）기타 각종

다음에 몇 가지 더 알아 본다.

젊은이나 어린이에게 알맞는 귀여운 것을 간 

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모양을 

따기도 다듬기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고, 대량 

생산이 아니면 실톱이 없어도 손으로 깎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이 브로우치 종류는 배색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1） 동물

이 런 종류의 브로우치 라 할지 라도 모양만 실 

톱으로 끊어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손쉬운 것 

•이다.

처음으로 칼을 잡는 사람일지라도 1시간이 면 

충분하고, 숙련이 되면 10분이면 된다. 가령, 

토끼나 염소, 혹은 새 종류도 채색을 하여 （빨 

강 한 색이라도） 오버 코오트의 깃 등에 달면 

아주 귀여운 장신구가 될 것이다.

L-） 신발류

특히, 장화와 같은 것을 택해서 장화속이 정 

면에서 보이 게끔 비 스듬하게 깎아 내고, 동체 

부분의 주름 모양에 주의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다. 주름을 팔 때에는 둥근 칼 2分 짜리를 

쓰도록 한다.

匚） 우산류

처 음에 앞면과 뒷 면에다 똑 같은 수직 선올 치 

고, 거기에다 가로로 선을 요소요소에 치도록 

한다. 앞면에 친 선은 깎으면 없어지지만 뒷면 

의 것은 마지막까지 남겨 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잡이와 끝이 엇갈려서 학 쪽만 큰 우 

산이 되기 쉽다. 우산 자루가 중심선이 되어서 

좌우가 똑같은 정확한 우산을 만들도록 한다.

己） 식물류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의 

종류인지도 모른다. 이 경우는 주로 스케치한 

것같은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소재의 선택 

에 따라서 두께 6mm 정도의 판자로 톱질할 것 

없이 제작이 가능한 것도 많다.

가령, 은행잎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잎파리는 자루가 길고 가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루를 나무의 결과 평행이 되게 잡아야 

한다.

잎파리는 처음에 얕은 둥근 칼 3分짜리로 대 

체적인 起伏을 낸 다음에 1分짜리 둥근 칼로 잎 

의 끝에 서 자루쪽을 향해 서 파되 밑 부분 가까이 

는 얕게 띄운다. 둥근 칼로 깎을 경우에는 도중 

에서 끊기지 않게 판다. 일단 끊었다가 이어 파 

면 표고 뒷모양과 같이 되고 만다. 파는 요령은 

처음에 잎을 2등분 하고 잎파리 끝의 중심에서 

밑부분에 한 칼 넣고, 다음에 4등분, 8등분, 16 
등분하는 방법으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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髭■疆
마아케팅 및 廣吿의 企劃, 製作

新價格基準表＜애드 센터 方式〉

申 寅 

湖稱精油(株)宣傳室長

------------ ＜차 례〉——

메 시 지 

新價格基準法 

解說과 使用例

1. 마아케팅'企業 部門

Q)製品企劃

C2)廣吿企劃

(3)販賣促進企劃

0)市場調査

2. PR,宣傳部門

CD PR企劃

C2)公報企劃

3. 크리에이티브 아아트 部門

CD 商品 디자인

C2) 마아크 디자인

C3) 패키지 디자인

(4) 新聞 廣吿 디자인

(5) 雜誌 廣告 디자인

C6) 業界誌(紙), 其他 新聞 廣告 디자인

C7) TV廣告企劃，臺本

(8) 라디오 廣告 企劃, 臺本

(9) 映畫 廣告 企劃, 臺本 및 디자인

CIO) CM 송 企劃 및 演出

C1D 看板 廣告 디자인

Q2) PO P 廣告 디자인

(13) 포스터 디자인

Q4) 캘린더 디자인

C15)編輯(企劃，製作)

C16) 展示 디자인

(17) 其他 디자인

Q8) 패션 디자인

Q9) 패션 쇼의 綜合企劃 및 製作

C20) 寫眞 • 일러 스트레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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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雜誌 廣吿 디자인

雜誌 廣吿 디자인은 一般 雜誌에 揭載되는 모든 廣 

吿의 디자인을 말한다.

•作業順序

1. 크리에이 티 브 체크리스트 （雜誌 廣吿를 위한 체 

크리스트）의 提出一®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購讀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政策

廣吿의 具體化 政策

廣吿文案政策

出稿 스케쥴

廣吿의 크기

其他

2. 크리에이티브 체 크리 스트의 체 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5.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 作成一⑧

6. 檢討一®

7. 아이디어 스케치 （2點 以上） 提出一®

8. 아이 디어 스케치 檢討t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決 

定一©

9. 콤프리혠시브 레이아웃 作成一⑧

10. 檢討一@

11.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⑧

12. 콤프리혠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13. 디자인 作業一®

14. 作品送稿一③

15. 製版, 印刷 段階에서의 디자인의 質的管理一®

唯價格算出法

基準 指數X商品指數X發行部數指數X會社 指數X

1萬圓+寫眞, 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 價格 基準表（B5가 基準）

基準指數
品
數 

商
指

發行部數指數

基 準 指數 萬
滿 

샟
10萬 
以上

30萬 
以上

雜誌廣吿 B 4페 이 지 3.3 1 0.8 0.9 1
A4페 이 지 3.15 1 0.8 0.9 1
B5페이지 3 1 0.8 0.9 1
A 5페 이 지 2.85 1 0.8 0.9 1
B6페이 지 2.7 1 0.8 0.9 1
A 6페 이 지 2. 55 1 0.8 0.9 1

（註） 基準이 되는 判型 以外의 基準指數는 判型이 2倍 또는 

1/2이 되는 데 따라 基準指數의 1/10을 增滅하뎌 , A列 

에서 B列로, B列에서 A列이 되는 경우에는 基準指數 

의 1/20을 增減한다.

O 寫眞料 O 일러스트레이션料

테마Q點） Color 7萬圓, 黑白 5萬圓

CutQ點）Color 1.5萬圓，黑白1萬圓

O 寫眞（네가）•일러스트레이션 讓渡料Q點） 20萬圓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 
圓以上

0.9 1 1.1

6. 業界誌（紙） 其他 新聞 廣吿 디자인

業界誌（紙）및 其他 新聞 雜誌 廣吿 디자인은 業界誌 

（紙）, 專門誌（紙）, 스포츠紙와 其他 新聞, 雜誌에 揭 

載되는 廣吿의 디자인을 말한다.

•作業順序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業界誌（紙）, 專門誌（紙）, 

스포츠紙 및 其他 新聞, 雜誌 廣吿 디자인을 위한 체 

크리스트） 提出一⑧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購讀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廣吿의 具體化 政策

廣告의 文案 政策

出稿 스케쥴

廣吿의 크기

其他

2. 크리에이티브체크리스트의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의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③

5.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의 作成一③

6. 檢討一③

7.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의 提出一®

8. 아이디어 스케치의 檢討 — 콤프티헨시브 레이아웃 

化할 아이디어 스케치 決定一©

9. 콤프티헨시브 레이아웃 作成一⑧

10. 檢討一⑧.

11. 콤프티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③

12. 콤프티 틴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13. 디자인 作業一⑧

14. 作品送稿一®

15. 製版, 印刷 段階에서 디자인의 質的管理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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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算出法 7. TV廣吿企劃，臺本

基準指數X商品指數X發行部數 指數X會社 指數X
1萬圓+寫眞, 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價格基準表

1段（페이지） 未滿은 1段（폐이지）으로 計算함.

作 業
基準指數

商品
發行部數指數

基準 指數
指數

S
5千 
以上

1萬 
以上

협

 

3

以
業 界誌 1段 1 1 0.8 0.9 1 1.1
專 門誌 1段 1 1 0.8 0.9 1 1. 1
스포츠紙 1段 1 1 0.8 0.9 1 1.1

（註） 基準은 B5, 基準이 되 는 判型 以外의 基準指數는 判型 

이 으倍 또는 1/2이 되는 데 따라 基準 指數의 1/10을 

增減하며, A列에서 B列, B列에서 A列이 되는경우에 

는 基準指數의 1/20을 增減한다.

基準 指 數
商品

發行部數指數

基準 數
指數 5千 

未滿
5千 
以上

i 1萬 
1以上

業界誌 B4 
페 이 지 3•二 1 0.8 0.9 1

A4 ” 2.1 1 0.8 0.9 ・1
專門誌 B5 〃 2 1 0.8 0.9 1
스포츠紙 A5 〃 1.9 1 0.8 0.9 1

B6 〃 1.8 1 0.8 0.9 1
A6 〃 1 0.8 0.9 1

O 寫眞料。일러스트레이 션料

테마Q點） Color 7萬圓, 黑白 5萬圓

CutQ點）Color 1.5萬圓，黑白1萬圓

C 寫眞（네가），일러스트레이션Q點） 讓渡料, 20萬圓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TV廣吿 企劃, 臺本은 TV 媒體를 通한 廣吿（C F 
生 C F）의 企劃, 臺本을 作成하는 것 을 말한다.

• TV廣吿 企劃, 臺本의 作業 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TV廣吿 企劃, 臺本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提出一③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視聽覺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廣吿文案政策

製作費用의 檢討

提供 프로그램 內容 檢討

競合 會社 TV 廣吿의 分析

其他

2. 크리 에 이 티 브 체 크리 스트의 체 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 에 이 티 브 아이 디 어 會議（企劃 立案）一⑧

5. 라프 콘티（2點 以上） 作成一®

6. 檢討一⑧

7. 콘티 作成（企劃의 視覺化）一@

8. 檢討一@

9. 콘티 提出一®

10. 콘티 補充, 修正, 承認一©

11. 콘티 引渡一②

12. 製作 段階에서 크라이 안트에 對해 補佐, 助言하- 

여 質的 管理를 한다一⑧

•價格算出法

基準 指數X商品 指數X時間 指數X會社 指數X 1 
萬圓+實費

•價格基準法（下）

作 業
基準指數

商
指

品
數

時 間 指 數

基準 指 數 5秒未滿 5秒以上 10秒以上 30秒以上 60秒以上 90秒以上

CF企劃， 臺本 1篇 10 1 — 0.8! 0.9 1 1.1 1.2 1.3
生CF企劃， 臺本 11 10 。•& 0.9 1 1.1 1.2 1.2

會社（資本金）指數
10億 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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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디오 廣吿 企劃 臺本

라디오 廣吿 企劃, 臺本은 라디오 我 體를 통한 廣吿 

（CM）의 企劃, 臺本 作成을 말한다.

•作業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라디오 廣吿 企劃, 臺 

本을 위한 체크리스트） 提出一®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聽取者層의 分析

廣吿表現基本政策

廣吿文案基本政策

CM時間檢討

프로그램 內容 檢討

競合 會社 라디오 廣吿 分析

其他

2. 크리 에 이 티 브 체 크리 스트의 체 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企劃 立案）一⑧

5. CM（2點以上）作成一⑧

6. 檢討一⑧

7. CMC2點以上）提出一②

8. CM의 補充, 修正, 承認一© .

9・ 作品의 引渡一®

10. 製作 段階에서 크라이 안트에 대히 補佐, 助言하 

며 , 質的 管理를 한다一®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時間指數X會社指數X 1萬圓+ 

實費

•價格基準表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a） 映畫 廣告 企劃, 台本, 디자인

映書 廣吿의 企製, 台本 및 디자인은 映書 媒體를 

通한 廣吿의 企劃, 台本 및 디자인 作成을 말하며 , P 
R 映畫, 劇場 CF와 스라이드 등이 있다.

후 PR映畫 作業 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PR映書를 위한 체크 

리스트）의 提出一®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의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C企劃 立案）一®

5. 시놉시스（構成案 2篇 以上） 作成一③

6. 檢討一®

7. 시놉시스（2篇 以上） 提出一®

8. 시놉시 스 檢討-＞시 나리오化할 시 놉시 스 決定一©

9. 시 나리 오 作成一®

10. 檢乳一③

1L 시나리오 提出一®

12. 시나리오 補充, 修正, 承認一©

13. 시나리오 引渡一©

14. 製作 段階에서 크라이안트에 대해 補佐, 助言하 

며 , 質的 管理를 한다一®

©劇場CF作業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劇場 CF를 위한） 提 

出一®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의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企劃 立案）一③

5. 라프 콘티（2點 以上） 作成一®

6. 檢討一®

7. 콘티（企劃을 視覺化한 것） 作成一®

8. 檢討一@

9. 콘티 提出一⑧

10. 콘티 補充, 修正, 承認一©

H. 콘티 引渡一®

12. 製作 段階에서 크라이안트에 대해 補佐, 助言하 

며 , 質的 管理를 한다一®

• 廣吿 映書스라이드 作業 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劇場 스라이드를 위한） 

提出一®

2. 크리에이 티브 체크리스트의 체크一③

3. 크리에이 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⑧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企記, 立案）一@

5. 라프 스케치（2點 以上） 作成一®

6. 檢討一®

7・ 라프 스케치 （2點 以上） 提出一®

8. 라프 스케 치 檢討—콤프리 헨시 브 레 이 아웃化할 

라프 스케치 決定一©

9. 콤프리혠시브 레이아웃의 作成一®

10. 檢討一⑧

11.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

12. 콤프리헨시 브 레 이 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13. 디자인 作業（CF製作社와 共同）一®

14. 作品引渡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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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會社指數x 1萬圓+實費（PR 

映書企劃，台本）

基準指數x商品指數x時間指數x會社 指數x 1萬圓+ 

實費（劇場C F）
基準指數x商品指數x 會社指數x 1 萬圓 + 寫眞, 일러 

스트레이션料+實費（廣吿 映雷 스라이트）

❷價格基準表

作 業

즈 隼 指 數

基 準 指 數

PR映衢企劃， 
台本

L3 [… 10 i 1

作

1基準
指數—1

1基準 指數1
廣吿映書스라이드 1 1點 1 i 1

O 寫眞料 O 일러 스트레이 션料

데 마（1點） Color 8萬圓, 黑白 6萬圓

Cut（l點）Color 2萬圓，黑白1.5萬圓

。寫眞（네 가）, 일러 스트레이션 讓渡料 Q點）20萬圓

卜0億圓未滿 10号 10億圓以上

。・9 1 1.1

10. CM 송 企劃 및 演出

CM 송 企劃 및 演出은 CM송（노래를 主로 한 것） 

과 징글（노래하는 CM으로, 廣吿 文案을 主로 한 것） 

社歌의 企劃 및 完成까지 演出하는 것을 말한다，

其他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의 체크一©

3. 크•리에이티 브 체크리스트의 說明 會議一©+⑧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企劃 立案）一⑧

5. 作詞者, 作曲家, 탤런트의 리스트 作成一®

6. 檢討一⑧

7. 作詞者, 作曲家, 탤런트의 리스트 提出（過去의 

作品을 添付）一⑧

8. 作詞者, 作曲家, 탤런트의 리스트 補充, 修正, 

承認一©

9. 作詞者, 作曲家, 탤런트 依賴一@

10. 作詞一⑧

11. 피아노 스케치（2點 以上） 作曲一®

12. 피아노 스케치（2點 以上） 提出一②

13. 피아노 스케치 檢討t作曲化할 스케치 決定一®

14. 作曲

15. 오디션

16. 오디션 테이프 提出一®

17. 오디션 테이프 檢討, 補充, 修正, 承認一©

18. 錄音

19. 作品引渡一®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總樫費指數X會社指數X 1萬圓 

+實費

•價格基準表

作業

j基準指數
商品 
指數

總經費指數

1基準 指數| I 30萬
1未滿

30萬圓 
以上

50萬圖80萬艮 
乂 ；二以上

CM송 1曲 叫 1 0.8 1 1.2 1.4
징글 1曲 0.8 1 1.2 1.4
:社歌 1曲 1 0.8 1 1.2 1.4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回以上 10億圓以上

0.9 1 1.1

•作業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CM송을 위한 체크리 

스트） 提出一⑧

廣吿 商品의 檢討 .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廣吿 訴求 對象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CM 송 作成 目的

作詞者, 作曲家, 歌手의 檢討

制作費用의 檢討

11. 看板 廣吿 디자인

看板 廣吿 디자인은 主로 屋外에 서 特定이 아닌 多 

數를 對象으로 하는 廣吿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서, 道路邊 看板, 鐵道用地內 看板，네온塔，其他 看 

板（立看板, 商店 앞 看板, 野外 看板，配付 看板 등） 

이 있다.

•作業順序

1. 크리 에이 티 브 체 크리 스트（看板 廣吿 디자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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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크리스트） 提出一®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購買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設置 環境의 檢討

法的 期間의 檢討

其他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의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會議一© + ⑧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5.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 作成一⑧

6. 檢討一®

7. 아이 디어 스케치（2點 以上） 提出一®

8. 아이 디어 스케치 檢討•스레 터링 化할 아이 디어 스 

케치 決定一©

9. 레터 링（L點 以上） 作成一®

10. 檢討一@

11. 레터링Q點 以上） 提出一®

12. 디자인 作業 補充, 修正, 承認一©

13. 레 터 링 —⑧

14. 디자인 作業一®

15. 施工 段階에서 크라이 안트에 대해 補佐, 助言하 

며 , 디자인의 質的 管理를 한다.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製作枚數指數X會社指數X1萬 

圓+寫眞•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總經費의 比率+寫眞, 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네온 

塔의 경우）

。價格基準表

作 業

基準指數
商品指數:

製 作 枚 數 指 數

基 準 指 數 100未滿1 100以上 300以上 500以上

道路邊看板 1個 30 1 1 1 1.2 1.5 2.0

作 業

基準指數|

商品指數

製 作 枚 數 指 數

基 準 指數J 30未滿 30以上 50以上 100以上

鐵道用地內看板 1個 15 1 1 1.2 1.5 2.0

作 業 商品指數
總 經 費 指 數

1,000萬圓未滿
1,000萬圓以上
5,000离圓未滿

5, 000萬圓以上 
1億圓未滿

1億圓以上

네 온 塔 1 15% 12% 10% 8%

1
作 業

基準指數
■商品指數

總 經 費 指 數

基準 指 數 30萬圓未滿 30萬圓以上 50萬圓以上 100萬圓以上

其他看板廣吿 । 1個 10 f】
1 1.2 1.5 2.0

O 寫眞料 40일러 스트레이 션料

테마Q點） Color 7萬圓, 黑白 3萬圓

CutCL點）Color 2萬圓，黑白1.5萬圓

O 寫眞（네가）, 일러스트레이션Q點） 讓渡料 20萬圓

會社（資本會）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12. POP 廣吿 디자인

POP廣吿 디자인은 商品을 販賣 또는 購買하는 商店 

앞이나 商店內의 모든 廣吿 디자인을 말하며, 플로어 

디스플레이（Floor dis이ay）, 쇼 스탠드 （쇼 케이스 위 

에 놓는 展示臺 廣吿 等）, 행거 디스플레이 （Hanger 
display； 천정에 매달아 놓은 것）, 스틱 커（Sticker-셀 

로판이 나 비 닐紙 等에 印刷한 것으로 商店 앞이 나 안에 

붙이는 것）, 디스플레 이 카아드（Display card-商品의 

세일링 포인트나 價格을 特히 어필하도록 表示한 板）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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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어 디스플레이 作業 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플로어 디스플레이를 

위한 체크리스트） 提出一®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購買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廣吿의 具體化 政策

設置 環境의 檢討

設置 期間의 檢討

POP 効果의 檢討

競合 商品의 디스플레이 檢討

其他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5. 아이디어 스케치（2個 以上） 作成一③

6. 檢討一@

7. 아이디어 스케치（2個 以上） 提出一⑧

8. 아이 디어 스케치 檢討레터링化할 아이 디어 스 

케치 決定一©

9. 레 터링 Q個 以上） 作成一®

10. 레터링 Q個 以上） 提出一⑧

1L 레 터 링 檢討T모델 또는 試作化할 레 터 링 決定©

12. 모델아京型） 또는 試作品 作成一®

13. 檢討一®

14. 모델 또는 試作品 提出一®

15. 모델 또는 試作品 檢討, 補充, 修正, 承認一©

16. 디자인과 設計 作業一⑧

17. 作品引渡一⑧

18. 製作 段階에서 크라이 안트에 대해 補佐, 助言하 

며, 質的 管理를 한다一® 、 、

O 쇼 스탠드, 행거 디스플레이, 스틱커, 디스플레

이 카아드 作業 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쇼 스탠드, 행거 디스_ 

플레 이 , 스틱커 , 디 스플레 이 카아드를 위 한 체 크리 스 

트）提出一®

廣吿 商品의 檢討

廣吿 商品의 訴求 포인트

購買者層의 分析

廣吿 表現의 基本 政策

廣吿의 具體化 政策

設置 環境의 檢討

設置 期間의 檢討

POP 効果의 檢討

競合 商品의 디스플레이 檢討

其他

2. 크리 에 이 티 브 체 크리 스트의 체 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5. 아이디어 스케치（2個 以上） 作成一®

6. 檢討一@

7. 아이디어 스케치（2個 以上） 提出一®

8. 아이디어 스케치 檢討-»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化할 아이디어 스케치 決定一©

9.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作成一®

10. 檢討一®

11.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⑧

12.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13. 디자인 作業一⑧

14. 作品引渡一®

15. 印刷 段階에서 디자인의 質的 管理一⑧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製作數量指數X會社指數X1萬 

圓+寫眞•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價格基準表

作嚷11基準指數 商品指數1 _________製作數量指數

基準 指 數 । 50未滿 50以上 100以上 500以上|

플로어 디 스플레 이 1 1點 10 1 1 1 0.8 1 1.2 1.4

作 業
基準 指 數 製 作 數 量 指 數

基 準 指 數
冏口口于百製

500未滿 500以上 1,000以上 5,000以上

쇼 스 탠 드 1點 8 】1 0.8 1 1.2 1.4
행거 디스플레이 1點 8 1 0.8 1 1.2 1.4
스 틱 커 1點 6 0.8 1 1.2 1.4
디 스플레 이 카아드 1點 4 ]1 0.8 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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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寫眞料 o 일러스트레이션料 CutQ點） Color 2.5萬圓, 黑白 1.5萬圓

테 아Q點） Color 7萬鳳 黑白 5萬圓 O 寫眞（네가）, 일러스트레이션Q點） 讓渡料 20萬圓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13 포人티 디자이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

— ■-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포스터 디자인은 屋外 廣吿, POP 廣吿의 一種이 5.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 作成一®

며 , 一定 期間 屋內外에 붙여 두는 포스터의 디자인이 & 檢討 -®

다• 7.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 提出一®

8. 아이디어 스케치 檢討,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化,
* 作業 順序 할 아이디어 스케치 決定-©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提出一⑧ 9. 콤프리혠시브 레이아웃 作成一®

廣吿商品檢討 1°・檢討一®

廣吿 商品 訴求 포인트 1L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⑧

廣吿 訴求 對象 分析 12・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廣吿 表現 基本 政策 1工 디자인 作業一⑧

廣吿의 具體化 政策 14. 作品 引渡一®

크기의 檢討 15・ 印刷 段階에서 디자인의 質的 管理一⑧

포스터 印刷方式 檢討 • 價格 算出法

附着할 環境 檢討

附着期間檢討 基準指數x商品指數x印刷數量指數X會社指數x 1萬
其他 圓+寫眞•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체크—© . 價格 基準表

作 業

_______ 口

工 二 H |

基準指數

商品指數

1
1
1
1
1
1

______印刷數量指數

基 準

全判

A全判

B2
A2
B3
A3

數 數

11
10.5
10
9.5
9
8.5 1

3千未滿

0.8
0.8
0.8
0.8
0.8
0.8

3千以上

1
1
1 1
1
1 !
1

1萬以上

1.2
1.2
1.2
1.2
1.2
1.2

（註） 基準이 되는 判型 以外의 基準 
B列에서 吠列로 되는 경우, 基

0 寫眞料 O 일러스트레이션才 

테마CL點） Color 8萬圓, 黑1

會社（資本金）指數

14. 캘린더 디자인

캘社더 디자인은 企業 廣吿, p 
（Direct mail）, 노벨 티 （Novelty） 
캘4더의 디자인을 한다.

；指數는 判型이 2倍 또는 1/2이 

♦準指數의 1/20이 增減된다.

1아
白6萬圓

10億圓未滿

됨에 따라 基準指數의 1/10이

CutQ點）Color 2萬也

O 寫眞（네가）, 일러스트审

10億圓以上

增減되며, A列에서 B列로

U黑白1.5萬圖

1】이션 讓渡料（L點） 20萬圓

100億圓以上

0.9

스,

R廣吿, 디렉트 메일 

로서 널리 使用되는

1

•作業順序

1.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

트 提出一⑧

企業政策檢討

企業 이미지 檢討

能業內容檢討

1.1

트（캘린더 를 위한 체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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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內容檢討

配布對象分析

廣吿表現基本政策

廣吿具體化政策

種類 檢討（日單位, 月單位，季節單位，年單位 등）

其他

2.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체크一©

3. 크리에이티브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會議一®

5. 아이디어 스케치（2點 以上） 作成一®

6. 檢討一@

7. 아이디어 스케치 （2點 以上） 提出一®

8. 아이디어 스케치 檢討,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化

할 스케치 決定一©

9.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作成一®

10. 檢討一®

11. 콤프리혠시브 레이아웃 提出一③

12.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承認一©

13. 디자인 作業一®

14. 作品引渡一®

15. 印刷 段階에서 디자인의 質的 管理一⑧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印刷數量指數X會社指數X1萬 

圓+寫眞•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 價格 基準表CB2가 基準：）

의 料金은 1枚當 基本料金의 60%로 한다

——-------------------------------------------------------------

基準 指 數
商品指數

印 刷|數量指 數

作 業1
基 準 指 數 3千未滿 3千以上 1萬以上

1

캘 린 더

I B全判

A全判

B2
A2

h B5
A3

11
10.5
10
9.5
9
8.5

1
1
1
1
1
1

0.8
0.8
0.8
0.8
0.8
0.8

1
1
1
1
1
1

1.2
1.2
1.2
1.2
1.2
1.2

（註） 基準이 되는 判型 以外의 指數는 判型이 

에서 A列이 되는 경우에는 基準 指數의

2倍 또는 ]/2이 될 때마다 基準 指數의 1/10 이 增減되며, A列에서 B列, B列 

1/20이 增減된다. 또한 캘린더 权數가 2枚 以上이 되는 경우에 그 增加衣數

q 寫眞料 O일러스트레이션料 CutQ點） Color 2萬圖, 黑白 1.5萬圓

테 마Q點） Color 10萬圓, 黑白 7萬圓 O 寫眞（네가）, 일러스트레이션 讓渡料Q點） 20萬圓

含让. 指數

10億圓未滿

1

10億圓以上

1

100億圓以上

1.1

15.編輯（企劃，製作）

編輯이란 會社의 歷史, PR誌, 會社案內，社內報， 

製品 카탈로구, DM 등의 팜프렛，리프렛 種類의 編 

輯, 企劃, 製作함을 말한다 •

• 編輯 企劃의 作業 順序

1. 編輯 企劃 체크리스트 提出一⑧

企業政策檢討

企業內容檢討

企業 이미지 檢討

其他

2. 編輯 企劃 체크리스트 체크一©

3. 編輯 企劃 체크리스트 說明 會議一©+@

4. 編輯 企劃 아이디어 會議一®

5. 編輯基本方針作成一⑧

6. 檢討--

7. 編輯基本方針提出一®

8. 編輯基本方針補充，修正，承認一©

9. 編輯 企劃書와 라프 콘티 作成一⑧

10. 檢討一⑧

11. 編輯 企劃書와 라프콘티 提出一®

商品內容檢討 

配布先對象者分析 

PR政策檢討 

豫算經費檢討 

判型檢討

。編輯，製作作業順序

1. 編輯基本方針確認

2. 編輯 企劃書와 라프콘티 作成一®

3.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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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編輯 企劃書와 라프콘티 提出一®

5. 編輯 企劃書와 라프콘티 補充, 修正, 承認一©

6. 콤프리 헨시브 레 이 아웃 作成一®

7. 檢討一⑧，

8. 콘프리헨시브 레이아웃 提出一©

9. 콤프리헨시브 레이아웃 補充, 修正, 承認一©

10. 디자인 作業一®

11. 檢討—®

12. 提出一®

13. 디자인 補充, 修正, 承認一©

14. 印刷听選定一③

15. 原稿引渡一®

16. 校正一© +⑧

17. 印刷管理一⑧

•價格算出法

基準指數x商品指數x發行部數指數x페이지數 指敷 

X會社指數X 1萬圓+實費（編集企劃）

基準指數X商品指數X發行部數 指數X페 이 지 指數X 
會社指數X1萬圓 + 寫眞 . 일러스트레이션料+實費 （編 

集企劃）

•價格基準表（編輯企劃）

作二 基準指數:

發行部數指數 페 이 지 數 指 數

1千未滿 • 1千以上 5千以上 '300未滿 300以上 500以上

會社歷史 ! 30 1 1 0.9 1 1.1 0.9 1 1.1

作 業 基準指數

商品指數i 發行部數指數 페 이 지 數 指 數

;1萬未滿 1萬以上 5萬以上 50未 50以上 100以上

P R 誌； 20 1 0.9 1 1.1 0.9 1 1.1
會 社案內 10 1 0.9 1 1.1 0.9 1 1.1
팜 프 렛 10 1 0.9 1 1.1 0.9 1 1.1
社 內 報। 51 1 0.9 1 1.1 0.9 1 1.1

•價格基準表（編輯製作）

作 業

基準 指數 發行部數指數 j 페 이 지 數 指數

基 準
（페 이 지 ） 指數 1千以下5千以下 5千以上 ‘300以下 500以下 500以上

表
B 4以上 4.2 1 0.9 1 1.1
A4 4 1 0.9 1 1.1

紙
B 5 3.8 1 0.9 1 1.1

會社 歷 史

A 5以下 3.6 1 0.9 1 1.1

本
B 4以上 0.525 1 0.9 1 1.1 1.1 1 0.9
A4 0.5 1 0.9 1 1.1 1.1 1 0.9

文
B 5 0.475 1 0.9 1 1.1 1.1 1 0.9
A 6以下 0.45 1 0.9 1 1.1 1.1 1 0.9

基準 指數 1 發行部 數指數 페이지 數 指數
幸 _______________________ 曲口 士匕觥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作 差 班 淮1 冏口口相舉

嘉］이 夕 丨 指 數 ! 1萬未滿 1萬以上5萬以上 50未滿 50以上 100以上

表 B4以上 3.3 1 0.9 1 1.1
'A 4 3.15 1 0.9 1

B5 3 1 0.9 1 1.1

T） 工〉 괴］
桃 A 5 以下 2.85 1； 1 j 0.9 1 1.1

P R 誌
本 B4 以上 0.55 1 0.9 1 1.1 1.1 1 0.9

A 4 0.525 1 0.9 1 1.1 1.1 1 0.9
：B 5 0.5 1 0.9 1 1.1 1.1 1 0.9

文 | A5 以下 0.475 1 0.9 1 1.1 1.1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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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業

基準指數
商品指數

發行部數指數 페이지 數 指數

基 準
（페이 지）

指數 1萬未滿 1萬以上5萬以上 50未滿 50以上 100以上

表
B 4以上 3.15 1 0.9 1 1.1
A4 3 1 0.9 1 1.1

紙
B 5 2.85 1 0.9 1 1.1

會社 案內

A 5以下 2.7 1 0.9 1 1.1

本 B 4以上 0. 525 1 0.9 1 1.1 1.1 1 0.9

A4 0.5 1 0.9 1 1.1 1.1 1 0.9

B 5 0.475 1 0.9 1 1.1 1.1 1 0.9
文 A 5以下 0.45 1 0.9 1 1.1 1.1 1 0.9

作

术1
i基準指數

商品指數

發行部數指數 페이지 數 指數

1基 準 贏이 지） 指數| '1萬未滿 1萬以上 5萬以上 50未滿 50以上 100以上

表
B 4以上 3.3 1 ! 0.9 1
A4 3.15 1 0.9 1

紙
B 5 3 1 0.9 1

LI 1

팜 프 렛

A 5以下 2.85 1 0.9 1 】・】

本
B 4以上 0.55) ] 0.9 1 1.1 1.1 1 0.9

A4 0. 525 1 0.9 1 1.1 1.1 1 0.9

B 5 0.5 1 0.9 1 1.1 1.1 1 0.9
文 i A 5以下 0.47 히 1 0.9 1 1.1 1.1 1 0.9

作 業

基 準 指 數
商品指數.

發行部數指數

; 基準（페이지） 指 數 1萬未萬 1萬以上 5萬以上

B 3以上 6 | ] 0.9 1 1.1

리 프 렛
A3 5 1 0.9 1 1.1
B 4 4 1 0.9 1 1.1
A4以下

3 1
1 0.9 1 1.1

作 業
基準指數

两品指數
發行部數指數 페이지 數 指數

i基 準
1 （페이지）

指數 1萬未滿
1萬以上 5萬以뇌 50未萬 50以上 100以上

社 內 報

新聞| 
型|타브로이 드 2 1 0.9 1 1.1

册
字
型
表
紙

B 4以上

“4
B 5
A 5以下

2.2
2.1
2
1.9

1
1
1
1

0.9
0.9
0.9
0.9

1
1
1
1

q

1.1 ,

册
字
型
本
文

B 4以上

A4
B 5
A 5以下

0.33
0.315
0.3
0.285

0.9
0.9
0.9
0.9

1
1
1
1

1.1
口

1.1
1.1
1.1
1.1

1
1
1
1

0.9
0.9
0.9
0.9

會社（資本金）指數
10億圓未滿 10億圓以上 100億圓以上

0.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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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企業과 工業디자인 (2)

高 乙 翰

工業디자인室 主任硏究員

3. 工業디자인의 構成條件

工業디자인은 稀貴한 藝術品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商品을 만든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갖추어 

야 할 構成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상품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능을 充分이 발휘할 수 있어 

야 하며,•形態, 構造面에서도 實用價値가 높아 

야 된다는 것입니다. 民族性을 바탕으로 한 形 

態이 면서 도 時代性, 國際性, 社會性 등의 公約値 

가 內包되어 야함은 물론, 商品의 購買階層을 豫 

想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獨創的인 

造形이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고, 時 

代에 앞선 디자인을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창의 

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諸般與件이 갖추 

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價格面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읍 

니다• 高價의 工藝品이나 美術品과는 價格形成 

이 다른 量產品이므로 消費大衆을 認識한 適正 

價格의 限界線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된 量產品은 어디까지나 商品이므로 市 

場에서 販賣競爭을 거쳐야 消費者들의 손에 들 

어 가게 되 므로, 자기 나름대 로는 자부하는 특수 

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상품일지라도 같은 類의 

경쟁商品이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고 販賣戰에 

서 勝利를 거 두기 為하여 는 아이 디 어 의 統合體 

라고 할 수 있는 工業디자인의 構成條件을 確實 

하게 活用하고 價値性을 完全히 파악하여 商品 

의 開發에서 處理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實用的인 條件

어떤 商品이든 消費者들의 嗜好에 맞도록 디 

자인 했을 것이며, 實用的인 商品이라면 특히 

機能，構造 및 形態面에 서 消費性向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이 工業意匠을 

디자인할 때에는 그 機能과 構造를 人間의 習 

性에 맞게 끔 充分이 硏究檢討하여 實用的인 製 

品올 製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 과제는 科 

學的으로 分析된 여러 가지 學說이 많읍니다만 

여기에서는 실예를 들어 어떠한 것이 實用的인 

가를 說明하기로 하겠읍니다.

우리 가 生活周邊에 서 늘 볼 수 있는 탁상용 라 

디오를 機能 및 構造면에서 무관심하게 보아 오 

곤합니다• 그러나, 이를 分析檢討하여 보면 科 

學的인 根據를 두고 設計되었음을 쉽게 理解할 

수가 있읍니다.

우선 우리는 라디오를 조작할 때 스위치를 튼 

다음 다이얼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며, 그 후에 

톤(Tone)이 나 셀렉 트(Select)같은 스위 치 를 자 

기 습성에 맞도록 調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한 놉(Knob)들을 우리는 다이 얼, 스위치, 톤, 

셀렉트의 순으로 많이 使用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配 

置하여야 사람들의 習性에 適合하며 使用하기에 

便利하겠느냐는 문제에서, 우리 人間은 대개가 

오른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다이 얼 놉을 오른쪽에 配置하고 다른 

놉과 혼돈하지 않도록 왼쪽에 볼륨 놉(Volume- 
Knob) 을 두고 다이 얼과 볼륨 놉 사이에 톤이 나 

세 렉 트를 配置한다면 사람이 使用하는 데 가장 便 

利한 方法일 것입니다. 構造면에서 살펴 본다면 

탁상용 라디오는 作動하는데 놉(Knob) 외에는 

별로 使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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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이 必要 없으므로 부착치 않고 특히 놉 

에만 힘을 주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이 미끄럽지 않도록 홈을 판 놉을 붙인 것을 여 

러분들은 보았고 또 使用했을 것입니다•

이 러 한 조그마한 예 를 보더 라도 디 자이 너 들이 

機能과 構造의 디자인에 관련된 硏究 과제는 너 

무나 많은 것입 니다. 이 러한 問題를 硏究하기 

위해서는 많은 經驗도 必要하겠으나 먼저 學術 

的인 硏究가 있지 않으면 機能과 構造의 創作은 

어려울 것입니다.

② 現實的인 條件

우리는 自身의 美意識을 따지기 이전에 消費 

者들의 美的 價値基準을 把握하여 工業意匠의 

創作方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商品이 內 

需用이건 輸出品이건 간에 거기에는 民族性，社 

會性, 國際性, 時代性 등을 背景으로 한 美的價 

値觀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民族性에 對하여 우리는 세계 여러 民族 

마다 다른 美에 對한 價値觀을 잘 파악하여 그 

들의 嗜好에 잘 맞도록 商品의 디자인올 다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民族에 따라 生活 

樣式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自然 環境이 판이하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赤色을 좋 

아하는 民族에게 靑색의 商品을 供給한다는 것 

은 위험한 일입니다.

둘째로 國際的인 붐을 타고 있는 디자인 商品 

에 對한 潮流를 우리는 輕視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위 世界的인 유행을 無視하여서는 안 될 것입 

니다. 즉, 國際的인 潮流에 따른 商品의 디자인 

이 란 流行되고 있어 그 만큼 消費者를 많이 확 

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資料들을 우리 

는 빨리 받아 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輸出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째로 工業디자인은 社會的인 潮流를 따르지 

않으면 現社會에서 落後된 舊態依然한 디자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社會에서 소외 당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이 

너들은 商品이 消費되는 그 社會性向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時代的인 感覺이 뚜렷하여야 時代에 

맞는 確實한 美를 表現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消費者들의 嗜好에 맞는 公約値의 商品 

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 니다• 時代의 흐름에 

따라 모든 生活樣式의 變遷올 考慮하여 볼 때, 

工業 디자인도 여기에 발맞추어야 함은 여러분 

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分析 檢討하여 아름다운 美的 가치를 지 

닌 디자인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獨創的인 條件

우리 는 市中에 서 많은 商品들을 흔히 보며 , 그 

商品들의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批評하여 봅니 

다. 이 商品 중에서 獨創性이 뚜렷한 商品과 模 

倣性이 농후한 商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 

니 다. 여 기에 서 獨創性이라 함은 機能, 構造, 

形體, 表面處理 등 여러 問題를 연구하여 다른 

경쟁 상품을 누르고 消費層올 획대해 나가려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 商品이 란 獨創的인 機能 한 가지 만으로 

도 市場에 서 인기품목으로 등장하는 예 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품의 로숀 용기를 예로 든 

다면 예 전에 는 뚜껑 을 열고 두들겨 쓰던 것 을 

지금은 뚜껑도 열지 않고 원터치 (One tuch) 
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여 生產競爭者들을 물리 

치고 큰 企業으로 成長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獨創的인 디자인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알 수 있 

는 것입니다. 상품의 機能은 얼마든지 硏究開發 

할 수 있는 것이며, 時代의 변천에 따라 人間이 

要求하는 機能도 다르기 때 문에 더 욱 商品의 機能 

을 면밀히 檢討하여 硏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입 니 다. 企業人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새 로운 

商品의 機能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商品의 構造는 消費者 구매가격에 直 

結될 뿐만 아니라 材料와 堅固性에 관련되므로 

合理的인 構造로 堅固하게 材料에 變化를 주어 

성 공적 인 디 자인을 구상해 야 할 것입 나다.

소비자 가격을 고려한 合理的인 재료의 사용 

으로 구조를 과학적으로 簡素化시켜 다른 상품 

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상품 構造의 과학적인 연 

구로서만 이룩할 수 있읍니다.

세째로, 디자인 과정에서 獨創的인 形體와 表 

面處理를 한다는 것은 디자인 向上에 큰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商品의 種類에 따라 形體의 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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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는 무궁할 것이며, 그 表面處理의 方法도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形體는 機能과 構 

造의 影響을 받아야 되므로 特別한 機能과 特別 

한 構造가 없이는 奇拔한 디자인이 될 수가 없 

으며 , 또 있다고 하드라도 模倣性이 짙은 形體 

가 되기 쉬우므로 形體를 다루기 전에 機能美를 

충분히 硏究하여 야 할 것입니다.

商品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表面處理는 화장 

품과 같이 다양한 材料의 硏究로써 獨創的인 商 

品消費者들에게 供給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 

게 하므로써 새로운 감각의 商品으로 他生產業 

體의 追從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販賣的인 條件

우리 는 어떤 製品을 디자인하기 전에 商品이 

라면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되는 것이라는 것을 

考慮하여 디자인 過程에서 販賣方策을 樹立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機能이 아무리 

좋고 表面處理가 잘 된 製品이 라도 消費者들이 

要求하는價格線이 아니면 消費者들의 嗜好에 

맞지 않는 商品이라고 말 할 수 있읍니다.『값싸 

고 좋은 製品이 라면 무조건 잘 팔豆 것이다』라 

는 思考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백원의 가치 

가 있는 商品올 他社製品과 競爭이 심하다 하여 

3백원으로 價格을 내 려 販賣케 하였더니 실제로 

더 부진한 結果로 나타난 예가 있었읍니다. 이 

것은 消者들에게 商品의 가치성을 商品의 缺陷 

으로 바꾸어 認識케 한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우리는 販賣政策에 따른 디자인 計劃 

에 서 우리 는 價格性, 競爭性, 市場性, 生產性 등 

여러 問題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價格性:한 企業體에서 生產되는 製品들이 

흔히 商品化된 후 價格을 결정하는 傾向이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計劃性이 없 

는 디자인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생산 

코스트(Cost)나 판매 가격 을 생 각하지 않고 모 

양만 좋게 하여 高價로 내 놓아 실제 판매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러 므로 디자인하기 전에 販賣價格을 査定하 

고 材料와 作業工程을 硏究檢討하여 消費者들에 

게 맞는 가격 을 정 해 서 디 자인하여 야 할 것 입 니 

다.

@ 競爭性 : 우선 디 자인을 하기 전에 競爭商 

品을 蒐集하여 야서 硏究檢討하여 그의 장단점 

을 분석 하여 他社 製品인 競爭商品을 능가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그러 

亘로 디자이너나 企業主들은 自己商品이 販賣되 

고 있는 市場을 항상 注視하여 他社製品을 앞질 

러 나갈 수 있는 新製品 開發에 努力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世界情勢와 같이 消 

費者를 위 한 企業主들의 商品開發에 따른 均衡의 

維持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러한 競爭에 

서 낙오되면 企業의 후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市場開拓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企業 

主들은 디 자이 너 로 하여 금 아이 디 어 에 서 부터 이 

길 수 있도록 與件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市場性 : 開發하고자 하는 商品이 奢侈品인 

지 혹은 必須品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 둘 必要 

가 있겠읍니다• 왜냐하면 商品디자인 計劃에서 

이에 따른 디자인 計劃은 너무나 差異點이 많기 

때문입 니다. 흔히 우리들은 많은 商品들을 놓고 

市場性이 좋다 나쁘다는 등 깊은 생 각 없이 말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 

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商品이 奢侈品이 냐 必 

須品이냐, 아니면 양자를 겸할 것인가를 分別하 

여 디자인의 方向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分析 없이는 市場性이 좋은 상품을 만 

들 수 없읍니다. 아무리 좋고 . 아름다운 商品이 

라도 市場性이 없는 商品은 디자인이 잘 되었다 

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生產性:디 자이 너 가 디 자인에 만 열 중하다 

보면 量產 및 材料에 대하여 등한하게 되는 경우 

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商品化하는 過程 

에서 量產性과 材料性이 缺乏되어 있다고 하겠 

으며, 아로 因하여 生產工場에서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 라도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生產過程를 잘 파악하여 

量產性이 있는 디자인을 模索하여야 할 것입니 

다. 또 材料에 있어서 量產할 수 없는 材料를 

쓴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디 

자인이라 하겠읍니 다. 量產性이 없다 함은 金型 

製作상의 不合理, 組立過程 및 機能에서 오는 

여러 問題가 많을 것이며, 材料에서는 量產不可 

能의 表面處理 使用 및 資料 구입 이 容易치 않은 

것을 利用한 디자인들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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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吿의 實際(4)
一視覺을 위한 廣吿를 中心으로一

8) 視線을 끄는 안내

눈을 끄는 일, 마음을 끄는 일, 氣分을 내는 일, 설 

명을 하는 일,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은 여 러 가지이 

지만 달리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상대 

방의 눈을 카피 쪽에 이끌어야 하는 구실이다. 카피가 

길고 많은 경우의 레이아웃에서는 이 일은 퍽 중요하 

고, 일러스트레이션 단독적인 일도그렇지만 이러한 

구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抽象的인 것은 물론, 具象的인 것 

寫實的인 것이라도 造形骨格으로서의 點, 線, 角이 라 

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며 , 그것 이 눈에 자극을 주 

기도 하고 눈길의 흐름을 유도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 

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이 설명하 

는 편에만 치우치면 이 骨格올 잊기 쉽고 視線이 뜻하 

지 않은 곳으로 횰러도 이것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 

다• 이 렇게 된다면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은 불충분한 

채 끝나고 만다. 카피의 타이포그래피라 하더라도 단 

순히 깨끗하게 보이도록 짜는 것이 아니고, 보기 쉽 

고, 계속해서 읽 기 쉽게 짜야 된다. 이것으로써 일러 

스트레이션의 指向力을 이어 받아 눈길의 흐름을 일정 

한 방향으로 誘導하게끔 하지 않으면 짜여진 하나하나 

가 읽기 쉽다 하더라도 전체의 순서에 혼란을 일으키 

거나 빠뜨리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이 

플레이어(By player)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主役 

인 카피의 타이포그래피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자료를 

분해해 보고 싶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의 레 이 아웃은 

원칙적이고 典型的인 것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만 레이아웃의 骨格은 대체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평소에 많은 신문 광고를 보면, 이와 같은 骨 

格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그 

런 骨格의 複合的인 것, 더욱 발전시킨 창작적인 것도 

눈에 띄고, 그 밖에 단순히 높은 注目價値에 의존해서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는것, 일방적으로「알리는」것 

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두서 없이 分量 만을 담아 놓 

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본다.

9) 카피의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의 안내로 눈이 카피의 적절한 곳에 

닿았을 때 그것을 인수하여 카피를 읽게끔 준비해 두 

지 아니하면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일이 無意味하게 끝 

나고 만다. 카피를 읽기 시작하게 하고 계속 읽게끔 

하게 만 되면, 여기에서 레이아웃의 임무는 끝난 것으 

로 보아도 무방하다. 광고 내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 

키는 것은 카피 자체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카피를 읽게끔 하는 것, 계속 읽도록 하는 것은 물 

론 문장이 잘 되고 못 된 데에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문장을 視覺化하는 타이포그래피가 그것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되풀이하는 말이 지만 廣吿를 보 

는 눈은 소극적 이 면서도 분주하다. 문장을 읽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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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게 하려 면 문장이 그와 같은 상태 에 놓이 지 아니 하 

면 무리한 일이다. 문장을 어떻게 짜면 읽기 쉬운가, 

계속 읽기가 쉬울까, 빠뜨리지 않고 읽어 줄 것인가, 

마지막까지 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自問을 되 

풀이 하여 야 한다. 광고 문장 자체 가 좋아야 하는 것 은 

물론이지만 읽는 것은 눈이므로 視覺的인 작용이 크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카피의 타이포그래피에는 또 하나의 요구가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機能 외에 아름다운 스페이스 

를 構成해야 된다는 造形要素로서도 고려치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의 가치는 물론 내용에 있지만 그것이 組版 

되어 活字의 블럭으로서 스페이스 위에 놓였을 때 視 

覺材로서의 존재가 된다. 구성요소의 章의 처음에 재 

료가 내용적인 것으로서 카피를 들었는데, 視覺廣吿에 

서는 결국 카피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마아크나 로고 

타입과 같이視覺材의 하나이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스페이스의 아름다운 구성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 아 

름다운 구성이 왜 필요한가는 뒤에 말하겠지만, 漢字 

와 한글을 섞어 활자를 조판했을 때（손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활자의 얼굴（모양）이 고르지 못한 경 

우를 생 각하여 그 調整은 로마字 이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엄밀히 말하지만） 문장에 

서부터 고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우리 나라 

글자는 레터 링에 있어서도 그 造形性의 宿命과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그囘나, 그 아름다운 表出의 可能 한계를 

되도록 더 넓히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근래에 와서 

漢字의 경우 略字禮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경 향이 있 

는데（인쇄소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도 않지만）, 이것이 

원래 읽고 쓰与 것을 쉽게, 읽는 글자와 쓰는 글자의 
字體를 될 수 &는대로 일치시켜 보려는 것이었겠지만 

타이프 휀이스를 보기 좋게 하는 데에 貢獻이 크다고 

할수 있겠다. 한글의 경우이면 뜻이 엇갈리게 하지 말 

아야 하며, 띄어 쓰기나 맞춤법 특히 외래어의 표기에 

는 주의를 해야 될 것이며, 한자와 병용할 경우 카피 

라이터의 일은 타이포그래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피를 짜는 법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기타의 構成 

要素와의 콤비네이션에 의한 것이고 단지 카피 만을 

단독으로 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카피 

의 기본적인 組版法으로서 몇 가지 들 수는 있다.

活字로 조판을 하면 먹색의 평면이 만들어진다. 그 

속에 들어 있는 漢字의 분량에 따라서 濃淡의 차가 생 

긴다. 한글 만을 쓰거나 한글을 더 많이 쓰면 밝은 평 

면이 생긴다. 이것은 문장이 읽기 쉽다든지 읽기 어렵 

다든지 하는 것과는 전연 다른 문제이고, 일러스트레 

이션의 密度나 하얀 스페이스 등과 관련된 전체 톤의 

문제로 퍽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活字의 종류, 크기 

자간이나 행간의 선택의 문제도 이런데에서 생기게 된 

다. 자간이나 행간 없이 組版한 것을 행간을 조금씩 조 

금씩 넓혀 가면 평면이 나뉘어서 線의 성질을 띠게 된 

다. 이 선은 눈올 誘導하는 구실도 하고，긴 문장이 되 

면 계속 읽는 데에 쉽고 어렵다는 문제에도 관련되는 

요소가 되 지 만 造形的으로는 그것 이 線（무늬 ； Stripes） 
의 패턴이 되어 행간은 데리케트한 느낌이 생기게 된 

다. 자간을 띄우어 가면 이번에는 선이 분리되어서 점 

의 작용을 갖게 되어 이것은 造形的으로 散點（Spots）의 

구실을 하게 되는데, 문장을 읽는 속도는 선으로 짜여 

진 경우보다는 둔해진다. 이렇게 짜는 방법과 읽는 속 

도와의 관계는 문장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다. 카피의 

각 행의 자수를 맞추어서 장방형으로 짜면, 한 눈에 

보아 잘 정리된 경쾌한 모양이 된다. 더우기 긴 문장 

을 계속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정돈된 모양 

이 유리 할 것 이 라고 생 각된다. 그러 나, 짧은 문장이 

되면 자수를 맞추기 위대서 문장을 끊어 나가는 데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읽혀지지 않아 읽 

는 사람에게 저항 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 뚯이 애매하 

게 될 수도 있어 문장의 내용을 받아 들이는 데에 시 

간이 걸리게 된다. 이런 것을 카피 라이터가 왼하고 

있치는 않다. 문장을 끊는다든가 행을 끊는다든가 하 

는 일의 調整은 造形面과 機能面과에 달려 있고 레이 

아웃을 하는 사람과 카피 를 쓰는 사람 상호간의 조정 

이 필요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허서도 레이아웃을 

하는 사람은 문장에 대한 감각을 숙련시 켜야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타이포그래피는 문장의 視覺表現面에 

서도, 아름답게 정돈된 廣吿面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일인데, 또 이것은 廣吿의 성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 중요한 일이다. 廣吿의 성격올 규정하는 것은 일러 

스트레이션의 개 별적인 표현에 좌우듸는 일이 많은데 

문장의 分量이 많은 신문 광고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점하는 웨 이 트는 일러 스트레 이 션과 같은 정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빈약하거 

나 평 범 한 타이 포그래 피 속에 놓이 는 것 같이 비 참한 

일은 없다.

10） 廣吿의 性格과 型式

지금까지 말한 것처 럼 광고가 그 목적을 이루는 단 

계로써 첫째 사람의 눈을 잡는 것에서 시작하여 둘째 

로 그 눈길을 잡아 매어 두는 것으로 옮겨 訴求의 내 

용올 이해시키는 단계에 접어 드는 것인데, 그러한 단 

계 사이에「半音階」적 인 미묘하고도 중요한 요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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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표현이 만드는 

광고의「格式」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格이란 성격이 

기도 하고 品格이기도 하다. 성격이나 품위라고 하는 

것은 의식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면 

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레이아웃을 하는 사 

람은 그 현상에 절대 무관심할 수 없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광고 표현의 手法은 한 가지 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 

을 골라 쓰는가, 어떤 것으로 정해서 쓰는가 하는 근 

거는 곧「그 회사」「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경우이다. 만일 그 근거가 없다면 一貫된 광고를 성립 

시킬 수가 없고 너절한 광고가 되고 말 것이다• 광고 

란 단 하나의 작품이 아니다. 이것을 광고를 보는 사 

람 편에 서서 본다면 광고의 인상이 마음 속에 定着하 

는 것, 즉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廣吿에 의 

해서 그 회사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어떠한 느낌, 어 

떤 인식, 어떤 평가를 갖게 된다• 사람의 눈을 잡는다 

는 것도, 흥미를 갖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있겠으나 그것이 회사나 상품에 적 합한 느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단순 

히 表現技術의 표본을 보여 주었을 뿐 廣吿는 되지 못 

한다. 광고를 보는 사람의 첫 視覺的인 인상이라고 하 

는 것은 그 광고면에 나타난 廣吿主의 의도를 참으로 

솔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장의 誇張이나 기만 

에 대한 비판 이전에 이미 그것을 먼저 직감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 난날 경 영면에서 제1급의 회사 광고가 

보기 흉하거나 너절한 광고가 있었던 例는 없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廣吿의 표현이 영리주의를 일시적 

이나마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가령 있다고 치드라 

도 상대 방에 게 이익이나 만족을 주고 信賴를 쌓을 수 

있는 진짜 廣吿가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은 이유로 인상을 뚜렷히 주고 친밀감을 

갖게 하며, 회사나 상품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훌륭한 品格을 광고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가 하 

는 것이 실로 광고 표현의 第一단계일지도 모를 일이 

다.

보는 사람의 인상을 定着시키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광고에 어떤 성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광고가 일관된 型을 갖고 그것이 언제 

나 되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광고의 스타일이 

언제나 다르거나 그때 그때의 即興的인 것이나 남의 

것을 모방하여 임시 방편으로 삼는다면 무의미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표현에 한 가지 定型이 생 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類型이 되어서는 안 된 

다. 定型은 獨自的인 性格表現이 수반되어 처음에는 

명확한 인상을 낳게 된다. 성격표현 속에는두가지 면 

이 있다고 생 각된다. 그 하나는 廣吿의 표현을 業種業 

態의 성격에 맞추는 것, 또 하나는 상품의 성질에 맞 

추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다운」의 표 

현이다

딱딱한 업종과 부드러운 업종, 제한된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과 일반 대중이 대상인 상품과 같은 對照的 

인 業種에서는 자연히 그 표현이 달라질 것이 틀림 없 

다. 여기에 한 가지 面의 型이 있다. 첫째 인상올 좋 

게 심어야 된다. 混迷함을 주지 않는다, 分鍊하기 어 

렵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광고의 내용으로 이 

끌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간호원이나 고속 버 스의 차장, 순경 , 군인 둥을 첫 

눈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복 때문이고, 만일 그 

제복을 벗는다면 인식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廣吿 

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들의 생활감각에서 오는 말이다.「......다운」광고，그 

런 槪念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광고를 낼 수 없다 

는 사람이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 되지만 

그러 나, 그 사람은 類型을 생 각하고 있는 것이 다. 業 

種이나 상품의 •성격을 잘못 표현한다면 아무리 표현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도 처음부터 보는 사람을 한 쪽 

으로 밀어 젖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다운」廣吿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類型을만들게 되지만그것은性格表現의 다른한 면 

올 잊기 쉬운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른 한 면이란 

광고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 제복 때문에 우 

리는「순경」을 보는 즉시 인식하게는 되지만 아주 친 

숙해지 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그 순경」올 인식하기 

란 어려운 일이다. 순경이라고 하는 것후' 알 수 있지 

만 그 사람됨을 오히려 그 제복 때문에'감추어져 모르 

게 되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순경」이 

아니고「그 순경」인 것이다. 어떤 순경이라도 좋다는 

것 이 아니 다. 즉, 한 스타일 안에 독자적 인 표정을 만 

들어 낸다는 것이다. 플랜드 이미지의 表出이다.

이와 같이 廣吿는 먼저 광고면 전체의 시 각인상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후에 廣吿가 목적하고 있는 내 

용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차례가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광고의 소재를 포함해서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술자의 개안 

차에서 오는 성 격 표현의 다른 점과는 구별해서 생 각 

해야 될 일이다.

레이아웃 멘, 일러스트레이터, 그 위에 카피 라이터 

의 個性이 작품 속에 강하게 나타나면 광고의 性格이 

더욱 선명해저서 그때문에「類型」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인데, 기술자의 個性의 表出이 광고의 성격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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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아아 

트 디렉터의 존재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아아트 디렉터가 하는 일의 큰것 중 하나는 여러 기술 

자의 개성을 조정하고 총합시켜 이것을 광고의 성격으 

로 바꾸어서 企業證의「格」위에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서 폴리시가 만들어진다. 광고가 상대방에게 주는 인팩 

트의 힘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영향이 아주크다• 이것이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뚜 

렷하고 강한 개성으로 광고의 성격이 형성되는것은 사 

실이 며 , 현실적으로 자주 그런 예에 부딪히 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아트디렉터의 광고의 성격을 만들 

어야 된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아트 디렉터가 없는 데에서는 기술자의 個 

•性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그것이 얼 

핏 본다면 강한 성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 

르지만 企業體의 意志와의 密着度가 약하며 기술자의 

獨走가 되기 쉽다. 실제로 視覺的인 표현에서는 造形 

의 약점은 치명적인 것임으로 디자이너는 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關聯作業」에 

태 만해 지 고 소흘해 지 기 일쑤이 다. 그러 므로 광고라고 

하는 주목적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광고란 코뮤니 케이 션의 일이지만 단순하게 말하고 

싶은 바를 전달한다는 熟語와 같이 생 각해도 좋을지 • 

물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과 같은 

매스콤의 傳達機能은 상상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그 

렇지만 문제는 그 전달 기능이나 전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서 생기는「영향 • 반응」이다• 매스콤이 

매스 미디어로 쓰이는 뜻도 그런 데에 있는 것이다• 

코뮤니 케이 션의 하는 일을 표면적으로만 생 각하여 단 

순히「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광고의 일을 도 

저히 할 수 없올 것이다• 전달 보다는 오히 려 침투이 

고, 外的인 접촉을 통해서 내적으로 맺어저야 하는 것 

이어서 이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이미 

지 빌드(Image build)란 상대방의 속 깊이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 것으로 광고의 모습, 상태, Look를 통 

하여 그 비쥬얼한 것을 내면에 뚜렷한 心象을 형성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격 

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며, 듸풀이 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광고 표현은 時代性 

을 띤 것으로 완고하게 형성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블랜드 이미지로 받아 들여지는 광 

고의 경우에도 자주 그「型」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항상 그「格」을 잃지는 

아니했었다•

11) 廣吿의 아름다움

광고의 아름다움 하면 순수한 鑑賞的인 것처럼 생각 

될지도 모르나 이것은 廣吿機能의 요소이며 , 簧吿의 

효과와 떼어서 생 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植物이 아름 

다'$ 꽃을 피우고 動物이 아름다운 모습이나 조리 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다하기 때문이며, 뜻 없는 치장도 제3자를 즐 

겁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生物의 種의 保存， 自己擴 

大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세계는 그 때문에 윤택해지고 활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자연의 모습을 광고의 경 우에 견주어 

본다고 하여 함부로 로맨틱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廣吿主에게는, 廣吿란 自己擴大를 위한 必'死 

的인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 동원된 방법과 수단이 動植 

物의 경우와 같이 •고 아름다운 화려함，웃긴다든지 이 

상스러 운 모습을보이 는 것 등 가지각색 의 魅力으로 

제 3자를 즐겁게 해 주고, 이롭게 하며， 윤택하게 한 

다면 어떨까. 참답기 때문에 보기에 안타깝고 멋이 없 

는 것들 뿐이다• 그 참다운 것 만으로는 효과를 올리 

는 데 까지 이 어 지 리 라고 생 각하기 는 어 렵 다• 거 기 에 는 

보상을 주고 받는 상호 관계가 없는 자기중심 만이 있 

기 때문이다.
광고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타• 그 

런 뜻으로 보아서는 광고란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 

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廣吿物 자체는 대중의 生 

活空間에 비집고 들어 가서 하나의「存在」가 되는 것 

이다. 즉, 하나의「事物」로서 廣吿主의 의지나 목적이 

나 기능과는 별도로 사희와의 유대 관계를 맺어 직접 

적 인 교섭이 생긴다. 사람을 싣고 다니는 車輛이나 비 

행기, 배와 같은 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손님뿐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연 인연이 없다고는 할 수 없 

다. 옷이나 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목 

적하는 바를 위한 기능을 다하면서 또한 사회의「것」 

으로 그 존재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며, 그 때문에 여 

러 가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社會的인 영향과 

책임을 갖게 된다. 또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에서 광고도 마찬가지다.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 만의 평 가가 전부는 아니 다• 일부 사람들이 광고물 

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至上命令으로 한다 

라고 생 각할 수도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으나，광고 

가 企業의 利潤을 높이 고 생 산을 증가시 킨다고 하는 다 

이레트한 經濟社會와의 관계뿐 아니고 광고가 가져야 

만 될 社會的連帶性은 더 스케일이 넓다고 생 각하여야

• 7 7 -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는 대중의 관심도 믿음도 얻 

을 수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광고는 효과가、약하다고 말하 

는데，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이며, 존재의 문제는 아니 

다• 광고의 효과가 반드시 賣上高가 10% 올랐다든지 

見本의 請求書가 얼마 있었다든가 하는 것 일까?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이지만 광고 효과는 경영 자체오i 연 

결되는 데 潜在的이며 持久的인 것이고 심리적인 반응 

인 것이다•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商業主義를 만족시 

키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사 

람과 社會와의 관계 위에 바구어 놓는 일에 있다고 말 

하고 싶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아름다움, 타이포그래피 

의 아름다움, 하얀 스페이스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구 

축하는 레이아웃의 아름다움, 이러한 廣吿의 시각적인 

순화는 廣吿의 기능의 하나이며, 효과와 연결되는 커 

다란 요소인 것 이 다. 사람올 끌어 들이는 것을 광고가 

요구한다면 아름다움은 그 요구에 應答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에 끌리고 추한 것에 反撥하는 것이 사람 

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광고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小兒病的인 생각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팔리는 광고를 만들어 야 된다. 팔리는 광고란 즉 돈올 

벌게하는 광고일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利己的이 

며 排他的이란 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투쟁적 

이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겨야 되기 

때문이다. 광고를 이런 곳에까지 몰고 간다면 아주 위 

험스려운 일이 아닐까.

광고를 이렇게 위험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서는 광고의 관넘을 투쟁적인 것으로부터 共存的인 것 

으로 바꾸어 廣吿의 목적을 廣吿를 내는 사람으로부터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 광고의 표현을 디 

자인이라고 하는 엄한 美的인 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12)終章

이상 新聞廣吿를 주로 한 레이아웃에 한계를 두어 

관련 사항을 대충 말했다고 생 각한다. 다루어야 할 문 

제를 더욱 넓힌다면 媒體라는 문제, 색채의 구성이라 

든지 기능이라는 것도 중요한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 

게 되면 그래픽 디자인의 일반기술론이 되기 쉬운 것 

이다• 레이아웃의 기술은 카피를 주체로 한 적어도 카 

피가 많은 광고물의 구성 기술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패턴이나 색채에 웨이트가 있는 디자인에서는 그다지 

레이 아웃에 관심을 쏟지 아니해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레이 아웃과 구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이지만)

廣告 레이아옷의 目的

(D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울 것.

(2) 읽기 쉬울 것.

(3) 迫力이 있을 것.

(4) 主眼點이 뚜렷할 것.

(5) 전체의 구성이 아름다울 것.

, (6) 統一感이 있을 것.

廣告 레이아웃의 順序

(1) 광고의 아이디어에 따라 여러 要素의 比重을 결 

정할 것.

(2) 광고의 스페이스와 거기에 담올 내용을 생각할 

것.

(3) 主眼點의 위치를 畫面의 重心과의 관계에서 결 

정할것.

(4) 訴求의 글귀(標題 Catch phrase, 標語 Slogan 
등)와 主眼點(商品名, 商店圖, 商店名 등)과의 관계 

및 위치를 결정할 것.

(5) 構圖의 형식을 결정할 것.

(6) 標題, 副題, 標語, 說明文 등의 誘導나 연락에 

의한 순서와 위치를 생각할 것.

(7) 揷盡 Qllustration)를 選定하고 위치와 版式을 

지정할 것.

(8) 활자의 크기, 樣式, 組版, 字間, 行間, 野線, 

輪郭 등을 지정할 것.

이것을 전후로 바꾸는 일도 있다.

레이아웃과 視覺錯誤

레이아웃에서는 視覺을 통처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 

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며, 視覺錯誤의 응용면도 크 

다• 가령，신문 잡지의 광고나 책의 組版 둥 白과 黑 

의 관계가 많지만 흰 바탕 위의 검은 모양은 작고, 검 

은 바탕 위의 흰 모양은 크게 느껴진다. 이것은 스페 

이스는 횐 것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되도록 餘白을 

두고 그 속에 표제나 상품명 등을 검은 바탕에 白拔하 

면 인상이 깊으리라는 것올 말해 준다.

다음에 같은 길이의 먹선이라도 가로로 했을 때 보 

다는 세 로로 했을 때 가 길게 보이 므로 스페 이 스가 옆 

으로 넓을 때에 표제 등을 세로로 써서 스페이스를 세 

로로도 크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平行線의 

경우 가로의 평행선은 스페이스가 세로로 길게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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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의 평행선인 경우는 가로로 길게 보이는 것을 활 

자의 組版에 이용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느끼는 畫面의 중앙은 실제의 위 아래 二 

等分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도 1/10 혹은 

2/10 위에 잡았을 때에 꼭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레이아웃을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중심 점 을 視覺的中心(Optical center)이 라고 한다.

레이아웃 했을 때의 餘白

신문 광고 등에서 스페이스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스페이스의 크기나 輪郭이 아니고 광고 素材를 배 열하 

고 난 남어 지 횐 면적 즉 餘白이다. 또, 글자를 읽기 

쉽게 하는 것은 활자의 號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활 

자의 行間과 字間에 적 당한 餘白을 두는 것 이 다. 따라 

서 레이아웃을 할 때의 餘白의 처리는 광고 효과에 중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書面의 品位를 좌우한다. 

이것도 알리고 싶고 저것도 읽히게 하고 싶다 하여 너 

무 욕심 부려 많은 분량의 활자나 삽화를 담은 광고물 

은 그 때문에 오히려 읽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餘白 

이 크면 클수록 素材가 보기 쉽고 注意價値가 커지느 

냐 하면 그렇지 않다. 餘白이 너무 크면 이빠진 것처 

럼 보기 흉하다. 餘白올 잡는 것은 광고물에 따라 다 

르겠지만 20%내지 70%가 적당하다.

또 색채가 있는 것은 餘白이 아니고 色調의 문제이 

며, 강한 색갈은 좁은 면적에 약한 색갈은 큰 면적을 

잡는 등 配色上 고려할 필요기 있다.

스페이스의 區分法

® 構成의 基本形態의 性格 : 레 이 아웃의 基本形態를 

분석하여 거기에서 받는 인상을 말하면 제1도와 같다. 

즉, 직선이라 할지라도 성격은 달라진다. 제2도와 같 

이 같은 水平의 평 행 선이라 할지 라도 그 배 치 하는 방 

법에 따라 성격도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레 

이아웃올 할 때에 문장이나 삽화를 배치할 경우에 근 

본적인 요점이 되는 것이다.

레이아웃을 할 경우에는 조형적인 構成要素 서로간 

의 對照를 뚜렷하게 살려야 된다. 즉, 방향, 움직임, 

무게, 모양, 색갈, 크기, 질감 등의 각 콘트라스트가 

그림에 변화와 활동적인 生彩를 주고 注意價値를 높이 

게 된다. 레 이 아웃 요소의 각 基本形은 제 4도에 例示 

한 바와 같다. 이같은 5要素間의 대립이나 支配 관계 

가 균형이 있게 잡고 스페이스를 적당하게 분류해서 

여러 가지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다.

。스페이스의 區分과 構圖 : 레이아웃은 결국 構圖 

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構圖의 대표적인 型을 들면 제5도와 같이 直立型, 

斜型，水平型，十字型，放寫型，圓型，S字型，對照型， 

分散型이 된다.

(a)直立型

안정되어 叙고 견고한 構圖이며, 視線을 위에서 아 

래 로 直進한다.

(b)斜型

견고하기 는 하지 만 동적 인 構圖로서 視線은 傾斜의 

각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진 

행한다.

(c)水平型

안정된 平靜한 構圖로•서 視線은 좌에서 우로 진행 

한다.

Cd)十字型

수직선，수평선으로 균형을 잡은 것, 각 線이 上 下 

左右에 치우친 것이나 斜線으로 서로 엇갈린 것으로 

차차 변화가 강해지고 어느 것이나 十字의 交叉點에 

主眼點이 온다.

(e)平行型

垂直의 平行, 水平의 平行, 斜線으로 平行한 것 등 

이 있다. 어느 것이나 스페이스를 두 개로 구분한 느 

낌을 준다.

CO放射型

많은 조건이 하나의 主眼에 集中 통일된다.

6)圓型

視線이 雷面을 圖環狀으로 돌기 때문에 오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있다.

(h) S字型

서로 반대되는 조건을 상대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Ci)對照型

힘의 균형에 의한 動的인 構圖이다.

Cj)分散型

焦點은 분산되지만 전체를 하나의 氣分으로 統合시 

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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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보는观繚의为尋에 아주 효과;卜 夂으며 
庞代 1든 宜嬉媒林에 쓰。!고 있는 方陇 

侨& 여허가지 꼴을 만들어 내고■ 있다

…-播巡

----抠抗」

-…彳桶 

一--学調 

---- 続」一 

--- 方처 잉 

……丸榦

-…-단단힣:

牌飛

시 匹

稱团萇井用態의 빵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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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 試 킨이와길이의划匕

贡 化—一 君芥的밸런二

제 2丄

髭:의 性枱、.

•o毕

豫彦 지가

제 3드
播2m竺匕

저 斗도

긔 이 이量:의，例
鼓对표L 冯 処 5字璽 用 理、쫘. 令裁型 

제占三 猾廓의 專本츼.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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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昌■圍■鼠■

持續性과 適時性의 세 일즈 프로모션
一激變하는 유명 皮膚疾患治療劑 廣吿를 보고一...........................

李 規 用

三立食品（株）企劃管理室

別圖 ①, ② 기 발한 캐 치 프레 이 즈가 아니 더 라도 邪 

피의 분위기가 여성에게 다정스러울 수만 있 

다면 그것으로도 카피는 성공한 것이다.

한국쉐 링의「울트라란」과「울트라딜」, 상당 

한 uger를 단골로 활보한 독일제「輸入廣吿」

（女性東亞 72년 1.2월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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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前＜

廣吿批評이 不特定多數의 共感的 要素를 찾아 

내기 위하여 그 最終表現의 포오메트를 거 슬러 

올라가 發想의 주변, 상품 메리 트의 訴求點 포 

착을 위한 產業情報分析, 消費者意識의 데이터 

分析 등 일련의 프로세 스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엄격한 의미의「批評」이 定立할 수 없다는게 筆 

者의 持論입니다.

소위 폴트화인딩 (Faultfinding)올 위 한 批評이 

廣吿界 一角에서 胤飛, 일선 크리에이터들을 당 

황하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筆者는 이것이 차라 

리「見解(Review)」라는 입장에서 試圖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廣吿가 媒體를 통해 발표되면 (Advertisment) 
그 자체 가 충분히 여 파되 어 져 서 나온 것 이 라 하 

더라도, 廣吿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全- 

貌一業界 同種商品과의 函數관계, 이론 중심으로 

한 마아케팅 목표, 각 기 능별 表現戦略과 媒體 

戰略을 유추하면서 (Advertising) 共&:.的인 要素 

로 찾고 보다 展望的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런 뜻에서 筆者는 평소 同種商品別, 또는 • 

表現技法의 樣式, 問題提起의 요소를 내포한 廣 

吿物 등에서 발전적 패턴을 추출해 내 는 작업 을 

해오고 있는 터입니다.

기실 筆者도 갈수록 亂脈인 「廣吿」一 Ad. 
world의 迷宮에 심한 정신적 진통을 스스로 겪 

고 있는 사람의 하나요, 또 그 迷宮의 무한한 鑛. 

脈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의 一刻도 職業意識에서 해방될 수 없 

는 廣吿界의 크리에이터 여러분 !

集團力學이라는 述語가 있읍니다만, 성공적 인

피부에는 부드럽게

피부병엔 강하게2중보호하는
부드러운 연고 크림

피+7는연바増；; ”

K斗병엔 강환 후드러운연고 응드자딠昇링으보. 

규TI 굥책 가十위진 당상쇠 고은픠부爸 

좌신있세 드러냉 수얬는 신나는刈궐.

역드号.거긴듸부에 속살하늑 틴에이저애 

살벼시 귀뤔娴 보는

빠니 청햏연고 오프아딘 m档.. ； “

여인억 H

然溶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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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과 균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컨셉트는 

스타아프끼리의 충돌과 粧飾, 파괴의 과정을 거 

쳐 서 문자 그대 로 Ad. Mix로 組合된 그룹, 다이 

내 믹스의 참된 結實을 찾게 됩니다.

가다가는 여 러 분의 프로젝 트가 畸型의 모습으 

로 변질이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經營의 側 

面에서는 廣吿 本來의 목적이 빗나가〈廣吿表現 

을 廣吿〉하려 는 것 인가에 상당한 체크가 아니 될
尸

心圖 ③ 유习据행이 미국쉐링과 제휴하여 낸「세레 
스톤《크림」광고.

미국 내에서는 CF에서 상당한 반영을 보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광고로 유한 킴 

벌리의 「크리넥스」광고와 레이아웃이 거의 

같아 신선미가 감퇴했다. 원고검수가 철저하 

지 못했는지 카피가 횡설수설한 감이 있고 값 

이 우측 중앙에는 5g 300원, 좌측 하단에는 

5g 250원으로 되어 있다.

厂女性中央 72년 7월호 수록）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廣吿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토우털 마아케팅의 일각에서 행해지는 

한 手段인 것이며, 이것이 브레인 워크란 점에서 

오늘날 企業經營에 있어 판매의 제1교두보라 일 

컬어 지 는 것 입 니 다.

다음에 등장시키는 일련의 광고물에 대한 서 

한 형식의 隨感은 특히 제품의 공통성에 主眼을 

두고 그들 각개 광고가 주는 자극의 강도, 표현 

전 략의 차이 , 라이 포사이 클의 상관관계 를 중심 

으로 실무담당자와 함께 연구해 보는 과제 입 니 

다.

한국쉐링（株）廣吿課 貴中

기년도 초까지라고 기 억 합니 다.

한국쉐 링 은 某 女性誌의 目 次內表紙面을 장악 

하여 女性用 피부질환치료제「울트라란」과 「울 

트라딜」廣吿를 당시 만 해도 매우 쇼킹 하고 섹 시 

필한 일러 스트레 이션으로 표현하여 뜻있는 사람 

들에게 화제를 불러 모은적 이 있었던 것으로 압 

니다. （別圖 ①, ②）

그리하여 貴社 제품「울트라」는 이렇다 할 克 

難의 과정 을 모르고 손쉽 게 시 장을 확보하여 成 

長商品으로서의 면모로 착실히 갖추어 나갔읍니 

다 •

。― 劭이 色고 釦七 a si
駒 會工라란 연고 三W

그目 여피부보효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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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국쉐링의 製藥業體로서의 知名度도 

系列商品인 각종 피임 약품과 함께〈신비 스러운 

면〉에서（註• 筆者의 一方的 表現임） 인식되어 

왔읍니 다 •

당시 貴社의「울트라」는 그것이 독일쉐링의 

바로 그것이 라는 막연하지만 羨望的인 제품으로 

서 뿌리를 박고 있었고, 동업 한독약품의 같은 

피부질환치료제「캄비손」도 독일 훽스트의 바토 

그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자를 유호하고 있었읍니 

다・

어떻든「울트라」는 카피에서 보여 주듯이〈여 

인의 節期에〉〈거 친 피부로 속 상하는 틴에 이 

저〉를 향해서〈신나는 계절〉을 약속하는〈귀띰〉 

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왔던 것만 

의 이 야기 가 아닙 니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成長商品이 業界에 

서 人氣를 안고 있을 때는 그 무우드에 편승해서 

동종의 상품이 속속「新開發」되게 마련인 것이며,. 

先發 메이커는 라이프사이클로 보아 外的與件 

8於燈蟻後翎

R別圖 ④ 스스로 희극을 연출 1T 別圖 ⑤ 한독약품의

새'g 邊 r《效必«。必;

聡兹臺礙0

践 设岑、無%上소*汛射舍 y 
物嫌航屯後匈纷峻先如 

賞登说&破Z H

이 셔 5窺 糜诚셔海 G 登減凜 위版力、

或怠假余이巧 •、,三：•门'
於超後〃：$£收宀外4X2 ■■治3*3

凝0棘 飾、擊#、仆 "션 
岐魂肖소 冷 흐餘 ，喋

補結遊* ”3。蝗、«始滋g 冬次心、
.烫之載対久同：术卷 卷弘茲."母珍：l
㈤&"劣

"이!^ 之븨卜

異八
•：•：“。体g" •成效々 
之X"：、—豹羊球M
< 요产怨 冷3
:泠齿:滋豆&浓源
炉•< >

初2废逬瀚须 W必皴超:網豁綴 

浮잇 •广 了卷參紐綏督蓬卷耍缄燈卷颂

力비린「울트라」. 애써 닦아놓 「캄비손」

은 이미지를 오히려 죽이는 우 

를 범하고 말았다. 무성의한 

레터링같은 것은 차라리 문제 

밖이 다. 이 광고는 때 마침 동종 

상품이 신개발품으로 격 돌하는 

시기에 던져저서 더욱 촌스러

철저한 廣吿管理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제품, 하나의 主 

題로 항상 무우드를 

변화시키며 이미지빌

운 모습으로 추락허 버 렸다. 딩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일보 72년 6월 9일자 수록） （主婦生活 72년 7월호）

令別圖 ⑥「이 제 시날라를 美國에시 부쳐 올 필요가 

없 게 됐 읍니 다」로 교묘히 시날라가 美製임 을 

시 사하고 있는 신택스의 시 날라.

여인의 피부롤 번번히 등장시키는 수법에서 

놀랍게 탈피한 획 기적인 아이 디어 작품.

종근당의 기업 PR광고가 태극기를 앞세우 

고 소비 자에 게 프라이 드를 심 어 주고 있 음을 

감안하면 美製라는 이야기가 모순도 없진 않 

다.

（女•性東亞 7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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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문에 상대적으르 쇠 퇴 기에 접 어 드는 상품의 

想起竇吿를 持續的으로 펼치므르서 後發메이커 

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2년 6월9일 某 日刊紙 창간 18주년 기념호에 

수록된 귀사「울트라 그룹의 效果」（8단 23.5cm） 
《別圖 ®）를 보고 본인은 아연하고 착잡한 느낌 

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설상가상 그즈음 시장에서는 종근당의「시날 

라」, 영진약품의「신델라」등 신개발 피부질환 

.치료제가 격돌하고 있으며, 또 한편「캄비손」이 

그 막강한 知名変를 계속 吿知하면서 이미지 광 

고에 주력 하고 있고「후루모트」와「쎄 레 스톤」등 

수개 제품이 만만치 않게 이 전장에 뛰어들고 있 

는것 입니 다.

「울트라」가 카피의 표현 그대로〈口傳으로 알 

려진〉, 써 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널리 알려 

진 것으토만 완벽한 단골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는 주장도 이 해 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닙니 다.

하필이 면「울트라」가 왜 좀 더 타일리한 대 체 

전략을 짜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실로「울트라」가 지난날 광고활동답지 

않게 초라해진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同種商品이라 할지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는 그것이 主種製品이 아닐 수도 있어서 막대한 

廣吿宣溥費를 경제적으로 投資할 수가 없는 경 

우도 있읍니다.

貴社의 一部 特殊製品이 廣吿規制를 받아, 전 

면적으로 광고활동이 위축되어 그동안「울트라」 

가 자랑스럽게 後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 

실도 감안합니다만 모처럼 발표되는 廣吿物이 

適時性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持續的인 

廣吿活動을 해 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發 

想에 심도를 보여 주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너 

다.

이러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 

책적 결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企業PR이 병행하지 못해 왔던 점입니 

다.

한국쉐 링 은 어 떤 회 사인가. 母體인 독일쉐 링 

은, 그리고 독일쉐링의 의약품 개발 실적과규모 

등전반적인企業PR이 제품선전, 광고활동과 

병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업계 경쟁의 양상이 격 

别圖 0, ⑧「신델라」크림형 연고 광고•

前身「덱스타」연고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바람에 신선미가 반감되어「시날라」와의 1라 

운드에서는 수세에 몰렸다. 그후「덱스타」는 

〈일반대중용〉임올 번거 롭게 알려 야하는 수고 

까지 치르게 되었다.

（新女苑 7월호 수록, 한국일보 72년6월23일자）

莒
議
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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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실제로 기술 수준도 평준화함에 따라 너 

무나 당연한 지적인줄 압니다.

좀 더 일찍부터 한국쉐링이 꾸준한 코오퍼레 

이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냉큼 동업 유 

한양행에서 신제품으로 소개하고「세레스톤G크 

림」（圖別④）이 바로 미 국쉐링 이 개 발한 상품이 

며 하필이 면 그것 이 독일쉐링 의「울트라」와 동 

종상품이 라는 데 서 소비 자로 하여 금 혼돈의 여 지 

를 노정하지는 않았올 것입니다.

〈신비 스러운 면〉에서 한국쉐 링 이 인식되고 있 

다는 본인의 표현은 이러한 데 근거를 두고 있읍 

니 다.

둘째, 시스템 不在의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것 입「다.

「울트라」가 신개발상품이 先發商品의 아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운 陣地 축성을 하는 역습 

에도 불구하고 전연 이에 대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광고물에서 여실 

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혹시 나 한국쉐 링 이 제 품이 다이 렉 트 메 일 기 

타의 방법으로 미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의약품 수출전선에도 큰 몫올 한 

다고 해도 더더구나 전기 광고방식은 不成說이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스타아프는 表現戰略과 구 

체적 인 전술을 숙의해야 할 當爲가 있으며 , 슈퍼 

바이저의 지휘 아래 비주얼 디자이너, 카피라이 

터 등이 名作의 案出에 심혈을 기우려「울트라」 

의 健在를 과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각 

도에서의 시선을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圖別 의「캄비 손」은 바로「울트라」와 동년배 

로 봐도 좋은 동종상품으로 보아 좋은 비 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미「캄비손」은〈미스 캄 

비 손〉이 라는 持續性있는 이미지 빌딩으로 뿌리 깊 

이 土着化하고 있음을 블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쉐링 廣吿擔當者 귀하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본의 뜻은 한국 

쉐링과「울트라」의 知名度가 귀사의 시스템 不 

在에서 오는 과실로 해서 오히 려 담당자 스스로 

의 손으로 먹칠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 

서입니다.

물론 본인이 말하는 시스템은 크리에이터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광범위한「창의력의 권한위 

양」올 하는 관련 관리층의 체 인을 말하는 것입 

니 다.

「울트라」와 동종상품인 기라성같은 피부질환 

치료제는 뒤늦게「울트라」가 일직부터 주지시켜 

온〈크림 타이프의 연고제〉임 을 떠 들석하게 들고 

나오고 있읍니다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 

겠 읍니 다 •

〈良質의 크림을 연고제의 바탕으로 쓰는 이유 

를 아십니까?〉一그리고 귓속말처럼 다정다감한 

카피가「울트라」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읍니다•

廣吿의 適時性올 失期하므로 해서 경쟁 상품과 

극단적인 비교를 자초한「울트라」가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持續性 있는 프로젝트로 세 

일즈 프로모션을 할 수만 있다면 그처럼 다행 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祥 浩;-------------- ----------------—

당 센터 , 또한 디자인 관련 단체, 학원, 연구소（법인 개인 포함） 상호간의 유기적인 유대를 

위하여「디자인 포장」지에 명단올 게재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단체명 （학원 • 연구소 기 타 명） 2. 대표자

3• 연 혁 4. 기구• 주요 사업

5•주 소 6.전 화

7. 기타 참고 사항

※연락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편잡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73—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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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講

골판지 企業經營을 위한 計數管理

一豫算統制와 標準直接原價計算의 導入一

■曹 斗 煥

센터 直營工場

第一章序

厂••近代的 經營에 있어서의............. :

;•・••・••計數 管理의 必要性................ :.

우리 나라에서는 輸出產業이 활발해지면서 包 

裝의 중요성을 깨 닫게 된 골판지 企業의 현실은 

마치 1956년을 전후한 이웃 日本의 골판지 企業 

發生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당시의 日本 골판지 業 

界에 발생했던 경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찾아 計 

數管理가 골판지 기업에서 불가결한 것이며, 計 

數管理를 어 떻게 하는 것 인가를 소개코자 한다•

1. 골판지 기업에 있어서 經營의 問題勲

日本에서 1955년을 전후하여 雨後竹荀처럼 난 

립 급증하기 시작한 골판지 企業體는 急템포로 

발전 성장하는 日本經濟와 함께 순조롭게 발달 

해왔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소위 高度經濟成長 하의 골판지업계는 

設備增强을 거듭했다. 지금은 一個社가 전일본 

방방곡곡에 營業所, 工場을 차리고 大企業으로 

나타나기에 이 르렀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팔기 

만 하면 번다”는 식의 經營感覺으로 採算을 도 

외시한 販賣價格競爭을 繼續하다 보니 Sear擴大 

競爭으로 시종하여 모든 골판지 업계는 緩漫하 

고 安定的인 成長期에 접어들려 하는 日本經濟 

내에 있기 때문에 겨우 자기의 건강상태를 돌아 

보고 病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症狀은 

不景氣에 부딪치면 잠간 사이에 곧 倒產을 면치 

못할 연약한 경영 기반과 過當 경쟁이 가저다 주- 

는 收益力의 低下이다. 마루노우지 （丸②內）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市場調査報吿書......  

골판지 산업 의 계 열과 경 영 분석 （주 : 1） 日本 전 

국 145個社를 취 급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 교적 

규모가 큰 골판지 시 이 트 케 이 스만으로 一貫한 

메이커로 손꼽히는 15個社에서도 稅引賣上高 이 

익율이 3%가 넘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自己資本 

比率을 넘는 企業이 겨우 1個社뿐이며, 10%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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팎의 企業이 4個社라는 것은 不况期에 약한 업 

계의 체질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中小企業 분야에 속하는 업종의 근대화 또는 

中小企業의 설비 및 構造의 근대화를 적극적으 

로 촉진하기 위한 法律一中小企業近代化促進法 

—의 적 용을 받는 業種으로서 紙器 • 골판지 箱子 

제조업이 지정된 것은 1965년 4월 20일이었다. 

이것을 기초로 행한 “紙器 • 골판지箱子 제조업 

實態調査”의 보고서를 1967년 3월 17일에 日本 

政府 通產省 纖維局 雜貨第二課에 의 하여 作成되 

었고, 그 보고서가 紙器• 골판지箱子 제조업의 

中小企業近代化基本計劃（案）이 밝혀지고 있다. 

그 基本方針에 의 하면 “紙器 • 골판지 제 조업 은 

合理化, 近代化를 달성한 판지 제조업과 급격히 

성장하려고 하는 需要產業과의 사이에 있어 아 

직 小規模零細企業에 의한 生業的色彩를 남기고 

있는 후진적 인 산업”이라고 하였고 “생산설비의 

近代化, 生產方針의 合理化, 生產技術의 向上, 

管理技術의 확립, 경쟁의 정상화, 협업 및 共同 

化의 추진……에 의하여 經營의 合理化, 生產 

및 品質을 向上시키고 生產費를 引下하여 近代 

化의 목표 달성을 꾀함”이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골판지 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이 基本方針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經營合理化와 計數管理

골판지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문제점은 前述 

한 “近代化 基本計畫『의 基本方針에 표명되어 

있 는 바와 같이 小企業이어 야 된다는 것 이 아니 

라 販賣, 生產, 購買, 財務, 計理, 勞務 등의 

全經營 분야에 걸쳐 管理레벨 （Level）의 낮음에 

있으며, 주판 문제임과 동시에 인적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골판지 업자는 “企業經營者”로서 

의 자각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우 

수한 經營者일지라도 자기나름대로의 생 각과 경 

험 만에 의지해서 經營을 하게 되면 현대와 같은 

복잡하고 변동이 극심한 經濟社會의 엄한 競爭 

에 서 는 도저 히 이 길 수 없다는 것 은 自 明한 이 치 

이 다. （주 : 1） 經營의 全分野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이상은 部門擔當者를 통솔하고 관리하 

므로써 경 영 하여가는 外에 는 다른 방도가 없다.

經營者는 部門擔當責任者를 자기의 수족으로 

하여 경 영 목표를 計數的으로 설정 해 서 업 무의 

실시결 과를 計數를 通해 서 파악하여 의 사를 결 

정 하고, 經營目 標達成에 매 진한다고 하는 의 식 

이 특히 기 업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중요하다 

는 것이다.

企業經營者는 기업의 소유자인 株主들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 임 받아 적 정 한 利潤의 분배 를 

요청받고 있다. 그 때 문에 賦與된 재산의 保全 

을 꾀하고, 經濟能率（收益性）의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대적인 경영에는 科學的인 計 

數管理가 經營 目 的達成을 위 한 必須條件이다. 

그리하여 이 計數에 의한 經營管理의 用具로서 

管理會計가 適用된다. 豫算統制와 標準原價計算 

은 관리회계의 가장 강력한 제도이고, 근대적인 

經營管理手法으로서 골판지 企業에 도입되어야 

할 充分한 價値가 있는 것이다.

3. 會計擔當者의 責任과 任務

企業의 경영목적은 그 존속과 안정적인 成長 

에 있다. 存續해 야만 그 提供하는 製品이 나 서 어 

비스를 통해서 利潤의 分配, 賃金의 支拂, 稅金 

의 납부를 할 수 있고, 顧客, 株主, 從業員, 국 

가,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한 貢獻度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은 계속해서 成長해야 된다. 기업의 

존속과 성장의 수단으로서 적정한 利潤을 계속 

해서 올릴 必要가 있다. 골판지 企業의 經營目 

的도 需要產業에 질이 좋은 包裝輸送資材로서의 

골판지 箱子를 제공하여 流通코스트의 절감에 

寄與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會計擔當者는 먼 

저 이 일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經營管理者가 

제공하는 會計情報가 目的達成을 爲한 經營資料 

로 쓰여서 能率을 올릴 수 있도록 會計制度를 

디자인하여 야 할 것이 다.

이전부터 내내 이런 方法으로 하여 왔으以까 

라고 하는 이 유만으로 아무런 硏究도 改善도 하지 

않을 것인가. 옛날에는 그것으로서 좋았을른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된 數字와 破 

紙 덤이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浪費하는 일 

같은 바보짓은 없다. “우리들이 작성 하는 보고 

자료의 덕분에 회사는 더욱 돈을 벌게 된다”는 

자각을 가질 것이다.

本稿의 目 的한 바도 豫算統制制度를 도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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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골판지 기업의 會計擔當者가 알고 

있는 것이 좋고, 會計上의 問題를 찾아내어 技 

術的인 解說을 붙여서 經營管理의 Level up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第二章 計數管理와 原價計算制度

1. 管理會計와 財務會計의 相違煞

경영 관리에 關하여 한 가지의 理論만이 있을 

리 없겠지만 經營管理의 二大機能은 一般的으로 

計劃과 統制라고 생각하고 있다. 兩기능을 분석 

하면 經營管理者에게 필요한 情報資科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계획설정은 代替가 가능한 여러 方 

策 중에서 선택을 하는 意思결정이고, 統制는 계 

획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활동이 다. 이 두 기 능 

의 遂行을 위해서 必要한 情報一계획을 위한 정 

보와 통제를 위한 정보는 질적으로 相違하는 일 

이 많지만一를 會計制度가 提供하지 않으면 안 

된다. 經營內部의 管理에 主眼點을 두고 設計된 

會計制度를 管理會計制度라고 한다면，골판지 

기업이 그 경영을 위하여 찾아서 발전시켜야 할 

計數管理 用具란 바르게 말해서 管理會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經營者의 책임을 분 

명하게 하기 위하여 外部의 사람에게 정보를 제 

공키 위하여 公衆이 서로 이해할 定義와 원리에 

따라서 設定되고 쓰일 수 있는 會計를 財務會計 

라고 한다면, 財務會計는 有價證券報吿書나 營 

業報吿書, 稅務申吿를 위한 外部報吿會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찾아 내려고 하는 豫算統 

制도 標準原價計算도 經營 내부의 것에 쓰이게 

되기만 하면 좋은 것이니까, 財務會計와 같이 

稅法이나 商法의 규정에 묶이는 일이 없고，오 

로지 經營管理手法으로서 경영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게 노력하게 될 것이고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은 

정보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이 초과하 

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빠르게 값 

싸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 개선하 

지 않으면 안 된다.

2. 골판지企業의 經營管理를 위한 原價計算

골판지, 골판지箱子 제조업 이 業態로서 는 개 

별 受注에 의한 多品種 小量生產型의 산업에 속 

하고, 보통 규격품의 有望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또 평균해서 제조 

원가의 60%〜70%를 主材料인 原紙代가 차지하 

고 나머지의 原價는 人件費, 減價償却費와 接着 

劑• 잉크•와이어 등의 補助材料費, 보이러 연료 

나 전기료의 에너지비, 기타경비로 되어 있다.

골板紙箱子의 주된 생 산 공정 은 原紙 반입 에서 

제 품의 출하에 이 르기 까지 貼合• 裁斷•筹入• 

印刷• 골파기 •마무리해서 기껏 4工程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型式• 紙質• 치수• 인쇄의 色數 

가 틀린 완성방법의 差에 의하여 準備될 각 작업 

부문의 機械 이용 정도 工程의 맞춤이 바꾸어지 

고이것들의 特質을 고려에 넣을때 판매가격 

의 설정 목적을 위하여서는 개별 原價計算이, 

공장 전체의 損益파악에는 종합全體原價計算이, 

利益 計劃이나 豫算統制 목적을 위하여서는 標 

準原價計算 특히 標準直接原價計算이 有用하다 

고 생 각된다. 原價計算제도의 검 토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처음으로 유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企業의 경영자라도 다음 질 

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O 當社의 損益은 얼마나 되었는가/금후 반 

년간, 1년간, 2년간…으로 얼마나 이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o 어느 제품이 損益을 낳아 주었는가/금후 

어느 제 품의 판매 에 주력 을 하면 유리 할까.

。어느 去來處가 損益을 낳아 주었는가/금 

후 반년, 1년, 2년……어떤 예측이 되는가•

O 공장의 어데 서 원가가 어 떤 변화를 지금 이 

르키고 있는가. 그 책임의 所在는 어데며, 금후 

어떤 방법을 취하면 유리한 변화를 이르킬 수가 

있겠는가 •

損益의 차이, 操業度의 變化의 영향，낱낱의 

製品原價，投資政策，勞務管理，見積手續，販賣 

政策 등에 대한 질문은 전부 이것들의 기본적인 

질문의 어느 것에나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골판지 기업에서 현재 쓰이고 있거나 혹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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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原

<表1>

루 말 이」

紙

間接

紘告

勞務費今r— 

t

勞務費—1_

勞務費」 

，督務質桧料）:

修理材H

雜 費~
I 
< 

固 定 費》」 
k]

I

湎価償却贄 :

保 險 料

稅 金

個別原價計算에 있어서 未完成品（作業中인 物品）의 原價흐름을 例示

原価要素I I

f시이 트n分項価

골간지시이트XX

壮介 시이트 原価 

두루칼。丁*氐XX 

接若劑X X 

如 工費XX 

시 一 느 + 偉义 x

I 原価 中心卢.（cost center） 율 나타냄 .

스

配賦储

ift推要XX 

戸定配賦；喙爻 

配賦TrXX

대 이 과

心接負XX

f•定配賦代X X

庖接費XX 

予定配賦

fiE賦

補助部門（用役）

골

'海’按代XX 

予豈 曲근管;寢 

配欢

一-

应接費XX

『'定配賦費X X 
.XX.

隙賦’代XX

心.&费x xL .»費？父，
\ 人 거
丿配恢

<表 2> 總元帳의 흐름 （全部 原價計算일

息•辱記入帳

X X

X X

XX —

X X

X X —

두，말이 叁工’ ■叭 

X X 入[XXX

完納分

I：二"”3;宣津

XXX —*

納 
方

尊 2

禾
完
成
品

트X X

XXX

賣上原佰

시이트 賣原価XX 
三地케이스原価XX

■ _

X X

里竺暨브 三흐 
為—

뼈也 즈 •三玄品）符理

니►두루말寻証 '—

，度 "川 £-。. 프七 티 처 외・식，어 建컨1

点按勞乃費

冏接勞络賛

監督内泊八

4勞務茲忙I）
>修理材门

4「—

固 定 費

R減価匕17

»保 施料

»稅

其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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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쓰일 원가계산 수속을 크게 나누면 다음 

네 가지 중의 어떤 것이 라고 생 각한다.

-1.雜原價計算制度

개 별 원가도 標準原價도 아닌 原價計算制度에 

서 代表的인 것으로서 실제 綜合原價計算이（주: 

3）있다. 이 原價計算은 이전부터 다른 產業一個 

另IJ 受注생산이 아닌 것一올 위하여 硏究되어 온 

것이지만, 골판지 기 업에 있어서는 貼合시 이트 

의 原價算定을 위하여 지금도 쓰이고 있다• 과 

거 실적의 기 간적 검 증은 되 드라도 부문별 原價 

計算의 튼튼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보통 하나 

하나의 賣上마다 原價計算에 대하여 관심을 두 

지 않는 것이 결점이다.

個別原價計算制度

10수년 전, 個別原價計算에 관한 우수한 연구 

가 발표되 고, 미 국에 서 는 많은 회 사에 서 골판지 

箱子의 原價計算에 採用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공장의 설비, 사무의 합리화 여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事務 수속이 번잡하며 손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리 는 흠이 있다.

요약하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다.

（表I, n參照）

i. 같은 作業場을 공장의 會計上의 一部門으 

로 한다.

ii. 전 加工費를 直接 配賦나 豫定 配賦의 두 

부문에 활당한다.

iii. 최종적으로는 두 부문을 통과하는 여 러 

가지 작업에 두 部門의 原價를 加工時間, 수량, 

工程數 등의 기준에 配賦한다.

iv. 다음에 개 별적 인 （指圖書別의） 제품에 酉己 

賦된 部門別原價의 集計된 것과 재료비와 합계 

된 것이 전부 原價에 의한 製品 原價를 나타내 

는 것으로 된다.

V. 이 제 품 원가는 一般管理費, 販賣費 및 이 

익을 내는 正味販賣價格 設定의 기초로 된다.

匸.標準原價計算制度

美國의 골판지 업계에 있어서 初期의 標準原 

價計算 제도는 他產業의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 

였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초기 

의 곤란은 회복되고 지금은 標準原價計算 制度 

의 이점을 인정하고 채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

標準原價計算은 生產標準을 전제로 하는 것으 

로써 生產標準이 정확할 때만 바른 것이 될 수 

있고, 標準이 튼튼하게 되면 原價 발생에서 原 

始記錄, 報吿, 바른 會計處理, 原價管理手續에 

이 르는 소요 시 간이 극히 짧게 된다. 要約하면,

i. 個別原價計算制度와같이 작업 구분올 회 계 

상의 구분으로 한다.

ii. 그러나, 각 부문에서는 작업은 미리 設定 

된 標準에 기초를 두어 계산되고, 실적과의 差 

額一原價差異一을 위해서 設定된 計算一原價差 

異計算一에 計上 처리한다.

iii. 製造原價의 관리 는 하루 하루 혹은 그 이 

상의 긴 기간을 통하여 金額, 工程數, 生產數量 

그 어느 것이라도 原價의 增減을 나타낼 수가 

있는 實績과 標準의 비교에 의하여 가능케 된다

iv. 하나하나의 제 품 원가는 각 部門別 標準 

時間, 標準原價를 그 부문에 투입된 수량에 기 

초하여 쌓아 올리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v. 見積手續이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을 

때 판매 가격의 변경 과 제 품 원가 혹은 操業 상 

의 차이에서 損益差異를 분석한다는 것은 비교 

적 단순한 것이 된다.

3.標準直接原價計算制度

장래에 는 골판지 業界에서 주요 原價計算制度 

로 채택 할지도 모를 이 標準原價計算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標準直接原價計算제도 

는 이것이다. 이서 （匸）까지 略述한 原價 

計算制度는 소위 全部 原價計算에 속하고 生產 

量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變動費（貼合 시이트 

原價 중의 原紙代, 接着劑代, 보이 러 燃料費, 

電氣料의 一部）등과 生產量의 변화에 대 응치 않 

고 고정 적 인 固定費（전형 적 인 예 로서 는 固定資產 

稅, 減價償却費, 管理者給料） 등의 전부를 제 품 

原價要素로 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해서도 기간 

적으로도 판매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을 때에 

는 제품 單位當 固定費 부분의 原價負擔額이 경 

감되기도 하고, 販賣量에 맞지 않는 이익이 계 

상되는 결점이 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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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들의 量과 利益 및 原價의 관계에 一 

義的으로 명확성을 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익의 계획과 관리에 관련한 원가의 계획에 명확 

한 자료를 주기 힘들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直接 原價計算 制度는 制品原價 

를 製造變動費만으로 算定하고, 固定費는 期間 

原價로서 그 總額을 發生期間의 收益에 대응할 

비용으로 하는 原價計算制度이다. 이 直接原價 

計算과 앞서 말한 標準原價計算方式과를 結付한 

것이 標準直接原價計算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다•

이 原價計算制度에 있어서는 直接材料費, 直 

接勞務費（이것을變動費로 取扱하려면 異論이 

있다） 및 變動經費만을 基準으로 하여 生產標準 

올 가지고 部門別原價를 計算하고 固定費와 一 

般管理販賣費 및 이익이 다음의 이 標準直接原 

價에 대응되므로 企業의「原價賣上高 利益」의 

關係 分析이 명확하게 行하여진 결과, 利益計 

劃과 利益管理에 유효한 基礎資料를 주는 점이 

최대의 이점으로 인정되겠다.

期間原價로 되는 固定費를 豫算에 의하여 統 

制한다고 할 때, 이 제도는 豫算統制와도 결부 

시킬 수 있다.

현재의 難點으로서 財務會計와의 期末調整의 

실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계산제도는「標準」의 정확도가 전제가 된 

다. 즉, 시간과 생산 단위의 보고는 바르게 하 

지 않으면 안 되고, 生產形態도 事務手續을 쉽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標準直接原價에 의하여 販賣價格見積을 

行할 때, 期間原價와 이익（이것들의 合은 限界 

利益이라 불리우고 있다）에서 어떻게 見積을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 인 수법을 

보아 둘 필요가 있다.

이 에 대하여는 후에 見積原價計算의 說明으로 

서 解說하겠다.

註

※-1. 골판지 產業의 系列과 경 영분석 丸＜0內 Rese- 
rch center 1966 1/10〜1966 5/10全段連加盟主要 

Maker 160個社를 대상으로 行하였다.

※-2. 이런 의미에서 會計制度에 결부해서 計數管理 

는 간접적인 管理가 되고 직접적으로는 재료, 기계 등 

에 대한 管理는 個別的 實體管理라고 말하는 直接管 

理이 다

※-3. 綜合原價計算에 있어서는 工場間接費의 일정 

한 等價係數로 정하고, 作業工程別 하나 하나의 제품 

별 차이를 무시하고, 配賦計算된다.

골판지 시이트 공장（貼合部門）과 골판지 箱子工場 

（製箱咅B門）과로 대 별해서,

貼合工場 경비는 原紙貼合 구성부터 산정하고, m? 
當重量:（m坪量） 기준에 配賦되든가 面積當에서 配賦 

된 다（兩者의 複合基準도 取하여지 고 있 다）

間接費合計를 々원

總製品童廿올 切g 總製品完成高面積 snF
銘柄 i 米坪量을 wig/m2
銘柄 i 의 完成高面積을 sim2
銘柄 i 의 小當 配賦經費를 읜"絞 * 

이 라고 할 때 ,

i 重量毡準配賦卒「尸흐 瓦 = 八•必

ii 面積基準配賦率 后二응 厶 = 心

製函工場 工費의 m2 當 配賦額의 결정도 같다•

表1, 表2 무엇이라도 “Fibre Containers and 
Paper Board Mills” June 1955

同 July 1955
同 September

에 揭載되었다.

Maurice F. Gilman 및 R.S. Owen & Co. 共著의 

Cost and other Accountiny Controls for a Corra- 
gated Box plant 
이서 번역 引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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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디자인

” •匸上:、絕

鄭 在 圭

연세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조교

-• 프로덕트 디자인의 特質

프로덕트 디자인은 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용 

구를 생산적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다. 

이것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사회의 출 

현에 저촉되어 대랑생산과 대량소비에 대응하는 

디자인으로서 급속히 발달하였다.

대량생산이란 같은 규격의 것을 대량으로 생 

산하는 것으로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소비자에 

게 분배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특정 

된 소수 고객의 주문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 소 

비 자의 수요를 예 상한 예 상 생 산을 위 하는 디 자 

인이란 것이 되겠다. 예상생산을 함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의향을 어떻게 파악하느 

냐가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날 마아켓 리서치, 콘슴 리서치 따위와 같은 조- 

직적인 방법이 채택되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 

초 조사의 전문기관이 활동하게끔 되었다. 그러 

나, 이 상가 같은 설명 만으로서 는 소비 자측에 서 의 

일방적인 견해이고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생 

산자측에서의 견해를 더하면 量產의 시스템에 

즉응하는 것이 프로덕 트 디자인이 라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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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디자인은 제품에 입히는 미의 外裝, 

또는 美顏術과 같은 역할 밖에 없고 이른 바 응용 

미술적 인 개념 밖에 없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계획에 바탕을 두고, 제조의 전과정에 

걸쳐서 최후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에 

걸친 작업이 되었다. 디자이너는 생산과정의 인 

디렉터（총합하는 것, 완성하는 것）라고 말해지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디자이너가 인디 

렉터 로 성 장하자면 많이 금후의 성 장을 기다리 

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구 

의 대부분은 예상생산으로서 각자가 기성품 가 

운데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예상 여하는 소비 

자* 일상생활의 이해에 직결되고 있다. 예상생산 

품의 양부는 시장을 보면 용이 하게 식 별된다. 

시장에는 값싼 粗惡品이 범 람하거나 양품이 있 

더라도 비교적 값이 비싸거나, 또는 반대로 양 

품이 비교적 싸거나 가지가지이다.

시장의 양상은 좋건 나쁘건 간에 거 짓 없는 

생 활 문화의 표정 이 고, 그 바로미 터 이 기 도 하다. 

소비 자가 생 활에 보이 는 관심 의 척 도가 그대 로 

제 품을 좋게 도 하고 나쁘게 도 하고, 또한 값비 

싸게도 값싸게도 한다. 프로덕트 디자인이 란 예 

상생 산의 디 자인이 므로 우리 들의 일상생 활에 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이 다른 디자인과 전혀 다른 점일 것이다.

二. 프로덕트 디자인의 일반적인 

기본조건

프로덕트 디자인은 다음에 드는 바와 같은 일 

반적인 기본조건을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채 

우느냐에 의하여 평가된다.

1.合目的性

여기에서 말하는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을 

가리 키 므로 실 효성, 효용성 이 라고 해 도 무방하 

다. 목적이 합목적으로 설정되어 세부까지 명확 

하다는 것은 합목적성의 전제조건이다. 제품에 

서 얻어지는 기능적인 역할은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해결이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한 

목적에 합치되는 해결의 길이 반드시 하나 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결법은 몇 가지던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는 문제는 다른 여러 조건과 총합된 위에서 비 

로소 결정된다.

2•審美性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미 

의식이다. 미의식 또는 미적 체험은 주관적이고 

그위에 개인차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나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공통된 미의식이 있음도 

사실이 다. 이 를 증명 하는 것은 대중의 공통적 인 

미 의식 이 라고도 할 수 있는「유행」의 현상이 다.

따라서 디자인의 심미성을 성립시키는 미의식 

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거기에 개 

인성 따위 복합된 것 으로 된다. 더우기 전세기 

중엽 무렵부터 실용성, 합리성에 일관된 포름 

그 자체 가 스스로 새 로운 미 를 이 룩한다는 사고 

방식 이 주로건축 세 계 에 서 생 겨 나고, 건축 뿐만 

아니리• 공학적인 구축물인 기차, 기선 등에 关 

唆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과 심미성 

과는 이론적으로 일단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느 것이건 간에 디자인에서의 문제는 논리적 

으로 설명 하기 어 려워 결정기준이 애매 하다. 요 

컨데 미의식은 感得의 세계이고 개인의 주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제품의 종류, 성격에 따라 

물질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또는 여기에 정 

신적 인 요소가 첨가된 것 따위로 나뉘어 있으므 

로 이 물음에 대처되는 미의 작용은 장점인 동 

시에 단점으로도 통하는 특수성을 내장하고 있 

는 것으로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태여 디자인의 미를 언어로 표 

현하자면「總合」「調和」「明晰」으로 대표될 수 

있다.

3•經濟性

최소의 자재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걷우 

는 것이 정상적 인 인간활동 전부에 통하는 원칙 

이다. 경제성을 무시한 조형은 근대로 접어들어 

거의 없어졌으나 디자인의 영역에서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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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끔 된 것은 비교적 새롭다. 가격이 싼 것이 

비싼 것보다 품질이 저열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고 동시에 동일가격의 것이라도 좋은 것과 나 

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의 경제성이 란 한정된 경 비로 최고의 것을 디자 

인한다는 사고방식이 돈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보다도 중요시 

되게 되었다는 것일 게다.

생산 조직에서는 사용 재료, 가공, 조립방식, 

그 밖의 모든 면에서 경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원칙이다. 기능에서 

유도되는 형태가 미와 총합되어 구체화 되듯이 

경제성이 밀착하여 새로운 미의 평가가 생긴다 

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일견 상반되는 듯이 보이 

는 미와 경제문제는 지금 근대 디자인을 진전시 

키는 根底가 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4・獨創性

디자인은 항상 새롭지 않으면 안 되므로 독창 

성, 창조성은 디자인의 本領이다. 독창성의 반 

대는 이미 있는 것의 반복, 모방, 심한 경우에 

盜作, 盜用으로 전락한다. 완전한 독창은 있을 

수 없겠으나 디자인의 심적인 태도는 항상 독창 

적이고 창조적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旣製品의 

亞流, 또는 그 말초적 인 변경은 이미 새로운 디 

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디 

자인을 점차 개량한다는 것은 피디자인이 라고 

하고 그 소유자에게 한정되고 생산의 場에 있어 

서 잘 실시되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독창성이란 일견 평범한 

자태속에 새로운 창조성을 비장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겠다. 왜냐하면 합목적성, 심미성, 

경제성과 함께 총합되는 창조성이기 때 문이 다.

5•秩序性

이상 진술한 여러 조건은 이론적으로 저마다 

독자적 인 성 립 이유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술하였듯이 저마다 서로 간에 연관되어 성립 

되므로 여기에 질서성이 필요케 된다. 필요도에 

맞춰 질서를 세우고,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목적성과 경제성이란 지적인 활동에 지배되고 

심미성, 독창성은 감정적인 활동에 기인된다. 

이것을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질서성이 란 이 상반된 합리성, 비합리성을 하나 

의 통합체 로 완성시키 는 역할로서 작용한다. 디 

자인은 오더 （秩序）, 디 자이 너 는 오가나이 저 （組 

織하는 사람）, 또는 인디 렉 터（完全化하는 사람） 

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三. 프로덕트 디자인의 구성 요소

다종 다양에 걸친 품종의 디자인에 디자이 너 

는 어떠한 요소를 포착하고서 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의 3항으로 나눌 수가 있다•

① 내 용적 인 요소一목적, 용도, 기 능

② 형 식 적 인 요소一형 태 , 색 채 , 거 기 에 가해 

지는 빛이나 운동

③ 실질적 인 요소一재료, 가공기술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

형식적 인 요소는 내용적 인 요소에 지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으며, 실질 

적 요소는 형식적 인 요소에 지 배 되 는데, 그 반 

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내용적 인 

요소는 형식적인 요소에 매개되어서 실질적인 

요소에 연결되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이 다. 따 

라서 형식적 요소는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형태와 색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실로 디자인 

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디 자인 구성 원리 로서 형 태 에 관한 고찰이 나 

색채 원리에 대해서는 별항에서 상세한 기술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프로덕트 디자인으로서의 취 

급방법, 사고방식에 대하여 그 주요점만을 기술 

하는 데 그치겠다.

1•形 態

형은 영어의 세이프（Shape）로 특정한 개성적 

인 형을 의미하고 형태는 포름（Fomn）으로서 세 

이 프보다 넓고 形 일반을 가리킨다. 또한 포름은 

형식의 의미로 형식과 형태는 스스로 다르다.

기본적 인 형 태를 여러 가지로 구성하는 트레이 

닝은 바우하우스Q919년 왈터 그로피우스를 중심으 

로 하여 창설된 총합조형 학교, 연구소, 건축 • 공예 • 

회화• 모던디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현재 

시카고 디자인 연구소）에 의하여 창시되어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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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으］ 디자인 교육의 기본이 되었다. 그 트레 

이 닝과 회화 실습의 기 본적 인 차이 는 후자가 자 

연 그 밖의 모델에 의존하는 재현묘사임 에 대하 

여, 전자는 어떠 한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자율 

적으로 형성되는 데 있다•

디자인은 많은 제 약과 더불어 상반된 요소의 

융합 통일체이므로 형태는 제품의 기능，재료， 

가공기술, 거기에 인간 심리의 생리가 곁들여 

종합되어서 성립된다，

2•色 彩

형 태 가 기 구나 구조에 기 인하는 것 이 라면 색 

채는 보다 시각적 인 분야를 담당한다. 아름다운 

배색은 장식적인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인간 

시리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이용 

하여 그 기능적인 작용을 중시하는 색채조절이 

라 칭하는 전문적 인 작업도 생겨 났다•

프로덕 트 디 자인에 서 의 칼러란 다량으로 사용 

할 것,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용이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따라서 가능한한 단순한 

색조로 될 것이다. 아울러서 재료가 갖는 광택 

을 기술적인 처리에 의탁하는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3•텍스 처

이 것 은 재 료 자체 , 또는 가공에 의 한 肌面， 

木理, 손의 감촉, 바탕결 따위를 말한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재료와 가공기술로도 되지만 

색채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최종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무늬 등 

의 외면장식에 대신하는 역할로서 새로이 주목 

되었다.

4. 材料와 加工技術

디자인은 재료와 가공기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반하지 않는 디자 

인은 책상 위에서의 플랜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손으로 재료를 가 

공하여 쓸모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 

냐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생산이 手加工에서 기 

계 가공으로 변 한 사실은 인간 역 사에 혁 명 적 인 

발전과 커다란 의의를 가져왔다. 프로덕트 디자 

이너에 있어, 과학기술이 도달한 오늘날의 시점 

에서 주목을 게을리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게 

되었다. 아뭏든 재료에는 제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 에 따른 합리 적 인 가공품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사하느냐에 달려 

威 다.

오늘날에는 순수형태 따위로 불리는 언어의 

유희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떠한 형대이건 재료 

와 그에 수반되는 기술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四. 프로덕트 디자인의 作業

개인적 인 체험의 축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졌던 

수공시대와 달리 프로덕트 디자인의 작업에는 

지극히 많이 고려해야만 될 요소가 있고, 또한 

분석 해명될 수 없는 문제도 많아 시시각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과 서로 어울려 그 생산과 

정, 생산 각 부분의 관련성은 더욱 더 중요해져 

서 복잡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작업은 

풍부하고 면밀한 자료에 입각한 계획성에 의하 

여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자인의 결정을 보기까지에는 시장성, 생산 

설비, 기술 능력, 자금, 기구, 생산 수량, 가격, 

짐짝 싸기, 수송, 선전, 판매의 각 항에 걸쳐서 

여러 각도에서의 분석 검토를 거듭하고意匠, 특 

허 따위 법를문제에도 관계될 경우가 많아서 해 

가 지남에 따라복잡화되 어 간다. 그러 면 디 자인 

의 작업 내용과 프로세스를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기획에 바탕을 두고서 발상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아이디어의 주채는 디 

자이너에 있음이 바람직하다. 풍부한 아이디어 

는 수 많은 뛰어난 디자인을 낳는 원천이므로, 

디자이너는 독창적 인 아이디어맨에서 비롯 된다 

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생기는데 미국의 어느 공업 디자이너는 다음의 

12항올 들고, 그것들이 독특하고 또는 복수로써 

어 프로치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참고 삼아 열 

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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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에모우셔날, 기술, 스타일링, 생산기 

술, 시장성, 휴먼엔지니얼링, 서비스, 패키지, 

인번트리, 가격, 인스피레이션, 기타등등이다.

2. 原案圖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최초의 원안도이다. 

아이디 어의 오리지날 스케 치 라고 하여 도 무방하 

다. 디자인 결정까지에 몇 번에 걸친 변화를 전 

개하고 그것을 정리 통합하여 폭과 원근을 결 

정 하고 그 영 역 을 커 나랗게 확보할 필요가 있 

다.

3. 제품 초벌 그림（렌더링）

새로운 디자인의 입체상을 예상하여 그 완성 

된 초벌 그림을가리킨다. 디자이너가제품에 대 

한 확신을 강화하고 그 실시에 강력한 지도력을 

갖는 전달수단이자 관계자에 대한 귀 중한 자료 

로 되는 것이므로 감각적 표현을 주체로 하는 

회화와는 스스로 달라서 실체에서 유리하지 않 

을 것이 긴요하다. 렌더링 作圖에서 특별히 주 

의해야 될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작도는 2점 또는 3점 투시법 을 응용하면 편리 

하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위치를 想定한 각도 

를 잡는다. 陰影彩色은 전체의 구성 구조를 불명 

확하게 하지 않는정 도에 서 멈 춘다. 제 품의 치 수 

나 비례를 흩어지게 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模型（스케일모델）

렌더 링 은 2차원적 인 표현에 지 나지 않으므로 

더욱 복잡한 각도에서의 관찰과 검토룰 위해서 

는 모형의 제작이 요구된다. 모형은 일반적으로 

原寸大를 보통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축소 

시킬 경우도 많다. 사용되는 재료는 지극히 광 

범위에 걸쳐서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油土, 

석고, 목재, 금속판, 플라스틱 등이 선정되고 

접 착제 나 도료의 발달로 편리 한 것 이 나와 있다. 

또한 모형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도 있다.

5. 設計圖

필요에 따라서 전체, 부분의 조립도, 단면도- 

를 따로 따로 제작한다. 설계도의 종료로 디;자 

인의 작업은 일단 완료된다.

아이 디 어 발상에 서 설계 도에 이 르는 작업순서 

는 그 途上에서 서로 뒤섞여 혼란되어 각 작업 

의 약점올 각 작업 의 장점 으로 보충하면서 수정 

올 연거푸하여 완전한 설계도에 도달된다. 디지

인의 종류, 목적, 개인의 성격 특기에 의하여 

각자에 게 적 합한 작업 이 된다손치 더 라도 항상 

본디 목적에 따라 가고 있는지를 끊임 없이 체크 

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능력은 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관건이 겠다. 설계도가 생산부 

분에 진출하면 관련적인 작업은 끊임없이 발생 

하는 것 이 보통이 므로 그 체크는 책 임있는 디자 

이너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로

수출경쟁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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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강좌

디자인의 諸分野 (5)

인티어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인티어리어 디자인이란 건축물의 내부, 특히 

그 건축물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부분을 진실한 객관적 인 뜻으로 사람이 살 

아 가는 중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제 까지 방안을 꾸미 고 만드는 것을 室內裝 

飾Qnterio decoration)이 라는 말로 표현되 고 있 

고 裝飾的인 意圖를 디 자인의 中核으로 삼아서 . 

건축물의 구조에서 전연 별개의 것으로 떼어 附 

加的으로 처 리 된 경 우가 많았다. 그러 나，현대 

에 이 르러 서는 공간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방 

안뿐이 아니고 家具나 그 밖에 움직일 수 있는 

것, 또는 裝置되어 있어 움직 일 수 없는 설비 까 

지도 포함시켜서 그 전체의 構成을 뜻하게끔 되 

었다. 또, 실내장식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던 과 

거의 뜻에서 결별하기 위해 그 질적인 革新에 

맞설 수 있는 말로서 室內計劃, 室內構成, 室內 

裝備 등의 말이 쓰이게 되었는데, Interior라는 

말을「室內」에 한정 시키는 것을 기피하여 인티 

어리어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產業革命을 계기로 

한 공업 기술의 진보는 사용 재료의 可能性을 

증대시키고 또한 대량 생산을 하여 가격을 낮추 

고,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特權階級에 독점 당 

하고 있었던 실내 장식을 일반 대중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공업의 본질적 인 구실에 대 

해서 고려치 아니했던 초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재와 새로운 기술을 써서 역사적인 樣式을 모- 

방한 데에서 그쳤고, 실내장식에 대한 인식은 

르네 상스 이 후의 樣式主義의 範疇를 벗어나지--못 

했으며, 오히려 그러한 경향이 촉진되기 만 하였 

다. 아주 심한 경우는 장식과 기능이 모순을 일 

으키는 일도 있었고, 장식이 용도 상의 희생을 

隨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樣式主義的인 과대 裝飾에 反旗를 

들고 일어선 윌리 암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장식이 없는 실내를 제 안하였다• 

그가 주장한 것은 기계화에 저항한 手工藝의 復 

活이었는데,「萬人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못 된 

다면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개념을 

갖고 오늘날의 인티어리어의 예언자가 될 수 있 

었던 것이다.

1852年에 미 국의 彫刻家 그리노가 말한「희 랍 

의 神殿에 대해서 論爭하는 것이 아니고 희랍의 

원리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에서 상징되는 바 

와 같이 19세기 중엽 으로부터 는 단순한 효과의 모 

방이 아니 고 과거 부터 영 광을 받아 온 작품의 원 

티를 구하게 된 것이다• 봔 드 벨드(Henry Van 
deVelde, 1863〜1957)는 1893年의 브류세르市의 

박람회에서 아르 누보우(Art Nouveau)곤｝고 하 

는 독창적인 유기적형태를 제안하여 역사적樣式 

을 타파하였다.

주 : 아르 누보우(Art Nouveau • 佛)

新藝術이라는 뜻으로 세기 초엽에 프랑스와 벨기에 

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디자인樣式의 한 가지. 건축 

이 나 공예에 있어 서 곡선올 주로 한 자유로운 意匠으 

로써 과거의 형식을 타파하고 한 때는 세계적으로 유 

행하였다. 봔 드 벨드가 새로운 양식의 가구에 명명한 

것이 시초인데 러스킨이나, 모리스의 工藝運動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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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커다란 자극을 받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 

능에서 벗어난 형식주의로서 한 가지 유행물로 그쳤 

지만 디자인 운동사상 하나의 구실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아르 누보우」는 여러 나라에 퍼져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식 주의 화되고 말아, 그 裝飾性에 

반기를 높이 든 아돌프 루스(Adolf Loos, 1870 
〜1933)로 하여금「민중의 수준이 낮으면 낮 

을 수록 장식 은 한 층 더 과다하게 된다. 장식 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 그 자체에서 美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말을 하게끔 만들었 

다• 樣式主義로부터 의 分離•絕緣올 목표로 한 

「세셋션 운동」의 제창자인 오토오 바그너 (Otto 
Wagner, 1841〜1918)의 제자들에 의해서 1905 
년에「비엔나工房」이 설립되어 과거로부터의 탈 

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주 : 세 싯 션連動(Secession, Sezession)
分離派, 19세기 말에 독일• 오스트리 아에서 일어 났 

고, 아카데믹藝術 또는 역사적 回顧主義에서의 분리 

를 목적으르 한 新藝術運動.

독일에 있어서의 디자인 활동「工作聯盟」의 주 

최자 페 터 베렌스(Peter Behrens, 1868〜1940) 
의 제 자, 발터 그로퓨스(Walter Gropius 1883〜) 
는「바우하우스」를 조직 하고 주재 하여 새 로운 

造形運動과 조형활동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티어 

리어 디자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시카고派의 旗手 루이스 살 

리반 (Louis Sullivan, 1850〜1924)의 「형태는 

기능으로부터 생긴다」라는 機能主義的인 주장은 

그 제자인 프랑크 로이 드 라이 트(Frank Lloyd 
Wright, 1869〜1959)에 의해서 이어받아졌고 

주택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平和와 爽快함」 

•의 추구를 하게 되었다. 그 특징으로서는 인간 

의 유기적인 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室內空間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서의 有機主義로 

대성시켰다.

당시，미 국에 서 는 機能主義가 올바르게 이 해 

•되지 못했고, 유럽에서 이것이 인정을 받아 르 코 

르뷰제 (Le Corbusier, 1887〜1966)가 발전시 켜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定 

式化 되었다. 라이트와 코르뷰제의 작품「타리 

어센」과「서 보우어莊」은 철학을 반영 시킨 空間 

處理方法의 상위를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으면서 

도 똑 같이 실내 공간의 본질적인 취급에도 미 

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타리어센」은 인간 

의 내 면적 인 것을 기조로 삼고 있고, 인간의 존 

엄 • 인격 • 정신적인 사명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서보우어莊」 

에서는 단순히 기능을 모아 붙여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기능을 충족시킨 그러한 영역을 훨씬 넘 

어 서서 실내 공간이 생활을 해결하고 심리적인 

조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樣式的인 裝飾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試行錯誤의 과정에서, 생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텄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내 

장식 이 이제는 樣式化한 장식이 아니고 社會機 

構의 변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공업 기술의 급 

진적 인 발전 등을 배 경으로 하여 , 상대적 이면서 

변화가 풍부한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였다. 

과학적 정신은 인간의 비합리적 인 측면의 문제 

를 그저 보아 넘기지 않고, 집단이나 개인의 의 

식 밑에 잠겨 있는 문제까지도 발견하여 인간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욕구에 즉응하 

는 새로운 생활 공간의 창조를 가능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의 生活欲求에 대응할 수 있는 

인티어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 생활 중에서 

인간의 욕구는 안이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쾌 

락 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執拗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지내 려고 바라는 것이 다. 그와 같 

은 安樂性의 추구 자체는 절대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心理學者가 나누고 있는 인간의 생활욕 

구의 기본적인 충동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 

이다. 그러나, 현대의 인티어리어 디자인이 빠지 

기 쉬운 誤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의 공학 기술을 써서 방안의 기후도 조절하 

고，음향이 나 조명 효과를 고려 하여 色彩調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실내 공간을 살기 좋은 아 

주 훌륭한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 

거 로 삼아서 우수한 인티 어 리 어 디 자인이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機能的인 요구는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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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 

고, 古今東西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욕구의 표면적인 부분에 

현혹되지 말고 물건의 본질에다 형태를 부여하 

는 것이며, 창조하는 작업의 경험을 통하여 디 

자이너뿐 아니고 본질을 꽤뚫어 볼 수 있는 능 

력을 지닌 모든 사람을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 

다.

이오｝ 같은 뜻에서 본 인티어리어 디자인이란 

工學 知識의 반영은 물론이지만 社會學 • 心理學 

哲學 - 經濟學 • 歷史등에 포함되는 헤아릴 수 없 

는 것까지도 그 속에 결합되지 않는 한 전연 무 

력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인티어 

리어 디자인 잡지에서 볼 수 있듯이 획일성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현대적 樣式主義에의 역행이며, 

지난 날에 성취했던 혁신을 다시 보수에로 이끄 

는 결과가 된다. 더욱 한 층 높은 차원에서 새 

로운 尺度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명의 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인티 

어리어 디자인의 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 

상 주위의 정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인 것 

이다.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어떤 생활 욕구가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진화나 혁 

신에 대해서 언제나 얼어 붙지 않는 감정과 明 

晰한 悟性을 갖는 것으로써 새로운 공간에 신선 

한 魂을 불어 넣을 수가 있다.

住宅(A house)

轉換期의 狀况 住宅은 작은 建築空間이 므로 

計劃法이나 構造 등의 기술로서 개척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類型的인 평면과 조형으로 만들어진 주택이 대 

도시를 메웠고 그 近郊도 메워 가고 있다. 이것 

은 분명히 불행한 일에 틀림 없지만 그러 나 이 

런 상황도 보는 방법에 따라서는 퍽 흥미 있는 

시기가 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수준에서 

의 설계 기술의 평균화와 그에 따르는 형식의 

類形化라고 하는 사태 는 이제 까지 진보적 인 건 

축가들이 꿈으로 그려 보고 있었던 주택의 양산 

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대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의 주택섵계 

가 제 자리 걸음을 계 속한다면 대 기 업 에 의 한 양 

산주택 이 머지 않아 主導權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슬퍼할 사태는 아니다. 건축가 

의 참다운 일은 이와 같은 현대의 생산 조직이 

주택 생산의 거의 전부를 맡게 될 지점에서 일 

보 전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리고, 이미 우- 

리 주변에서는 어 떤 중요한 轉換이 조금씩 진행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意味의 空間으로 오늘날과 같은 사회환경 속 

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복잡하고도 비합리적 인 

감정의 움직임에 그 공간이 얼마만치 깊게 교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주택의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사람들이 겨우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교묘한 기술로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하더 라도 그것 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주택 설계의 주 

류가 기술적인 해결에 의한 생활 공간의 추구에 

그 重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택 문제 

가 이제 크게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질적 인 공간의 추구로부 

터 정신적 인 공간의 추구에로, 혹은 일상적인 

吗체로부터 일상적이 아닌 虛構에로의 建築主題 

의 전환이다.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공간 

의 의미. 말을 바꾸면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의미로서의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 렇게 해 

서 주택의 커다란 主題가 되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가가 住宅設計를 한다는 뜻을 현대 와 같 

이 고도로 발달한 工業社會 機構 속에서 생각한 

다면「주택 은 예술이 다」라는 주장에 도달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하며 , 우리의 현실 （國立博物舘 

이 나 慶州博物舘 등）로 보더 라도 「주택 은 예 술 

이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건축가의 하 

는 일로서 참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時流인 

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연 별개의 문제 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금까지와 같이 기술적 인 계쵝 

으로서 직선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시대가 건전. 

하였고 樂天的이 었지 않았나 하는 생 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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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논리가 그 기초를 떠 받들고 있었던 시 

대 였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非論理，非合理 

的인 사람의 정서와 현재의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생활을 더욱 전체적인 면에서 이해해 보려 

고 한다면 이제까지 무시 당했고 어 둠에 묻혀 있 

었던 정신적인 면의 복권을 바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의 세계에서「意味」의 세계에로 서서히 

옮겨 가는 현상은 주택 문제에서 뿐만 아니고 

사회 의 여 러 면에서 찾을 수 있어 도처에서 人 

間回復의 旗識를 높이 들고 있다. 충분히 발달 

해 버린 기술체계는 풍부한 물질생활을 항상 보 

장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의식은 이러한 일상 

화된 것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보람을「意 

味의 世界」에서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는지 

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신적인 평가를 

해 본다면 그것은 현대사회 가 情報時代 즉, 의미 

의 기호가 교차하는 새로운 사회 로 변질화되고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해서 좋을 둣하다•

方法의 問題 工學的인 공간의 架設이나 構造 

法, 生物學的인 動線追跡에 의한 평면 계획 등 

이 전연 다른 출발점과 방법을 이제부터는 구하 

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인간의 정념의 非合理的 

인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機 

能主義 - 合理主義의 디 자인과는 또 다른 출발점 

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만, 그 方法論의 구축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비 

합리적인 것의 영역에서 方法論 즉, 논리에 의 

한 創作論을 기대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 

을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의 방법론을 예전과 

같이 造形의 평면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규제했 

던 것같은 이론과 비숫한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는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존재를 

걸고 캐어 내고 탐구하는 그러한 창작의 방법론 

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虛構의 空間논리 

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택은 思想의 공간 

이어야 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方法論의 제시이기도 하다. 태평스럽고 한가하 

게 높은 천정인 純白의 넓은 방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이 미지한 순간에 방법은 그대 로 공간의 사 

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구체적인 표현이 된다•

현시점에서는 날카롭고 아름다운 虛構性 만이 

이 현실사회의 새로운 일상성으로 전화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것 

은 도처에 함정이 준비되어 있고 不毛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전선과 같다. 機能主義나 合理主 

義 디자인이 정체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사이 반 

동적으로 넘친 造形過剩이나 장식화 등은 그 無 

方向, 無目的 때문에 처음부터 膠着狀態에 빠지 

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간 

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낡아 빠진 인 

간감정과의 관련은 아니다. 巨大化한 사희 가 모 

든 장면에서 참다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자유 

를 탈취해 가려 고 할 때에 인간 자유의 復位를 

그 주택 이 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간 안에 造形手 

段을 통해서 조금치라도 정착해 보려고 하는 자 

세를 예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 

터의 주택을 위한 방법론은 이 작은 공간 속에 

음패 시키려는 것이 아니 고, 가령 未來 都市라고 

불리는 커다란 넓이 속에서도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강인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고도로 발 

달한 현대의 工業社會를 상대로 하여 한 사람의 

건축가가 그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긴 거리의 양쪽 끝에서 효과 있는 방법론 

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이외에는 길이 없 

다 一

公共建築(Public building)

公共建築의 槪念 공공건축이 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社會福祉를 목적으로 한 주민을 위 

한 주민의 건축을 말하는 것이며, 自治體건축을 

가리키는 데, 이에는 國家建築이 포함된다• 즉, 

公共建築은 住民의 安全, 幸福, 福利，繁榮에 

대한 서 비스 시설이며, 또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의 편익을 창조하여 혜택을 받는 사회의 共 

有施設（都市施設）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公共施設을 대개 세금을 財源으 

로 하여 세우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소유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다.

公共建築의 種類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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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建築의 種類

大 分 類 小分類 建 築 名 稱

一行政施設.........관공서 QE式으로 公用施設이므로 除外되는 경우가 많다)

一運輸施設.........驛•駐車場•터미널-交通建築

-(1)運營施設一一通信施設......... 郵遞咼

一防災施設…待避所-火葬터

八 一供給處理施設..........發電所•浮水場•汚水處理場•쓰레기 處理場
公 一敎育施設.......... 學校-各種訓練所

一硏究施設......................

共一 一(2)文敎施設一 一文化施設..........音樂堂•美術舘•市民會舘劇場

一記念施設.........文化財施設
建 一宗敎施設.........敎會•절•祈禱所

一醫療施設.........病院-保健所•診療所
築 一(3)厚生施設——運動施設.........體育舘•鬪技施設

一社會保護施設…相談所

-(4) 商業施設一1一販賣施設..........연쇄 가 ・ 地下商街

리 크리에 이 션施設…競馬場 • 會舘 • 宿舍

一(5) 住居施設一l集合住宅施設…市民 아파트 • 共同住宅을 成立시 키 는 施設
• ‘一生活施設.......................................................

社會體制에 차이가 있다. 公共建築도 같은 것은 

아니다. 自治體의 성장과 발전에 대응해서 공공 

건축의 성 격 • 내 용 • 종류에 변화가 보이 므로 공 

공건축이 자치체의 성격 혹은 성숙의 하나의 바 

로미 터 가 되고 있다.

公共建築의 推移 公共建築은 본래 이것을 이 

용하고 또한 공동의 것이라고 의식할 수 있는 주 

체성을 전제로 하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러한 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일반시민 

이다. 왜 냐하면 자유와 평등의 원칙 위에 서서 

공공건축을 자기들 공동의 건물로 의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물의 발생을 희 랍 시대 (B.C 1000〜26) 
에 두는 것 은 적 어 도 이 러 한 시 민이 희 랍도시 에 

처음으로 실현되 었기 때문이 다.거 기 에서 는 아고 

라(廣場)를 중심으로 하여 공유의 浴湯, 公會堂 

體育舘, 극장, 기둥, 복도 등이 설치되어 여기 

가 시민의 집회와 사색의 장소이었다.

로마시대 (B.C 27—A.D 476)에는 아고라에 대 

치된 堆大한 포람이 만들어졌고 神殿, 凱旋門, 

鬪技場, 圖書舘, 4〜5층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 

섰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었던 바지리카는 集會 

에 이용되고, 마침내 이 곳이 裁判所로 바뀐다.

초기의 공공건축은 어느 것이나 도시를 위압 

하는 것으로 몇 개인가의 건축群으로 이루어졌 

고, 퍽 훌륭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와 동시에 공공건축이 시민에게 얼마만큼 사랑 

을 받고, 이용되었고, 자랑 거리 였는가 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희랍 • 로마의 공공건 

축은 어디까지나 奴隸를 제외한 한정된 시민을 

위한 특권적인 시설이었다.

중세도시의 公共建築에서 교회의 건축올 빼놓 

을 수는 없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었는데 , 교회 는 다만 封建社會體制 

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적 인 기능 밖에는 달성하 

지 못했고, 다음에 온 르네 상스 시 대 (A.D 1280〜 
1600)가 되어서 야 겨우 市廳舍와 긴드 홀을 포함 

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 건축물이 시민의 손으로 

운영되기에 이 르렀다. 이 것은새로운 市民層으로 

서 상인과 匠人의 擡頭로써 가능하게 된 것 이 다.

근세의 공공건축에서는 이 소박한 의미마저 

잃고만 듯하다. 이것은 國家權力의 강력화에 의 

한 것으로, 과대한 국가권력 밑에서는 지배세력 

의 이 익 이 공공의 福祉라고 하는 이 름으로 이 용 

될 뿐으로 새로운 시민의 시설은 이러한 상황아 

래서는 생겨나지 못한다는 한 教訓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중에서 產業革命後 갑자기 도시에 

집 중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勞動者들 

을 위해서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된 것은 주 

목할 만한 일이 다. 그러나, CIAM(近代建築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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際會議）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 

동주택과 그 환경 總體가 지향했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건축물이 라고 하는 인식도 현실도 창조하 

지 못하고, 이것이 마침내 오늘날의 產業社會에 

심각한 도시문제로 인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건축가에게는, 공공건축이란 일부 特 

權階級의 御用建築家로부터 탈피시킨（① 建築家 

의 自主）, 그리고 건축물을 시민의 것으로 만듬 

으로써 人間建築을 출발시 킬 수가 있었다（② 現 

代建築의 출발）. 또 공공건축에 의해서 사회를 

그 지역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건축의 본질을 명 

백히 할 수가 있었다（③ 건축의 本質的 追求） 

공공건축의 의미는 이상과 같이 사회에 대해서 

도, 건축에 대해서도, 또한 건축가의 편에 서서 

보아도 커다란 것이 있었다.

公共建築의 現代的課題 공공건축은 定住사회 

를 물적 으로 정 착시 키 는 주요한 환경 媒體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지역 과의 사이에서 잃 

어버리고 있었던 대응을 올바로 발견하고, 이것 

을 공공건축 안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공통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구체적 인 여 러 문제를 擧論하여 이 

것 을 바르게 이 해 하고 거 기 에 새 로운 시대에 받 

아 들여지는 공공의 의미를 명찰하고 참다운 공 

공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도시 • 건축 문제를 풀 

기 위해서 동적 인 이론을 거기에 추구해 나가지 

아니 하면 안 된다- 공공건축의 형식주의의 타파 

는 이렇게 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공공건축은 원래 현대 건축의 이 론을 세우는 데 

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된다• 거기에는 당연히 

사회의 성장 • 발전에 적응하는 新陳代謝（Meta
bolism） 의 시스템에 의한 진화의 사상이 포함되 

지 아니하면 안 되고, 산업사회에 대해서 정주 

사회（自治體）에서 어떤 위치를 잡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 올 포괄하는 이 와 같은 문 

제야말로 공공건축에 부과된 문제이며, 이러한 

사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郡市 디자인

都市計側과 都市設計 예전에 도시가 급격한 

변화나 성장을 하지 아니했던 시대에는 도로의 

계획, 토지이용계획, 구획정리라고 하는 수법이 

도시를 통제하는 효과 있고 또한 충분한 수단이 

었다.

즉, 都市計劃이 란 주로 土木專門家가 만드는• 

2차원적 인 도시 의 도로계 획 과 토지 이 용계 획을- 

가리켜 쓰여 온 말이다.

그턴데, 도시화가 갑자기 활발하게 進化함에 

따라 建設의 投資額이 늘고 建設의 規模도 퍽 커 

젔다. 거 리의 한 區劃全體를 차지하는 超建築도 

나타나고, 萬名 單位를 收容할 수 있는 超高層 

建築物이 세워지고, 몇 겹으로 立體交叉하는 高 

速道路나 高架道路, 地下鐵鋼이 필요하게 되면, 

都市를 2 차원적 인 수법 으로 統制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 서 3차원적 인 建築手法을 써 서 都市 

計劃을 진행 시 켜 나가는 어 프로우치 （Approach） 
의 방법을 都市設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都市의 領域 世界的으로 보아 低開發地域과 

先進地域에서는 都市人口의 比率이 다르지만 人 

口의 都市集中에의 傾向은 顯著하고 今世紀末에 

는 總시□ 60億 중 약 30億이 都市에 살게 될.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 같은 人口의 集中에 의해서 都市가 擴大 

를 계 속한다면 都市周邊의 보다 넓 은 범 위 에 서 

計劃을 세우지 아니하면 全體의 機能을 把握할 

수 없게 된다.

首都圈이 타고 하는 槪念은 擴大된 領域에 있 

어서의 都市問題 즉, 巨大한 都市의 問題라고- 

해서 무방할 것이다.

종래, 都市問題의 가장 重要한 課題는 都市에 

의 시□集中을 어떻게 統制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首都圈計劃이 그런 것처럼 者， 

市周邊에 그린 벨트를 둘러, 人口의 스프로울 

（Sprawl）올 억제하는 한편, 周邊地域에 衛星都 

市를 두어 人口를 分散시키 는 것을 基本方針으 

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都市生活은 高速的인 交通・ 

手段의 發展에 의해서 首都圈의 領域을 횔씬 넘 

어서서 擴大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들을 수 있 

는 仁川 • 水原 - 議政府 등 圈內를 首都圈化하고 

여 러 衛星都市를 만들려고 하여 開發에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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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은 이같은 都市化現象인、메가로 포리 

스인 것이다.

이 것은 원래 美國의 北東部大西洋沿岸의 보스 

톤, 뉴우요오크, 필라델피아, 발티모어, 워싱톤 

등의 大都市가 하나의 巨大한 有機體로서 活動하 

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드만이 붙여 부른 말 

인데, 이것이 國家의 테두리를 넘어서 世界的인 

領域에서 연결된 都市의 狀態를, 희랍의 都市計 

劃家 도키 시 아디 스는 에 큐니 노포리 스라는 이 름 

을 붙이고 있다.

메 가로포리 스이 건 에 큐메 노포리 스이 건 그 實 

體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한 都市域의 확대범 

위와는 관계 없이,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流動性 

을 띠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말을 바 

꾸면 눈에 보이 는 도시의 領域과는 전연 별개의 

넓 은 領域에 서 새 로운 도시 생활이 성립되어 가 

고 있는 데에 現代都市의 새로운 狀况이 있는 

것이다.

原型設計 都市의 成長•변화의 連度는 急激 

해졌고 특히 도시의 골격을 결정 짓는 情報와 

交通網은 나날이 새로운 기술적 진보의 영향을 

받는다.

都市를 設計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未 

來를 豫測하는 것이미, 따라서 未來의 生活空間 

을 豫測하는 科學으로서의 都市設計方法論이 电 

요하게 된다.

한편으로 변하기 쉬 운 都市構造일지 라도 거 기 

에는 변하기 쉬운 부분과 비 교적 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都市空間의 社會的인 耐用 

年數의 序列을 확인하여, 비교적 변화가 적은 都 

市의 基本骨格을 決定하고 그 밖의 구조는 확정 

짓지 않은 채 남겨 두고 그때 그때의 條件을 투 

입해서 설계해 나가는 프로그람마틱 (Program- 
atic)한 原型設計의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종래에 都市의 設計라고 하면 몇 년인가 앞의 

固定的인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그 계획을 하나 

씩 사업화해서 實現해 나가면 좋았지만 都市의 

변화의 속도가 항상 그 계획을 앞지르기 때문에 

영원히 實現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에 대허서 原型設計에 의해서 변화에 대응 

하는 프로그램을 정하는 마스타시스템올 갖고 

있다면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柔軟性 있게 實施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諸分野 完)

•硏究所案内

土星美 術硏究所

O 연혁 : 1961年 3月 1 日 韓一마아크圖案연구소로 發足

1970年5月1日 土星美術硏究所로 改稱함

O住所：慶尙北道 金陵郡知禮面 道谷里 四三七番地

O代表者：洪 正 雄

O 기 구주요사입 : 마아크圖案, 간판, 商業디자인, 建築室內디자인

O 전화 : 知禮 21番

O 참고사항:地方文化사업 協助 및 美術지 망생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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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해 설

인자........ 디 용 □어

◊ 치팬데일 스타일(Chippendale style)

영 국의 家具 디 자이 너 인 토마스 치 팬데 일(Thomas Chippendale; 1718〜79)이 

18世紀 중반기 에 만든 家具의 樣式이 다. 바로크 • 로코코 • 고시 크나 영 국의 民藝 

등을 參考로 한 折衷樣式으로서 優雅한 느낌을 준다• 그가 著述한 自作 家具圖案 

은 그 당시에 많은 家具作家가 利用하고 본보기 로 삼았다•

◊着色齊KColorant)

成形品이나 塗膜에 一定한 색갈을 바르기 위해서 쓰이는 塗料와 顏料의 總稱이 

다.

◊著 作 權(Copyright)

個人의 獨創에 의해서 著作된 것에 대해서 그 個人(著作)이 이것을 複製하는 

權利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著作權法에 의해서 權利가 保障 되어 있다• 著作權은 

반드시 한 個人에 限하는 것 이 아니 고, 몇 사람의 共同著作者는 물론, 學校 • 協會 

• 會社 그 밖의 團體인 경우도 있다. 歐美 各國의 경우를 보면, 디자인의 著作權 

이 충분히 保護되고 있는 데,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現行法으로서는 그 明確한 

法的인 規定이 없으므로 法制定이 要望 된다• 그러므로，우선 國際的으로 通用되 

는 簡便한 著作權 表示樣式인 ©라는 記號를 쓰도록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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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計劃(City planning)

都市에 있어서의 社會的인 여러 가지 政策의 具體的인 計劃을 말하며, 都市生活 

에 必要한 交通 • 衛生 • 保安 • 經濟 등에 대한 문제를 오랜 세월에 걸쳐 公共의 福 

利를 위해서 一貫된 都市的 重要施設에 對해서 計劃해 나간다. 특히, 都市를 構成 

하는 最大의 要素는 建築이므로, 建築物을 주로 한 낱낱의 것 보다는 全體的으로 

본 有機的인 構成에 重點을 둔다. 그래서 道路를 위시해서 交通網 • 橋樑 • 河川 • 

廣場 • 公園 • 綠地帶 등의 問題나 이러한 것들과 建築物과의 關係에 대해서 全般的 

으로 立體的인 計劃이 都市計劃의 커다란 問題로 대두되게 된다.

많은 都市 중에서는 古代로부터 發達해 내려 온 都市나 經濟性이 都市成立의 基 

礎가 된 近代都市도 있고 하여 이런 都市의 特性이나 그 都市建築의 硏究 등이 將 

來의 都市計劃에 많은 提案을 해 준다. 英國의 田園都市의 주장이나 르 코르뷰제 

(Le Corbusier 佛 1887〜, 本名은 Charles Edouard Jeanneret 書家, 建築家)의 

大都市建設의 提案 등 많은 主張도 要는 都市의 計劃的 構成에 歸着하는 것인데, 

建物과 빈터라든지, 道路와 綠地帶라든지 交通이라든지 모두 都市의 立體的인 有 

機關係가 問題가 되고 있다. 19世紀 以來, 歐美의 都市들은 급격하게 近代化 되었 

는 데, 프랑스 파리 의 放射狀, 美國의 뉴우요오크의 基盤狀의 都市들은 近代的으 

로 잘 整備된 좋은 都市計劃의 一例이다. 우리 나라의 都市建設에 있어서도 遠視 

的이면서 各種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都市計劃이 바람직 하다.

◊塗 裝(Coating)

塗料를 써서 物件의 表面을 덮어 씌워 美粧을 하고 또 同時에 外界의 影響올 막 

고 그 耐久性을 增加시키는 것이다. 즉, 美觀과 保護를 目的으로 한 表面處理의 

塗工技術이 다. 塗裝의 種類는 쓰는 材料인 塗科의 種類에 따라서 페 인트塗裝 • 와 

니 스塗裝 • 래 커 (lacquer)塗裝 • 漆塗裝 • 락(lac)塗裝 • 에나멜 塗裝 등으로 나눌 수 

가 있는데, 이러한 塗裝法도 그 工程이라든지 方法 혹은 塗裝物의 材料 등에 의해 

서 다시 技術的으로 여러 가지 方法이 생기게 된다.

塗裝하는 것을 一般的으로 페인트(Paint)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넓은 뜻으로 해석해서 總括的인 意味로 썼을 경우이다. 페인트 塗裝은 油性 페인 

트 • 水性 페인트 • 特殊 페인트로 區分하여 . 쓴다. 와니스 塗装은 油性 와니스 • 락 

니스 • 테레핀 와니스; - 水性 와니스를 쓰고, 漆塗裝에는 生漆 - 黑漆 • 透漆을, 래커 
塗裝에는 크리어 래力, 래커 에나멜을, 에나멜 塗裝에는 油性 에나멜 • 合成樹脂 

에나멜을 각각 使用한다.

塗裝技法으로서는 솔 칠, 흘림칠, 로울러칠, 당금칠, 점채(點彩)칠, 얼룩무늬칠 

(Spread) 등의 方法이 있다. 그러한 方法에 따라서 設備가 必要한 데, 아뭏든 어 

느 정도의 時間이 지난 후에 乾燥해서 彈力이 있는 단단한 塗膜을 만들었을 때에 

目的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므로, 어 떤 方法이건 간에 乾燥設備의 좋고 나쁨을 作業 

能率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塗裝해야 할 物體도 車輛과 같이 큰 것으로부터 액세 

서리 같은 작은 것도 있고, 또 材料面에서 보아도 木材 • 金屬 • 콘크리이트를 위시 

해서 廣範圍하게 材料가 있다. 그에 對應하는 塗科도 材料別로 種類가 아주 많다. 

또, 使用 되는 데에 따라 생각해 보아도 室內用 • 屋外用의 區別도 있고, 塗装工程 

으로 보아도 밑칠(바닥칠) • 중칠 • 덧칠 등이 있다. 使用場所로 보아도 집 칠 •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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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바닥용•車輛用 ・ 家具用• 배밑박칠 등이 있다• 特別한 用途로서는 그 性 

能에 따라서 耐알캍리塗料•耐酸塗料•耐熱塗料•螢光塗料-防火塗料•電氣絕緣塗 

料 • 防水 • 防濕塗料 등이 있고, 塗裝의 利用範圍도 아주 넓다• 이 후라도 디자인 

과의 關係는 아주 깊을 것이다. 科學의 進步는 塗料法에도 더욱 더 새로운 것을 

더해 가고 있는데, 塗裝用 機器裝置에 있어서도 현저한 進展을 볼 수가 있다•

“熱을 딘너 (Thinner; 보통 신나라고 말한다)에 바꾸어 놓은 것이 다”라고 말하 

는 호트 스프레 (Hot spread; 加熱噴霧) 塗裝法도 솔로 칠한 것으로부터 스프레塗 

裝으로 發達했고, 여기에서 콜드 스프레로부터 호트 스프레에로 移行해 나가는 一 

例이다.

◊ 콘베이어 시스템

(Conveyer system, Assembly line, Fliess an beit;獨)

一連의 作業을 時間的으로 調整해서 製品을 完全하게 하는 作業方式 • 製品方式 

을 가리켜 말한다. 콘베 이어 시스템은 流動作業과 택트(Tact) 시스템, 節動作業 

과는 區別된다. 콘베 이어 裝置를 써서 移動 組立을 하게 되는 自動車工場 등은 긔- 

한 例이다. 이 시스템은 工程 一部分의 故障이나 事故가 全工程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큰베 이어 裝置에 必要한 固定費用이 많이 들고, 그 때 문에 作業의 轉換이 

쉽지 않고, 作業의 極度의 機械化에 의해서 作業하는 사람은 심히 單調로와지고 

固定化 되어 버리는 것이 缺陷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낸 것이 택트 시 스템(Tact system)이다. 이것은 工程間에 

택트를 設定하여 工程을 몇 가지의 作業으로 나누어 無理한 同調를 피해서 調整하 

기 쉽도록 한 것인데, 製品의 種類에 따라서는 効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 

쨌든 콘비 이 어 시 스템은 大量生產에 알맞는 生產方式으로 各種 工場에 利用되고 

있다 •

◊服 裝(Costom)

被服이라든지 服飾이라는 말과 同一하게 쓰이고 있다. 단순히 衣服만을 가리키 

는 경우도 있으나, 머리에 쓰는 것, 장갑류, 발에 신는 것 등 身邊用具나 휴대품 

올 포함하는 편이 일반적인 것이다. 衣服에만 대해서도 의류 • 옷 • 의장품 • 衣類品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다.

服裝의 起源 • 目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說이 있으나 크게,나누어 본다면 社會 

的인 必要性과 生物學的인 必要性이 理由가 되어 있는 것 같详. 裝飾 • 威嚴性의 

維持, 羞恥感올 감추고, 禮儀를 지키고, 氣候에 맞게 調節하고, 몸을 保護하는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本能과 性的인 魅力을 지니게 하여 注意를 끌기 위한 

目的——社會生活의 必要에서 威嚴을 지키고 保全키 위한 日的一知性의 發達에 

따라 身體의 一部分을 덮으려고 하는 羞恥의 目的——발가벗은 것을 버릇이 없다 

고 혹은 이상한 服裝을 배척하려고 하는 社會意識에서 일어나는 禮儀의 目的—— 

등 사람이나 社會의 發展에 따라서 服裝에는 여러 가지 社會的인 目的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服裝의 社會的인 目的은 歴史的인 것이고, 社會의 進步에 따라서 

育成되고, 또한 變化하는 것이다.

이 에 對해서 生物學的인 目的으로 보자면, 몸은 保護하는 것, 주로 皮膚를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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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뜻하고, 氣候調節의 目的은 外界의 寒 •暑 .乾 . 濕에 관계 없이 몸의 

둘레를 温和하게 하여 乾燥하고 爽快한 狀態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生活은 衣 . 食 • 住. 勞動의 네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 衣는 

勞動이 나 운동에 관계 가 아주 깊다. 服裝의 生物學的 目的을 생 각한다면, 運動하 

기에 알맞는지의 여부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큰 문제이다. 服裝은 그 모양이 運 

動하기에 알맞게 變化를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극치 

의 衣裳이 라 할지라도 전연 손발을 움직 일 수 없는 것이 라면 衣裳으로서 成立될 

수 없다. 儀禮的 ・ 古典的인 衣裳은 非活動的이며 靜止된 것이고, 스포티한 近代的 

인 服裝은 아주 活動的이어서 運動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服裝의 生 

物學的 • 生理學的인 適應性을 中心으로 하여 肠裝의 모양올 이 루는 여 러 條件을 

圖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的

的

素
 

的•
的

素 

理

會 

形
覺 

心

社

要 

造

感

要

6.
on

기
부

」개
인
석
인
)
 

시
대
(
현
대
 
감
각
)
 

事

缪(
관
•
혼
 •
상
재
)
 

제
충
"
/“：秘

지
업7

나
이

生物學的 

適應性

흔히 服裝이 란 流行을 좆는 것 

이어서 自然科學이 관여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現狀인 

것 같은데, 服裝이 社會的인 것 

과 生物學的인 것의 두 면을 갖 

는 이상, 간단하게 兩者 사이의 

輕重을 가려 다루어 서도 안 되며,

物理 的

要 素

모색 무재 
양채니 봉

9. 10.
지 무

오히 려 統一올 圖謀해야 할 必要 

가 있다. 이 點에서는 一般工藝 

建築과 같이 造形과 機能이 統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服裝이 과 

거의 時代에는 裝飾을 위한 裝飾

1一乏飞厂4. 5.
재 광 
질 댁

O

이 었으며, 權力이나 富力을 과시하는 것이 었던 것은 流行이 上層階級의 社交第一 

의 生活, 封建的인 男女의 差別觀念에서 오는 生活의 表現이었기 때문이다.

民主的인 社會에서는 그에 알맞는 流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人間性 

을 尊重하는 생활은 健康하면서 文化的인 生活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過去의 社 

會와 같이 衣服의 아름다움이 그 어떤 과시이거나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衣服의 生活은 習慣 • 嗜好 등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으 

므로，소박한 合理性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社會的인 目的과 生物學的 

인 目的의 둘 다 한 충 높은 次元에서 追求가 必要하다.

사람은 맨 처음 動約의 가죽이나 植物의 잎파리를 衣料로 삼았었는데, 얼마 지 

난 후에 動植物의 繊維를 짜내는 方法을 알아냈다. 古代人이 어떤 衣料를 썼는가 

하는 것은 氣候風土의 自然的인 條件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나라나 中國은 麻•絹 

闻度는 綿花，이 집 트는 亞麻와 綿花, 유럽 은 亞麻와 羊毛, 미 국은 羊毛와 綿花, 

中世紀까지 는 各地域 • 各民族 공히 이 상과 같았다.

18世紀 중엽 에 織物機械가 發明되고 家內工業이 工場制度의 手工業으로 發達하 

기 에 이르러 , 各民族들이 各地域의 原科를 서로 交流하여 利用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大陸의 영향을 받아 織物의 水準이 높았던 것 같다. 문익점이 목 

화씨를 갖고 돌아온 후 綿花를 加工하여 옷을 만들었고 麻에 대신해서 普及되었다. 

그러 나，庶民層의 의복은 별로 發達을 보지 못하였 던 것 같다. 羊毛는 服裝이 洋服 

化 되어 비로소 쓰게 된 것이지만, 綿紡績과 함께 급속한 發達을 보아 이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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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 織物은 世界 有數의 것이 되었다•

衣服의 모양은 그 상태 • 덮는 部位와 露出部位 - 開□部 • 構造 •容積 • 重量 등의 

條件에 따라서 千差萬別이며, 地域的 • 歷史的으로 끊임없이 變化하는 것이다・ 즉, 

衣服은 한 면에서는 氣候風土 등의 自然的인 條件에 左右되고, 다른 면에서는 社 

會의 經濟的 • 政治的機構와 人間의 生活 • 態度 • 樣式에 영향을 받고 있다•

現代의 우리 나라 服裝은 形態上 韓服과 洋服으로 나눌 수 있다. 洋服은 活動하 

기에 便利하고 그래서 近代生活에 適合하여 都市에서는 거의 全部 洋服을 입고 있 

다. 農 • 漁 - 山村이나 都市의 老人層에서 韓服 입은 것을 볼 수 있으나 女性層에 

서 점차 韓服 입는 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함께 男性의 그것도 차차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원래 韓服은 우리 의 氣候 • 風土 • 住宅樣式 • 生活樣式에 알맞게 되어 있어 남녀 

의 구별 없이 집안에서는 입었으면 좋을 듯하다. 이것이 사라지고 근대화의 물결 

에 휩쓸려 우리 고유의 문화의 소산이나「우리의 멋과 맛」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처 

럼, 우리 고유의 의복이 맹목의 희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洋服一元化의 傾向이 우리의 혼까지도 앗아 갈가 두려워 다음에 「우리 옷」 

의 장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 •

1） 바닥에 앉아 사는 生活에 알맞는다. （合理性）

2） 편안한 자세로 여유 있게 휴식할 수 있다. （Relaxation）
3） 양복처럼 가봉을 해서까지 몸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아님으로 대개는 他人과 

융통할 수 있고, 또 旣成品으로도 좋다• （融通性）

4） 집에서 꿰매 입을 수 있으므로 다시 바느질 하는 일이 自由롭고, 工賃이 많 

이 들지 않는다. （經濟性）

5） 바느질이 直線的이어서 洋服처럼 복잡하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어 포 

개어 保存에 便利하다• （收納性）

6） 남자의 옷은 寬容的이며 여유 작작하고, 여자의 옷은 맵씨 있는 獨特한 아름 

다움을 지니고 있다. （民族의 個性）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하나의 제언을 한다면, 服裝디자인에 있어 

서 는 洋服의 韓國化（材料 • 技術 • 機能的으로）와 韓服의 洋服化를 主題로 하여 固 

有의 것을 保存함과 同時에 近代化에 맞는 主題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 

히 순전히 造形的인 면에서도 새로운 韓國的인 것 이 各種 디자인에서 요망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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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通革新①鮮魚流通

식품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것이 魚貝類이며, 또한 鮮魚는 

그 新鮮度가 生命이라고 할 수 있다. 現在와 같은 複雑한 流 

通過程과 取扱의 소홀함은 더 구나 여 름철에는 이 生命을 잃게 

하고 있다.

여기에도 時急히 革新되어야 할 問題들이 있다.

센터 연구 개발 작품

아래는 '71 년도 당 센터 개발품인 선어 운반 

상자, 담수어 운반 상자, 굴 수출 포장 용기 •



1•머리말 2. 鮮魚의 流通現况

우리 나라 經濟도 이제 生產과 消費를 연결하 

는 流通革新이 各分野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 

다• 最近에 등장한 中小企業 製品 直賣場, 水產 

物 直賣場, 農協委販場, 高速道 週邊의 農產物 

集荷場, Super market 등이 새로운 流通機構 

이다. 또한 中間都賣商을 배제한 直營百貨店 및 

메이커가 直接 판매하는 直營店舖가 늘어나고 

있다. 이 모두가 消費者와 生產者를 위한 流通 

革新이 다.

이 중 水產物（鮮魚）의 例를 들면 過去 數年前 

까지만 하여도 水產業이 어로 일변도로 量產에 

만 치중하고 流通問題를 등한히한 나머지 鮮魚 

는 流通行政의 不在로 鮮度不良, 變質腐敗로 값 

싸게 갈려서 어민을 궁지에 빠뜨리고 소비자들 

은 그들대로 食品性을 상실한 이름만의 鮮魚를 

값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이율 배반적인 魚價形成 

을 이룩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水產物 中 특히 鮮魚의 流通機構 

는 대단히 複雜하다. 그런데 대체로 두 가지 根 

本的인 면에 서 現實的으로 規定된다고 볼 수 있 

다.

鮮魚 流通機構의 現實的인 形成은 商品 조般 

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原因과 形態 

外에 첫째로 鮮魚의 强한 腐敗性에 의해서, 둘 

째는 生產消費의 특수성에 의해서 크게 影響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鮮魚의 流通은 生產 • 消費過程의 主體를 勘案 

할 때 多數者가 生產하여 多數者가 消費하는 類 

型에 속하며 , 廣範圍하고 複雜한 蒐集, 搬出, 

分散 등 여 러 過程을 또 여 러 차례 거 치 게 되 며 

많은 流通단계 를 通하여 最終消費者에 이 르기까 

지 分散配給됨올 알 수 있다.

따라서 鮮魚의 流通은 自然 대단히 복잡한 過 

程올 通해서 이루어진다.



그 內容을 簡單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市 

場 기능면으로 볼 때 鮮魚의 流通은,

① 產地漁港에서의 蒐集

② 交換機能 및 評價機能으로서의 競賣

③ 第一次的 分散의 結果로 이루어지는 消費 

地로의 搬出

④消費地集荷

⑤ 再競賣를 통한 一次的 消費地分散

⑥ 都賣過程올 통한 數次의 再分散

⑦ 小賣過程을 통한 廣範圍한 分散 등

여러 過程올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① 生產地 委販 ② 消費地 競賣 ③ 數次의 都賣 

過程에 있어서의 去來 ④ 小賣過程에 있어서의 

去來를 통해서 여러 流通段階를 거치게 되며 각 

각 市場去來가 성립되고 各流通段階를 거칠 때 

마다 流通主體를 달리게 된다.

特히 鮮魚는 强한 腐敗性을 지니기 때문에 여 

러 流通段階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廣範圍한 蒐 

集, 運搬, 分散 등 여 러 過程이 迅速히 遂行되 

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鮮魚 固有의 特 

徵은 全體流通過程에 있어서 많은 問題를 惹起 

시킨다.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鮮魚의 流通을 時間的 

으로 살펴 보면, 그 流通速度를 알 수 있으며, 

大體로 아침 3時 경에 揚陸, 6時 경에 揚陸地委 

販, 8時에는 消費地委販 그리 고 10時까지는 數 

次의 都賣過程올 거쳐 小賣商에게 이르게 되며, 

當日 中에는 大部分의 鮮魚가 消費者에 이르게 

된다. 이 와 같은 時間的인 壓縮狀態가 特히 流通 

과 關聯되 어 問題되 는 것은 生產 ♦ 消費面의 特 

殊性과 아울러 迅速한 分散올 要하기 때문에 組 

織化되지 못한 狀態下에서는 보다 많은 流通段 

階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生產者와 小賣商間에 

介在되는 諸流通段階의 肥大가 問題이며, 生產 

者나 小賣商은 消費者와 마찬가지로 中間에 介 

在되는 流通段階를 可及的 除去하고 直結될 것 

올 願할 것이나 制限된 時間內에 廣範圍한 分散 

올 要함으로 不可避하게 많은 流通段階가 介在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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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流通過程의 革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流通 되어 온 水產物은 

정부의 노력과 관련 기관의 협조로 지 난 해부터 

그 流通過程을 改善하기 위한 作業이 시도돼 왔 

었다. 腐敗度가 높고 판매과정 이 복잔한 水產物 

의 流通改革은 시급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그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산당 

국은 엄청난 중간 마진을 배제,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이 유에서 , 그리 고 生產者（어 민 및 조합） 

의 보다 큰 이 윤올 위해 水產物 流通改革을 위 

한 作業에 착수했다.

금년부터 水協은 10개의 水產物直賣場을 서울 

市內에 두고 水產物 공급올 해 주며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鮮魚의 種類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30%가 싼값으로 나타나며, 

또한 鮮度面에서는 市中 생선보다 훨 씬 높다는 

것 이 이 용자들의 종합된 평 이 기 도 하다. 즉, 流 

通過程이 Cold chain system 으로 운영 되 며 , 水

產物은 새 벽 4시 인천 등의 魚協에서 水協의 냉 

동차로 운반되 며 , 直賣場의 Show case를 通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된다. 이에 水產物流通過 

程이 단축되고 종전보다 30% 정도의 마진이 줄 

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流通改革 

은 全般的인 水產物의 공급과정을 볼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水產物의 流通 

改革은 단기 적 인 안목으로는 기 대 하기 어 렵 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로 대 부분의 소비 자들이 생 선의 

鮮度에 대한 관념이 극히 희박하다. 아직도 선 

도보다는 약간 상한 생선이라도 가격이 싸면 사 

는 경향이며, 또한 식생활 구조면에서도 젓갈류 

등 생선을 썩혀 먹는 조리법도 없지 않는 형편 

이 다• 중간상인의 농간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 

는 마진은 공산품의 경우 7.9%인데 비해 농수 

산물은 28.7%에 이 르고 있다. 수산물의 경 우, 

어회은 없고 수요가 클 때 중간 마진이 200〜 
300%에 달하는 어 물도 있다. 수산물 직 매점 의 

設置는 수산물 유통개혁올 위 해 초보적 인 단계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과정 개 

선을위해선 점진적 이고 지속적인 개혁책이 마 

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流通改革에는 필연적으로 包裝改善이 따 

라야 한다. 전체 수산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어 포장올 간략히 소개코자 한다.

4. 鮮魚包裝의 現况과 問題蕪

文化水準이 높아지고 國民所得의 增大로 말미 

암아 人間은 生活上의 보다 많은 流通 Service를 

願하게 되고 이에 따라 Marketing이 중요성을 

지니 게 되며 , 한편으로는 流通 Margin 이 增大 

하고 있는 것이다.

水產物 特히 鮮魚는 우리 나라 국민에게는 重 

要한 營養供給源（動物性 Protein）이 면서도 原始 

的인 木材箱子에 의해 取扱될 뿐만 아니라，流 

通上에서 그 包裝方法이 아직도 前近代的인 양 

상올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損失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水產物의 强腐敗性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木材 

箱子의 改善이 全水產物 流通改善의 重要한 部 

分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全體的인 流通改善을 

期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木材鮮魚箱子의 改 

善은 必要하다고 본다.

또한 現行 木箱子는 이러한 點에서 容器性을 

지니 면서 經濟性올 가진 理想的인 容器로 代替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木材箱子에 의해 流通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木箱子의 問題點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現行 木箱子는 輸送 및 排水만을 고려한 것으 

로서 非衛生的이며 流通費의 節減, 商品高級化 

를 위한 包裝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가장 큰 冏題點으로는,

첫째, 原木不足으로 囚하여 適期에 箱子調達 

이 困難하다.

둘째, 輸送中 箱子를 垂積했을 때 上位箱子의 

汚染水가 下位箱子에 흘러 들므로 鮮魚의 變質 

腐敗를 促進시킨다.

세째, 一括作業이 困難하며 量產化가 不可能 

하다.



네째, 機械에 의한 製作이 아니므로 魚箱子의 

規格이 同一하지 못하며 現行 水產廳 吿示가 있 

음에도 不拘하고 各 港口마다 그 規格이 一定하 

지 못하다.

다섯째, 木材魚箱子는 生鮮의 死後 分泌物이 

곧잘 스며들어 細菌繁殖의 温床이 될 뿐 아니라 

熱傳導率이 낮아 어획된 鮮魚를 迅速하게 0℃ 
前後로 冷却할 수 없으며, 특히 冷凍車에 의해 

서 輸送될 때 木箱子가 自體熱을 保有하고 있으 

므로 鮮魚의 鮮度를 効果的으로 保金하기 어렵 

다.

木材 鮮魚箱子는 上記한 다섯가지 冏題點外에 

도，重量이 무거워 輸送經費의 上昇을 가져 온 

다든지, 외관이 견고 미려하지 못하여 商品價値 

를 低下시키는 등 숱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5. 鮮魚의 腐敗經路 및 鮮度維持方案

아무리 애써 잠은 고기일지라도 取扱管理를 

잘못한다면 鮮咬가 떨어져 食品으로서의 價値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따라 

서 鮮魚의 鮮度를 높일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함 

으로써 品質올 高級化하여 漁民의 所得增大는 

물론 水產業의 近代化를 이룩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量의 고기를 잡았다 하드라도 

소홀히 取扱하여 價値없는 食品을 만들 것이 아 

니라 적은 量일지라도 소중하게 다루어 新鮮하 

고 品位있는 食品으로 만들어 國內外에 供給함 

으로써 옳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롴 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정부당국이나 해당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당 센터 

포장개발실도 '기年度 시작품으로 선어상자 3 
종, 담수어 상자 1종을 개 발하여 일부 실용화하 

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지 72년신춘호 

63페 이 지에 소개하였기 생 략하기로 한다.

〈포장개발실 연구원〉 이 匚||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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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먼셀의 表色系

먼셀은 현재 色彩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權威있는 존재이다.

二次大戰後 色彩學은 빛 깔을 光學的으로 測色 

하는 測色學의 발달과 더불어 色表系에 의한 色 

의 표시에는종래의 오스트왈드系를 대신하여 

이 론면에서 보다 과학적 인 먼셀의 表色系를 받 

아드려 실용적인 공업방면에의 보급에 임하고 

있으며, 가령 色彩調節의 塗料의 色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거 의 먼셀의 記號에 의거하고 있다.

일부 디자이界에서는 아직도 오스트왈드系를 

活用하고 있지만, 工業界에서는 당연 먼셀系를 

優位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한심스러운 일은우리 나라의 

色彩表示法의 現况이 다. 다른 나라에 比해 아직 

도 무사태평 • 뚜렷한 標準色票系의 工業規格을 

이 루지 못하고 있 다. KS, SF 마크의 規格設定 

엔 엄격을 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標準色 工業 

規格化問題를 등한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 므로 服飾界는 물론이 요, 學校教育面, 그 밖 

에 중요 生產業體에서도 混亂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日前에 記事를 보면, 앞으로 市內 • 夕卜 버 스에 

빛깔을 綠色과 靑色系로 통일시킨다고 나왔는데 

물론 당사자에 게 는 보다 구체 적 인 킬 러 샘 플이 시 

달 되었겠지만 과거의 前例로 보아, 아마 앞으로 

丹裝하고 굴러다니는 버스들의 빛깥은 色相이 

비슷할 망정, 明度와 彩度는 엄밀을 期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속한 時日內에 色彩工業 

規格化가 이뤄저야 할 것이며, 先進 美國과 日 

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먼셀系로 統一시키 

는 것이 가장 무난한 조치라고 思慮된다. 그것 

은 먼셀系가 現在 色彩體系의 基幹으로 되어 있 

고 美國을 中心으로 최근의 色彩調和論은 거의 

먼셀系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 하튼 韓國의 色彩工業規格化問題는 가까운 

將來에 우리 나라 實情에 適應되는 修正된 色彩 

表示法과 規格案이 심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에 對한 當局의 發起도 중요하지 만, 

一線에서 종사하는 교사 및 美術同人들의 關心 

과 硏究協助가 切實히 요망된다.

먼셀(Munsell, Albert H. 1858〜1918)은 美國 

보스튼美術學校를 졸업한 畫家였었다. 그는 미 

술 연마를 위해 外國에서 修業을 하다가 歸國後 

母校에서 후진 양성에 注力했는데, 藝用解剖學과 

色彩構圖法을 講義하기를 25年, 그동안 色彩理 

論의 體系化가 점차 結實을 맺게 됐다.

먼셀의 理論은 독일의 物理學者 헬름홀쓰 

(Helmholtz 色彩學노오트 ① 參照)가 主張한 色 

彩의 三要素에 의한 系統配列에서 出發하고 있 

다.

먼셀의 硏究實績은 1905年에 “A Color Not- 
atio 오＜色彩記號)이 刊行되고, 이어 1913年에 

“Atlas of the Munsell Color System”(먼셀 色 

彩體系圖解)이 出版되었다.

더우기 그는 晚年에 먼셀色彩會社를 설립하여 

먼셀色票의 작성과 보급, 판매에 힘썼다. 먼셀 

의 死後, 그의 二世가(Munsell, A.E.O) 1921年 

에 二代社長으로 사업을 계승, 硏究의 推進과 

學校教育에의 應用, 商工業界에서의 活用이라는 

三大目標를 향하여 사업을 진전시켜 나갔다. 먼 
셀二世는 醫科를 專攻한 科學者였기 때문에 京 

色學面에 관심을 갖고 色票의 硏究와 改良에 

專念, 1929年에 "Munsell Book of Color"(먼셀 

色彩書)를 世上에 내놓고, 먼셀標準色票로서 제 

一차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美國 光學會의 測色委員會에 서 는 먼셀色 

彩體系의 연구를 철저 히 추진시켜, 다소의 修正 

을 가한 表色値를 1940, 1943 兩年의 아메리카 

光學會雜誌(J.OSA.)에 發表하였다.

이것이 바로 改良 먼셀色系 (Recommended 
Munsell Color System)라고 불리 운 것으로 現 

在 가장 엄 밀한 色票系의 表色法으로 삼고 있 다.

16. 먼셀 色彩體系

먼셀의 色彩禮系는 빛깔의 三屬性을 屬相 

(Hue), 明度(Value), 彩度(Chroma)라고 부른다.

먼저 色相은 감각적으로 等間隔이 되도록 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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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먼셀의 色彩環

주위와 中心을 맺은 水平線上에 彩度段階가 있 

는 色主體가 만들어지지만, 彩度段階의 數가 일 

정치 못함으로 그 形態라는게 복잡하며,「色의 

나무(Color tree)」라고 불리운 것이 된다•

먼셀系로서 색갈을 표시하자면, HV/C(色相 

明度/彩度)의 記號로 나타낸다• 가령 1°개의 主 

要色相의 純色을 먼셀記號로 나타내자면，R4/】4 
(赤)，YR6/2(朱黃)，丫8/12(黄)，GY7/10(黃綠) 

G5/K綠)，BG5/6(靑綠)，B4/8(靑)，PB3/12(靑 

紫), P4/12(紫工 RP4/12(赤紫), 以上과 같이 

된다.

17. 문 • 스펜서 의 配色調和論

최근의 色彩調和論中에서 가장 科學的인 것으

(R), 黃(丫), 綠(G), 靑(B), 紫(P)의 5主要 

色相과, 中間色相으로는 朱黃(YR)，黃綠(GY), 
靑綠(BG), 靑紫(PB), 赤紫(RP)를 加해 10色相 

으로 色相環(Color ring)을 만든다。 이러한 1° 
色相은 또다시 각기 10個씩 분할되어 總計 100 
個의 눈금이 만들어져서, 가령 赤의 세째번을 

3R, 朱黃의 일곱번째 는 7YR 라고 한다.

10色相의 대표적인 色相은, 그 안의 다섯번째 

즉 5R, 5YR, 5Y……等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中 

心部에 位置한 純色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림 1. 參照)

色相環의 중심에 대한 반대축의 色相은 黑色 

(V = o)에서 白色(V = 10)에 이 르는 사이 에 感覺 

的으로 균등한 差로 밝기가 점차 變해 가듯이

9段階의 灰色이 있으며, 이 11段階에다 

1,2,3,4……10(W)의 番號를 붙인 

다. (그림 2. 參照)

彩度는 無彩色을 0으로 하고 색 

기 미 가 •고르게 점 차 불어 나도록(漸 

增)해서 1,2,3……이렇게 番號를 

붙인다. 彩度의 數字는 色相이나 

明度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고는 

赤의 純色(V = 4)의 14段階가 된다 

色彩의 三屬性으로서 이러한 色 

相(H), 明度(V), 彩度(C)를 系 

統的으로 配列하면, 中心軸에 明度 

段階가 位置하고 주위에 色相環， 

로서 脚光을 받게 된 것은 역시 美國이 낳은 色 

彩學者 문(Moon, Pairy)과 스폔서 (Spencer, 
Domina Eberle)의 두분이다.

이 분들은 1944年 前記한 아메 리 카 光學學會雜 

誌(Joum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에다 革新的인 論文 三篇을 發表했는데，論文의 

主題는 다음과 같다•

O 色彩調和의 幾何學的 表現

(Geometrical Formulation of Classical
Color Harmony, 1944. 1)

O 色彩調和에 따르는 面積

(Area in Color Harmony, 1944. 2)
O 色彩調和에 應用되는 美度

(Aesthetic Measure Applied to Color
0(BK) Harmony, 1944, 4)

5BG 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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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論文의 특색은 

종래 미술가의 경험과 

주관을 기조로 해서, 

定性的으로 取扱되어 

온 色彩調和의 理論을 

不完全한 것 으로 치 부, 

色知覺이 等步度를 유 

지하는 定量的色座標 

(Metric Color Space) 
上에서 色彩調和의 방 

법을 數學的公式에 따 

라서 求하고 있다.

論文은 고등수학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難解한 점도 있지만 내용 그 자체는 간단 

함으로 실제로 應用하는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더우기 數學的 公式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物理 

光學的 입장에서 色彩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고, 과학적으로 色彩調和를 求하는 사 

람들에게는 다시 없는 소중한 座標가 되고 있는 

것 이 다.

原論文은 定量的座標로서 의 오메 가•스페 이 스 

(Q Space)와 먼셀의 表色系를 併用시키고 있지 

만 幾何學的인 表現이 약간 難解한 點도 있어 

여기서는 省略한다.

이 理論의 근본은 古代 희 랍에서 로마의 哲人 

들의 調和에 對한 考察부터 출발하여 Leonardo 
da Vinci, Goethe, Cheverell, Ostwald, Munsell 
에 이르기까지 소위 從來의 先覺者들의 色彩調 

和論을 檢討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 

현적 인 原理에다 오메 가 스페이스와 먼셀의 色 

立體와 같은 色空間의 座標關係에 符合시키고 

있는 것이다.

18. 色彩의 要素(三屬性)

도대체 .빛 깔의 數는 얼마나 될 것 인가 ? 우리 

들이 識別할 수 있는 色數는 사람에 따라 다르 

겠지만 어떤 이는 무려 百萬 以上에 達한다고 장 

담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실지 사용하는 色數는 고작 

수백에서 數千 정도면 足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明度當合表(基本 12色)

明 
色

10 白

9

8 朱黄 黄綠

7 朱杠

6 綠

5 灰 靑綠

4 赤 綠靑 靑

暗 
色

3 赤紫

2 *
靑紫 紫

1 、

0 黑

물론 이 정도의 것도 일일히 빛깔마다 명칭을 

붙여서 나눈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대 

충 적절히 區分해서 表示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 

다.

우선 빛 깔을 大別한다면, 無彩色(Achromatic) 
과 有彩色(Chromatic color)으로 區分되는데 無 

彩色이란 白에서 灰, 黑에 이르는 色기미가 없 

는 系統올 말하며 , 有彩色은 빨강, 노랑, 파랑 

等 소위 色기미가 있는 모든 色을 말한다•

(1)明 度(Value)

無彩色과 有彩色이 色으로서 공통점이 있는 

것은 밝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밝음이 란 바로 明度를 말하는 것 인데 , 白과 黑 

과의 사이에 明度가 다른 灰色을 配하고 그 밝 

음의 변화의 感覺的移行이 모두 한결같이 均等 

하게 變하도록 한 것이 明度段階이며(無彩色의 

明度를 11段階로 區分, 이 것 올 모든 빛 깔의 明度 

基準으로 한다), 이 것으로 色整의 明度를 測定하 

는 尺으로 삼는다.

有彩色의 明度는 그 色의 밝음이, 이 明度段 

階의 어느 편에 합당하는 가를 比較함으로써 정 

해진다. 단지 실제로 有彩色에는 無彩色과는 판 

이 한 색기미(色相 Hue)라던가, 鮮明함 (彩度 

Chroma) 등이 있어서 익숙하기 전에는 식 별이 

용이하지 않지만 차츰 반복해 나가면 숙달하게 

된다.

위의 圖表(그림 3)는 基本 12色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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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色의 明度를 나타낸 것이다.

明度段階의 明度表出方法은 대체로 미국의 먼 

셀系의 “Book of color”에 의한 黑의 0에서 白 

의 10까지의 11段階가 있는데 , 오늘에 와서는 먼 

셀系가 世界的인 標準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 나, 配色用의 明度段階로서 는먼셀의 11段 

階中에 서 實在 하지 않는 이 론상의 黑 N과와 이 

론상의 N10을 除外, 9段階만으로 W(N9), HL 
(N8), L(N7), LLCN6), M(N5), HD(N4), 
(N3), LDCN2), B(N1) 이렇게 區分된다.

(그림 4 參照)

D

—IIL

LD

그림 4. 配色用明度段階

(W…White, HL・・ High light, L…Light.
IL…Low light, M---Middle, HD-•-High dark, 
D - Dark, LD…Low dark, B…Black) 
이러한 明度에 상당하는 色 가운데, 明度가 높 

은 色(W, HL, L)을 明色(Light color), 中間明 

度의 色(LL, M, HD)을 中明色(Middle light 
color), 明度가 낮은 色(D, LD, B)을 暗色(Dark 
color)이라 한다.

이와 같은 明度를 바탕으로 한 配色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基準이 따른다.

明度基調(Value Key)는 主調色을 중심으로 

한 明度差의 配合이라고 할 수 있으며,

高明基調(W, HL, L間의 明色의 配色) 

中明基調(LL, M, HD 間의 中明色의 配色) 

低明基調(D, LD, B 의 暗色의 配色) 

가 얻어진다.

明度列(Value range)은 명 도단계 에 상치하는 

色의 연속적 並列이며 1/2明度歹!1(뎡도단계1/2의 

범위의 配色), 3/4明度歹!K명도단계 3/4의 범위 

의 配色), 全明度列(全明度段階에 걸칠 配色)이 

얻어진다.

配色의 명도차가 3단계이거나 그 以下의 간격 

의 경 우를 短調(Minor Key), 5단계 以上의 경 

우는 長調(Major Key)라고 하며 , 그것과 前述의 

高明基調, 中明基調, 低明基調를 조합시켜서 

高長調一高明基調에 長調의 色을 配한 것 • 

中間長調一中明基調에 長調의 色을 配한 것， 

中間短調一中明基調에 短調의 色을 配한 것 • 

低長調一低明基調에 長調의 色을 配한 것. 

中間高短調一中間基調에 高明하고 短調의 色 

올 配한 것.

中間低短調一中明基調에 低明하고 短調의 色 

을 配한 것.

등의 Key 가 얻 어 진다.

色의 感覺訓練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바로 빛 

깔의 明度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물론 明度가 5라든가 8이라는 數値를 외우는 것 

이 아니 라 配色할 경 우 명 도 차이 에 의 한 효과 를 

명 확하게 식 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먼저 白에서 黑까지의 

配色의 명 도단계 를만든다• 이 때 먼셀系의 명 도 

단계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감각적으로 等差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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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밝음의 단계를 파악하는:일이 더욱 중요하 

다.

그러므로 明度基準色에 명확하게 맞추는 일 

보다도 白（W）과 黑（B）의 중간에 감각적으로 

中明度라고 생각되는 灰色（M）을 만들고 다음에 

W와 M의 중간에 L, M 과 B 의 중간에 D를 각 

기 만들어 이어서 W와 L의 중간에 HL, L과 

M의 중간에 LL, M와 D 의 중간에 HD, D와 

B의 중간에 LD를 만들어 넣어서 전부 9段階의 

明度段階가 완성되는 것이다.

配色의 경 우 明色이 主가 되면, 파스텔畫調와 

같은 밝고 부드러 운 톤이 되 고 暗色이 主가 되 면 

어둡고 수수한 톤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配色에 

서 明快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構成色 사 

이에 적 당한 明度差를 둘 필요가 있다.

（2）色 相

無彩色은 밝음, 즉 明度만을 지니게 되지만 

有彩色이 되고보면 組成成分이 明度外에도색갈 

（色相）과 鮮明度（彩度）와 같은 性質이 있어 이 

세개의 總稱을 音樂의 三要素 멜로디, 리듬, 하 

모니의 경우처 럼 色외 三屬性이 라고 한다•

이리하여 色相, 明度, 彩度는 마치 音樂의 경 

우처럼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多樣하고 변화 

있는 色의 配置（配色）에 따라 밝고, 어둡고, 華 

麗하고 수수하고, 明快하고 침울하고, 따뜻하고 

싸늘한 感을 주게 된다. （色의 表示는 이러한 三 

顧性을 色相, 明度/彩度 순위로 통상 나타낸다• 

먼셀色彩體系 參照）

色相（Hue）이라는 것은 빨강, 노랑, 파랑 등 

有彩色을 종류별로 나누는 계기가 되는 소위 色 

기미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평상 우리들이 赤色 

系, 靑色系라고 하는 것도 이 色相을 뜻하고 있 

는것이다.

色相은 스펙 틀 上에 나타나는 色과 그 兩端의 

赤과 紫를 연결한 赤紫系統의 色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중 주요한 色相을 몇 개 뽑아서 그것 

을 圓環狀으로 배치한 것이 色相環（Color circle） 
인 것이다•

主要色相數는 보통 赤, 朱紅, 朱黃, 黃, 黃綠 

綠, 靑綠, 綠靑, 靑, 靑紫, 紫赤紫의 12色相 

으로 삼는다. （序頭 原色度는 20色相） 먼셀系에 

서는 R （赤）, YR（朱黃）, Y （黃）, GY（黃綠）, 

G （綠），BG（靑綠），B （靑），PB（靑紫），P （紫） 

RP（赤紫）의 10色相을 取하고 있다. （Ostwalt는 

8主要色相前號參照）

그러나, 彩色用의 色環으로서는 10色相으로는 

부족함으로 먼셀의 10色相에 中間色을 加해 20 
色相 或은 100으로 細分하는 것이 편리하다. 

（Ostwalt 는 24色相으로 分割） 즉 R（赤） R-YR 
（빨간기 미 의 朱黃）, YR（朱黃）, YR-Y（노랑기미 

의 朱黃）, Y （黃）, Y-GY（노랑기미 의 黃綠）, G 
Y（黃綠）, GY-G（黃綠기미의 綠）, G （綠）, G-BG 
（綠기미의 靑綠）, BG（靑綠）, BG-B（靑綠기미의 

靑）, B （靑）, B-PB（푸른기미의 靑紫）, PB（靑 

紫）, PB-P（靑紫기미 의 紫）, P （紫工 P-RP（紫기 

미의 赤紫）, RP（赤紫）, RP-P（赤紫기미의 赤）의 

20色相이다. （그림 1 參照）

이와 같은 色相環을 기준으로 해서 配色을 생 

각한다면 그림 5와 같은

同一色相（같은 色相의 濃淡）

類似色相（色相間隔2〜3） 
中間色相（色相間隔6〜7） 
對立色相（色相間隔 8〜9의 補色 近似色相과, 

色相間隔 10의 補色色相）

3對色相（色相間隔 6〜7의 3色） 

의 組合이 이루워 진다.

또한 配色을 色相만으로 정하는 일은 無理한 

일이며, 明度差의 純度差를적절히 변화시키는 

일도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色相만으로 配色이 잘 안 될 경우에 

는 明度와 純度에 도 변화를 주어셔 소정 의 調和 

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C3） 彩度와 純度

다음 彩度（Chroma）란 빛깔의 鮮明度 즉, 色 

의 밝음이나 탁한 경우의 것을 말한 것인데, 無 

彩色의 灰色을 彩度。으로 정 하고, 다음 같은 明 

度를 점차 着色이 부러나가는 度를 감각적으로 

균등한 단계가 이뤄지도록 彩度段階의 數値로 

表示한다.

彩度는 色相이나 明度에 따라서 . 일정할 수가 

없다. 淸明한 色은 彩度가 높아, 대체로 淸色. 

（Clear color）이 라 하고 濁한 色은 彩度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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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色相에 의한 配色基準

獨色（Dull color）이 라 한다.

또한 同一色相의 淸色中에서도 가장, 彩度가 

•높은 色을 그 色相의 純色（Pure color）이 라고 

말한다.

이 彩度라는 屬性은, 色相과 明度에 比해 혼 

동하기 쉽고 선듯 이해가 잘 안 가는 성질의 것 

이다. 그러나, 配色의 경우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 은 彩度가 3이 다 6이 다라는 그 자체 보다도, 오 

히려 色의 純度（Intensity）가 문제되며, 어느色 

이 純色과 같은 밝음의 灰色 사이 에 위치하여 어 

一느 정 도의 色기 미 를 지 니 고 있 는가를 감지 하는데 

있다.

가령, 色度의 경우 日本色彩硏究所의 表色 등 

에 의하면 赤의 純色은 彩度가 10인데 대하여, 그 

補色（反對色）의 靑綠의 純色은, 彩度가 6이며, 

赤의 彩度 7은 靑綠의 彩度 6보다도 실제로는 

灰色기미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 配色을 따지 

기는 번거롭다.

그러나, 色의 純度로 말하자면 赤이나 靑綠이 

나 純色은 모두 같은 10。% 이며 이것을 純度 1 
이 라 한다. 純度 1/2이 라 친다면 赤이 나 靑綠이 

라도, 色기미가 50%이며, 나머지 50%는 灰色 

이 포함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이런 방 

법을 취하는 것이 配色을 다룰 경우에 便利하다.

配色用의 色彩體系로서는 먼셀系의 各色相마 

다의 彩度段階를 5단계로 區分, 1（純色 100%, 
이 경우의 純色은 顏料로서 가장 純度가 높은 

것으로서 理論上의 純色은 아니다）, 3/4（色기미 

75%）, 1/2（色기 미 50%）, 1/4（色기 미25%）, 0 
（無彩色）으로 해 서 , 純色까지 의 純度段階를 어 떤 

色相이 든 균등하게 잡는다. （그림 9. 참조）

말하자면 純度높은 色은 청명하고 純度가 낮 

으면 뽀얗다. 그러기 때문에 高純度色만의 配色 

은 强烈하고, 화사해지며 低純度色의 配色은 弱 

하고, 수수하다. 따라서 配色에 임할 때는 그기 

에 쓰이는 빛깔사이에 적 당한 純度의 差를 뚜는 

것을 바라고 싶다.

純度를 기조로 한 配色으로서는, 純度가 같 

은 色끼리를 配列하는 純度基調（Intensity key） 
로 해서, 1/4純度基調（純度 1/4의 弱純度의 配 

色）, 1/2純度基調（純度 1/2의 中純度의 配色）, 

3/4純度基調（純度 3/4의 强純度의 配色）, 純色 

基調（純色만의 配色）를 이룰 수 있고, 또한 純度 

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純度列（Intensity range） 
로서는,

1/4純度歹K純度段階 1/4幅의 配色）

2/1純度歹K純度段階 1/2 幅의 配色）

3/4純度歹K純度段階 3/4 幅의 配色）

全純度歹K全純度段階의 配色） 

을 택하면 된다.

19. 配色의 調和

個個의 色彩가 三屬性의 差異에 따라 本質的 

으로 성 격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前述한 바 

와 같지 만, 單色 아닌 두 개 의 色이 配置됐을 경 

우. 相互間의 調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問題를 다루는 것 이 바로 配色이 며 , 配色이 야 말 

로 色彩를 다루는 작업에 있어 商工人이나 美術 

人도 가장 중요한 과제 의 하나가 된다. 왜 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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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理論上으로

「美醜의 區別은 單色만으로는 규정지울 수 없 

고 二色 以上의 配合에서 비로소 이뤄진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 납득이 갈 것이다.

물론 配色의 경우에도 色相, 彩度, 明度 등세 

개의 調和를 基調로 해야 이뤄지는것이며, 色의 

調和를 美感의 出發點임으로 이에 對하여 많은 

畫家와 學者들이 제 각기 一家見을 述하고 理論 

의 展開를 펴 온 것이다. 그 中에서 가장 유명 

한 것이 前記한 美國의 色彩學者 문과 그의 助 

手 스펜서가 光學雜誌에 發表한 論文인데 , 參考 

로 먼셀의 記號로서 그의 調和의 관계를 要約 

하면 다음과 같다.

C1） 色相의 調和

먼셑의 色相環에선 10種의 各色相마다（그림 1 
參照） 1에서 10까지 番號가 붙어 合計 100의 色 

相이 圓 둘레에 배치되어 있다.

지금 이 中의 어떤 色을擇했을 경우, 이것과 

調和되 는 色은 左右로 7〜12까지 이 동한 곳에 위 

치한 色相이 近似色이라 해서 좋은 調和를 나타 

내고, 左右로 28〜50까지 이동한 색은 반대색이 

라 해서 역시 좋은 調和關係를 이룬다.

이 範圍에서 벗어난 色들은 近似나 反對色에 

도 해당이 안 됨으로 調和關係를 이루지 못하고 

不明瞭한 効果로 끝난다.

C2） 彩度의 調和

彩度差가 二色相間에 3〜5로 됐을 경우는 彩 

度가 가까움으로 무난한 調和를 보여 주고 또한 

7以上의 差가 벌어지면 對照的인 感을 주면서도 

역시 무난한 調和가 얻어진다.

（3） 明度의 調和

두 色의 明度間에 0.5〜1.5 정도의 차가 있을 

경 우에 는 類似色으로서 調和를 주며 , 2〜10의 경 

우는 明度 거리가 먼 色으로서 調和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彩度나 明度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에 열거한 數字의 範圍 以外의 것은 色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不 

明瞭한 關係를 이룬다.

以上이 문•스폔서의 色彩調和論의 一說인데,

<------ 純咬 ------- 그A

■그림 6. 配色用純度

우리 가 實際로 사용하는 數千에 달하는 색 갈들 

이 액면 그대로 調和美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速斷이다.

다음은 筆者가 明度, 色相, 無彩色, 彩度를 

基調로 해서 感覺的으로 처리한 配色의 例를 소 

개한다• （序頭 原色 그림 參照）

® 明度를 基礎로 한 配色 

（同明度•明度差僅小）

黃 靑紫

Lemon Yellow Light Purple

（色相明度彩度） （HV/C）
9Y 8. 6/12. 8 5P 7.2/6.1
먼셀의 表色記號에 따름

우선 明度가 8과 7이면 상당히 높아 이러한 

配色은 高明度色에 속한다.

黃과 보라는 補色 관계 이 므로 따라서 色相差는 

최대로 멀다. 거기에 黃의 純色에 가까운 Lemon. 
Yellow와 밝은 보라（Purple）와의 대조는 6度 以 

上의 彩度差도 있어, 個性은 전체적으로 밝고 

輕快하다.

® 無彩色의 配色（明色과 暗色一明度差大）

灰 黑

Light gray Black

N 7.7 N 1.6
X 無彩色이므로 明度番號만 記入한다.

明度差가 큰 配色은 대체로 콘트라스트가 强 

하고 明快한 표정 을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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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彩色끼리의 配色에 있어서는，明度差를 크 

게하면 크게 할수록 변화와 통일 있는 調和가 

얻어진다.

© 色相을 기조로 한 配色

（寒色一同色相•色相差僅小）

靑 靑

Light blue Dark blue

7 B 5.9/9.0 5.5 B 2.3/7.3

보기에도 시원한 配色의 例이다. 靑, 靑綠, 

靑紫 등의 소위 寒色系의 配色은 暖色系와는 反 

對로 상쾌하고, 또한 싸늘한 感을 준다• 따라서 

흥분성은 없지만 잘 못 다루면 沈滯하고 침울한 

感마저 주게된다.

® 彩度를 기조로 한 配色

（暖色一高彩度와 低彩度）

赤 朱黃

Vivid red Yellow orange

5. 5 R 3. 6/13. 3 8 YR 7.8/7.5

彩色 차이가 비교적 큰 配色은 대조적이지만 

대 체 로 그다지 화려 하지 도 않고 수수하지 도 않 

은 중간 위치에 선다. 元來 彩度는 가깝거나 먼 

거리에 있어도 明度와 色相의 경우처럼 配色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色彩가 實用될 경우에는 三屬性 中 하나의 差 

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세 개의 屬性이 제각기 

差를 나타내 줌으로 配色調和는 극히 복잡해지 

는 것이다. 더우기 色彩의 面積의 比에 따라서 

도 調和感에 적 지 않는 영 향을 주는데，문 • 스 

펜서는 이러한 關係에도 검토를 加하는한편, 總 

合的인 効果를 얻기 위한 美感을 나타내는 計算 

性까지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調和美를 

科學的인 理論으로 解明한다든가，美感度를 단 

순한 計算으로 처 리 하려 는 그 자체 에 아무래 도 

無理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黃金分割」이라 해서 物體의 形態를 構成하는 

面積과 길이의 比率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美 

感올 조성시킨다는 有名한 理論이 있지만 색갈 

의 경우는 도저히 그런 式의 간단한 數字만으로 

는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선단 

적 인 업 아트랄지 사이 키 데 릭 한 色調 등 상식 

적인 둘레를벗어난대담한 色의 사용이 盛行하 

고 있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 나...그 많은 先人들이 피와 땀으로 이 루 

어 놓은 結晶體를 基調로, 별처 럼 무수한 아름다 

운 調和感올 統計的으로 파악하고 공통된 관계 

를 가급적 誤差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는 작업은 

決코 無意味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 주위에 무수히 散在한 色들의 明暗은 人 

間의 感情의 起伏과도 연결된다. 가령, 레몬 껍질 

과 같은 黃色 등은 高彩度이면서도 높은 明度를 

지녀 발랄한 10代 젊은이들의 衣裳에서 明快感 

을 찾을 수 있는데, 잘못 다루면 들뜨고 경박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래픽 커머어셜分野에서는 反對（對 

立）色相을 써서 자극적인 新鮮味를 노리게 되는 

데 , 反對色相이 란 바로 前述한 補色關係를 말한 

것이다. （原色色相環 參照 즉, R （赤）의 反對色 

은一BG, Y （黃）는一PB, P （紫）는一GY）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잘못 다루면 갓 쓰고 自轉 

車타는 격이 된다. 따라서 어떤 感覺과 어뗜 感 

情을 表出시키 고 싶으면 거 기 에 가장 적 절한 配 

合을 이룰 수 있는 색갈을 選擇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直觀的인 센스로 행하거나 公式的인 計 

算法으로 선정하거나 선출된 色들은 소기의 목 

적을 다 해야만▼色彩効果를 얻는 기본조건이 되 

는 것이다 .

이처럼 아무 뜻없이 늘어져 있는두개의 色相 

間에는 수많은 사연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前記한 문 스펜서의 配色理論에서 다 

음과 같은 一般的 結論이 얻어지고 있다•

（a） 올바른 관계에 놓인 灰色의 配色（無彩色 

끼 리 ）은, 有彩色 配色에 比해 서 損色없는 髙度한 

美度를 지닌다•

（b）同一色相의 調和는 극히 良好하고 무난하다 

（c） 同一明度의 配色은 낮은 美度가 된다・

（d） 同一色相, 同一彩度의 간단한 디자인은 

多樣한 色相으로 이룬 복잡한 配色보다도 効率 

的인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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諭壇

一特히 過剩包裝을 中心으로一

韓 羲

서울大學校 商大 教授

泳

--- 次一

（上）

1 . 問題의 提起

2 .包裝政策一般論

（下）

3 .過剩包裝是非論

① 微視的인 見地에서

② 巨視的인 見地에서

4•結言

3.過剩包裝是非論

1. 微視的인 見地에서

혼히 敎科書가 指摘하는『過剩包曉에 依해 商 

品의 價格이 “必要 없이” 上昇해서는 안 된다』 

는 表現은 어데까지나 包装政策上의 微視的인 

見地에서의 原理原則이지 결코 그것이 全部라는 

뜻은아니다. 이를테면, 內容物의 價格보다도 그 

內容物을 둘러싼 包裝手段의 價格이 더 비싸질 

경우 通常的으로는 商品의 賣買란 이 룩될 까닭 

은 없다. 배보다도 배꼽이 더 커진 商品에 선뜻 

그代價를支拂할 소비 자란이 세상엔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包裝費用은 되도록 “必要 없 

이” 上昇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包裝政策上의 

原則임엔 틀림 없다.

그러나, 包꼬;費用이 때에 따라서 는（즉 하는 수 

없이） 上昇하지 말래도 上昇하지 않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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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立場이 곧잘 造成된다고 해서 이른 바「例 

外있는 原則」에 不過한 것도 물론 이 包裝政策 

上의 原理原則이다. 가령 , 그 包裝이 特殊한 目 

的을 위해서 設計되 거 나（二重用途包裝, 선물用 

包裝）, 製品의 單價가 비싸거나（重裝備, 機械 

類）, 包裝手段 自體가 裝飾的 機能을 保有하거 

나（香水類, 化粧品）, 혹은 包裝手段이 長期間 

皮覆 使用되는 경우（커피 세트用 箱子）에는 包 

裝費用이 그야말로 "必要있게” 上昇하지 않올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例外의 原則」때문 

이 다. 특히 香水類와 같은 展示効果나 視覺効果 

（따라서 使用하기 보다도 陳列함에 더욱 洽足함 

을 느끼게 될 裝飾効果）에 소비자의 至大한 關 

心이 쏠리 는 商品일수록 그 包裝費用은 意外에 

도 莫重하다는 表現을 빌려야 할만치 그렇게 엄 

청난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香水類나 “매 

니큐•어 ” 用品을 包含하는 一切의 化裝品 包裝들 

이 그 代表的인 例이며, 香水의 경우 보통 包裝 

費用이 商品價格의 70%〜150%가 그 平均】）일 

정도다.

따라서 엄밀한 뜻에서는 包裝政策上의 適正包 

裝費用의 原則이 란 어 데까지 나 두 가지 觀點에 

서 把握되어지는 두 개의 原則만이 至當한 것으 

로 浮刻되어지게 마련이다. 즉, 包裝의 保護機能 

面이 重視되는 商品包裝에는『되도록 包裝費用 

이 商品生產을 위해 投入된 모든 總費用 가운데 

서 가장 적은 額數를 負擔하는 그러한 包裝이어 

야 한다』幻 라는 原則이 適用되어야 할것이며， 

包裝의 販賣機能面이「클로즈 업」되는 商品包 

裝에는『包裝이 곧 宣傳（廣吿）이며，그 宣傳이 

商品販賞促進의 要因이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包裝에의 增額投資도 不辭해야 한다』幻는 原則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包裝의 保 

護機能이 重視되는 商品包装은 그 費用이 되도 

록 最少인 것이 바람직하며，包裝의 販賣機能이 

重視될 경우의 그것은 그 費用이 때에 따라서는 

最大가 되는 한이 있어도 어硯 수 없다는 것이 

그 骨子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두 原則은 쉽게 말해서 商品의 

種類와 그 商品의 使用目 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表現이나 마찬가지이다. 좀더 具體的吐 

表現을 빌린다면 包装費用이 란 商品의 種類別은- 

물론 使用의 頻度別, 包裝의 用途別, 包裝의 目 

的別 그리 고 소비 자의 包裝에 대 한 態度如何, 

製造業者내지 販賣業者의 形便如何, 其他 變化 

無常한 市場의 狀况如何, 하다 못해 그 때 그 

때의 流行에 따라서 적 당히 달라진다는 뜻과 같 

다.

이 렇듯 여 러 가지 要件에 依해서（主로 商品別 

에 따라서） 包裝費用의 輕重에 差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결국 製造業者의 價格的, 物價的 

見地 （ 될 수 있으면 싼 價格으로 “팔리는 商 

品”을 生產하기 위해서）와 소비자의 價格的，情 

緖的 見地（될 수 있으면 싼 價格으로 마음에 

드는 包裝을 擇하기 위해서）가 葛藤하는 結果라 

고 看做할 수 있기 때문에 近代的包裝이 단지 

生產者만을 위한 包裝이 아니라 오히 려 소비자 

를 위한 包裝이라는 뜻에서는 窮極的으로는 소 

비자 爲主의 包裝政策이 樹立되어 야만이 지당하 

다 할 것이다.

가령 값싼 化粧品이라 할지 라도 그 商品의 使 

.用에 依한 욕망 充足뿐만 아니라 （물론 包裝 본 

래의 保護機能도 發揮되어 야 하기만） 그 化粧品 

이 寢室이 나 鏡臺에 陳列되어 소비자의 裝飾的, 

展示的, 誇示的 （自己 自身과 혹은 第3者에 대 

한） 욕망도 充足시 켜 야 한다면 그 內容物에 比 

해서 그다지 엄청나지 않은 限度內에서의 包裝 

費用의 負擔은 소비자 自身이 甘受하게 마련이 

다. 따라서 商品의 消費者내지 使用者에 依해 

서 어떻게 使用되며 消費되느냐에 따라서도 그

<表1> 商品別包裝費用

(資料源 ； Mitteilung der Institut fiir Handelsforsch니ng 
an der Univers it at zu Koln.)

버터 5〜10%
菓子類 3 〜10%
초콜레트 10〜15%

타이프 1〜5%
醫藥品 10〜30%
잉크 30〜50 %
香水類 70〜150 %

註.1) V 表 1> 參照 . _
2),3) Adolf Mannicke, Die Warenverpackung als ein Faktor der betrieblichen Absatzpolitik, Berlin, 1957, SS.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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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 包裝의 比重이 決定될 수도 있는 것인즉 

소비자내지 使用者의 購買動機와 購買後의 事 

後處理의 檢討야 말로 오히려 包裝政策上의 核 

心이 어 야 하는 셈 이 다.

그러한 뜻에서도 다음의 表는 어느 先進國에 

있어서의 平均包裝費用의 比重을 商品別과 百分 

之率로 表示한 몇 가지 例에 不過하지만 大體로 

商品別包裝費用의 추세만은 어느 정도 짐 작이 

갈 수가 있올 것이다.

위의 表에서 가령 버터와 菓子類는 같은 食科 

品이라서 包裝費用이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 

겠으나, 그것 보다도 一回 使用에 依해서 消滅되 

는 商品의 包裝材料는 消費者에게 何等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뜻에 서이며, 같은 食料品일지 라 

도 초콜레트의 경우 그 包裝費用이 약간 上昇하 

고 있는 것은 초콜레트는 高級소비層의 衝動的 

購買動機를 剌戟시키는 要因을 지녔으며（이를테 

면 □味를 당기게 하는）, 또 선물用으로 特殊包 

裝되는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香水 

類의 경우 이는 完全히 內容物보다도 그 包裝費 

用이 엄청나게 비싸다. 이것은 旣述한 소비자의 

2次的인 욕망（裝飾的, 展示的, 誇示的 욕망）을 

위 한 端的인 表現이다. 反對로「타이 프」의 경 우 

는 實需要者의 욕망이 包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프」의 使用에만 있다는 것을 뜻해 주는 證 

據이며, 30〜50%라는 잉크의 경우는 잉크의 使 

用 때와 包裝自體（잉크병）도 계속 使用되기 때문 

이다.

그러 나, 여기서『包裝費用은商品의 單價가 비 

싸면 비 쌀수록 百分之比率로 表示된 包裝의 費 

用은 얼핏 보기엔 그다지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 며（설혹 包裝手段 自體가 비 쌀 경우에도）, 

商品의 單價가 싸다고 할지라도 그 商品이 계속 

使用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包裝費用이 商品 

自體의 單價에 比해 높아지는 通例』幻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가령, 1萬 달러의 商品에 

對한 百分之率, 이 를테 면 1%라는 包裝費用은 

대단치 않는 數字인 것처럼 錯覺되기 쉬우나 

실은 100달러에 해당되는 것이며, 1달러의 잉 

크는 그 包裝費用이 50%라서 얼핏 대단한 것처 

럼 錯覺되나 실은 50「센트」에 不過하다 100달 

러 내 지 50센트라는 絕對値가 적 혀 있지 않는 

相對値의 統計만 가지고는 包裝費用에 關한 正 

確한 評價의 材料가 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 

기 때문이다.

2. 巨視的인 見地에서

이렇듯 包裝費란「必要없이」上昇해서는 아니 

되나 때에 따라서는 不得己 上昇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실은 包裝政策의「디렘머」이 

기도 한 셈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包裝費만 

을 中心으로 微視的인 見地에서의 包裝政策 

이지 결코 巨視的인 立場에서의 그림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包裝費라는 商品價格의 一構成要素 

만을 對象으로 만 過剩包裝의 是非論은 어데까 

지나 微視的인 見地에서의 甲論 乙駁이지 이 른 

바 Total cost down이라는 全體的인 眼目에서 

考慮되는 高次元의 是非는 아니다.

이를테면, 輸出包裝의 경우 가령 어떤 輸出商 

品의 包裝材料인 골판紙가 低質 • 低價의 國產에 

서 良質의（따라서 高價라 할지라도） 外產으로 

代替되었을 때 , 그로 말미 암은 輸出包裝材料（즉 

골판紙）의 Cost up은 응당 輸出包裝手段（즉, 골 

판紙 箱子）의 Cost up를 誘發시켜 마침내 輸出 

商品 價格自體의 Cost up으로 直結되기 마련이 

어서 輸出增大에 이 만 저 만 아닌 차질이 라도 금 

새 惹起되어지는 줄로 錯覺되기 쉬운지도 모른 

다. 그러나, 全體的인 立場에서는 비록 高價의 

包裝材料라 한들 輸出包裝 自體의 品質改善으로 

도리어 상당한 部分의 包裝作業費와 輸送費, 혹 

은 其他 荷役費나 保險料 등 一連의 物的 流通 

經費面의 節減이 더욱 顯著해져서 包裝費의 

Cost up分 만큼 보다도 더 節減된 다른 附帶費 

用 때문에 轍出의 減少는 커 녕 오히 려 輸出增大 

가 더 욱 이 룩되 어 짐 이 보통이 다. 이 를 가리 켜 

흔히 Total cost down이 라 일컫기도 하지만 이 

러한 全體的인 眼 目에 서 의 把握이 실은 巨視的 

인 意味에 서 의 包裝政策의 核心이 며 , 또 사실 

그것 이 올바른 뜻에 서 의 包裝政策의 全部이기 도 

한 것이다.

가령 , 前例의 逆을 들어 설사 包裝材料費가 

註.4) R. K. W. Hef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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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額으로 節減되는 경우라도 包裝作業에 長時間 

이 걸리게 되거나 損失率（破損率）이 높아지는 

그러한 包裝形態라면 包裝經費 全體로서는 결코 

包裝費가 節減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包裝 

經費의 減少를 希求하는 나머지 適正한 包裝材 

料가 使用되지 않고 安價한 包裝材料로 代替될 

경우 包裝 作業量 自體에는 아무런 變動이 없다 

할지라도 包裝 치수가 增加할 경우 치수나 才數 

를 基準으로 해서 運賞이나 保管費가 決定되는 

輸送 • 保管面에 결국 쓸데 없는 費用이 더 支拂 

케 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에 提示한 ＜表2〉는 우선 包裝材料 

費와 損失率（破損率）이라는 相關關係에 있어서 

의 比較的 單純한 Total cost down의 一例를 손 

쉽게 描寫한 것이지만, 實際로는 이와 類似한 

「케이스」야 한두 가지가 아니다.

＜表 2＞ 달걀箱子 改善에 依한 包裝費의 節減例

旦菱手段
區分 、

板紙箱子 종이 箱 子

包裝材料費 

破損率

10개들이 한 상 
자에 1.00 원

0.01%

10개 들이 한상 
자에 0.90원

0.03%
1

製品單位當 價格 : 20원
輸送數量 100,000개의 경우

資料源 ;韓羨泳. 輸出包裝의 改善方案. 1969.3.1, 韓感貿 

易硏究所刊P. 42

위의 例는 달걀箱子를 板紙箱子에서 종이箱 

子로 그 包裝手段을 바꾸었을 경우 包裝材料費 

는 節減되었으나 破損率이 높아져서 얼핏 보기 

엔 Cost up이 된듯 싶어도 Total cost 面에서 는 

오히 려 Cost down이 되 었다는 우리 나라에 서 의 

代表的인「케이스」의 하나다

즉, 損失費는 板紙箱子의 경 우 20원 x 100,000

＜表3＞

개 x 0.01% = 200원 종이箱子의 경 우 20원 x 100, 
000개 x 0.03% = 600원으로, 600원 一 200원 = 400원 

이어서 종이 箱子의 경우가 損失費는 높다.

箱子費는 板紙箱子의 경우

1원 x 100嘿0개— = 电 000원

종이箱子의 경우

0.90원 x 1°°，體크 =9, 000원

으로 10,000원一9,000원 = 1,000원 이어서 종이 

箱子의 경우가 板紙箱子에 比해 1,000원-400원 

= 600원의 利得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렇듯 달걀包裝用 板紙箱子와 종이箱子라는 

같은「카테고리」의 包裝 手段들이 서로 바뀌었 

을 뿐인데도 벌서 상당한 額數의 節減效果가 나 

타나는 이상 商品에 따라서는 從來의 包裝手段 

을 全혀 次元이 다른 새로운 包裝手段으로 代替 

할 경 우 잘만 하면 Total cost面에 서 의 節減效果 

가 더욱 짙어질 公算이 큰 것은 물론이다•

一例를 들어 , 다음의 ＜表 3〉의 實例처 럼 從 

來에 木箱子나「와이어 밴드」로 包裝되고 있던 

商品이 단순히 골板紙 箱子라는 전혀 次元이 다 

른 包裝手段으로 包裝됨으로써 個當 包裝費用과 

（따라서 Total cost down面에 서 ） 자그만치 切半 

以下로 節減되어질 수 있었다는 엄연한 事實이 

確認되어질 것이다.

더 구나 直接 調査 • 確認된 바에 依하면 골板 

紙 箱子로 包裝된 그 商品（트랜지스트 라디오） 

올 Container로 輸送했을 경우 包裝費가 無慮 

80%나 減少되기까지 했었다는 소식이다5）. 그 

뿐만 아니 라 Container輸送의 경 우 더 불（二重） 

兩面 골板紙 箱子（中型 1個 250圓）는 으례 신글 

梱包毯態의 變更에

（트랜지스트 라디오, 7立方피트, 單位 日本圓）

따른 個當包装費의 切減例

No. 梱 包 形 態
容積 
增加率

內裝!
材싄簪 !

內裝
■匸賃

外裝 
材料費

裝
賃 

外
工 計1 數量1蠹薦

1 板 紙 箱 子
(%工
16. 미 ， 460 17C 630 100 6.30

2 와 이 어 벤 드 18. 0! :託。 60 1,100 250 1,740 100| 17.40

3 3 分 木 箱 子 18.2 600 180 780 50 15.60

4 5 分 木 箱 子 18.0 2,200 530 2,730 200 13.65

5 枠 箱 子 30.0 660 110 1,500 400 2,670 200| 13.35

資於涼 ； 高村忠也, 國際海上 Container 運送의 12章，東京，1969. p. 2

註.5）. 6）高村忠也 前褐書.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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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面 골板紙箱子아司型 100〜150圓）로 代替되기 

때문에 約 40% 費用이 더욱 節減되어질 수 

있다는 計算이다味

하기 야 包裝手段과 輸送手段의 今世紀 最大의 

革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른 바 Containeriza- 
tion。과 Unit Load System^ 이 大大的으로 導 

入되어질 경우 비단 위의 例와 같은 包裝費에 

限定된 節減만이 잇닿게 되 는 것은 아니 다. 그 

야말로 巨視的인 意味에서의 Total cost down이 

이룩되기 마련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를테면, 다음의 ＜表 4〉처럼 어느 自動車部品 

메이커가 歐州에 1萬個의 部品을 輸出하는 경우 

從來의 木箱子包裝 때의 諸經費와 Container包 

裝에 依한 諸經費와를 比較해 볼 때 Total cost 
面에서 엄청난 節減이 잇닿게 되는 것이 確認되 

어질 것이다.

＜表 4＞ 包裝手段의 變更에 따른 諸經費의 節減例 

（自動車部品.1萬個）（單位：日本圓）

—包裝手段 
諸費用 Container 包裝 j 木箱子包裝

包 裝 費 449,600 3,108,325
積 費 414,540 464,827

Container 充塡料 47,547 —
Container 使用料 604,800 —
海 上運任 3,492,700 3,560,382
揚陸輸送費 

計

798,966
5,808,153

903,335
8,036,869

!個 當 581 804

資料源, 松本好雄 Container의 輸送實務, 東京, 1968.pl]

사실 더 욱 巨視的인 意味에서 는 Containeriza- 
tion의 導入으로 단지 商品의 包裝費나 輸送費, 

혹은 荷役費 등의 物的流通經費만이 節減되는 

것이 아니라 商品이 生產業者의 손을 떠나 消費 

者（혹은 使用者）의 손에 到達할 때까지에 有形 

• 無形의 온갖 利得들이 아울러 浮刻되어지기 

일쑤인 것도 물론이다. 가령 , 어 느 一國의 商品 

이 海上 Container 輸送方式에 依해 他國에 輸 

出되어진다고 假定할 때, 一般的으로 列擧되기 

쉬운 諸利點만도 다음과 같이 자그만치 17個 項 

目에 達하게 된다는 것이다9〉.

① 願買者에 대한 商品仕入價格의 引下

② 引渡價格見積의 容易化

③ 輸送中의 貨物損傷의 減少

④ 輸送時間의 短縮

⑤ 盜難 ・ 紛失率의 減少

⑥ 包裝費의 節減

⑦ 海上保險料의 節減

⑧ 引渡不能「크레임」과 引渡遲延의 回避

⑨ 在庫必要性의 減少

璇 資金調達 必要의 減少

⑪ 書類作成, Marking 등 諸費用의 節減

⑫ 通關手續의 簡素化

須 國際貿易에 있어서의 賣買의 促進

⑭ 荷主의 滿足 增進

⑮ 貨物混載의 可能性

⑯ 汚損의 回避

⑰ 商品換積의 不必要

그러나, 흑히 Containerization의 導入에 依해 

期待되는 節减效果를 主로 物的 流通經費面에서 

만 集約시 킴 이 보통이 7] 때 문에 , 가령 우리 나 

라의 交通部가 提示한 資料에 依하기만 해도（사 

실 어떠한 根據에서 算出된 具體的인 數字인지 

는 자세하지는 않으나） 海上 Containerization의 

效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運航時間과 港□寄港時間을 短縮시켜 

船舶運航費를 節減시 킴으로써 運賃率을 在來船 

에 比하여 10〜20% 節減할 수 있다.

둘째 :貨物輸送을 容器化함으로써 荷主의 包 

裝費로 25〜70% 節減시킬 수 있다.

세 째 : Container 貨物을 輸送하기 위 하여 荷 

役業이 Container 荷役裝備를 갖춤으로써 荷役 

註. 7） 흔히「Container 化」라고도 일컬어지는 Containerization의 槪念데 대해서는 一疲的으로『貨約을 一定한 規格을 가진 

Container 속에 집어 넣음으로써 可能해지는 Container 單位（Unit）의 새로운 荷役 • 輸送方式』이라는 것이 通訟이다（津田 

昇，Containerization,日本生產性本部刊，1970, p.6）
8） 흔허 엇 비슷한 뜻의 複合으로 Unit Load System과 Through transportation을 合해서 便宜上「一貫輸送」이 라 表現함이 

보통이다. Unit Load System （즉 一貫輸送）이란 :貨物을 미리 어느 標準의 重量, 혹은 體重〔取扱單位）으로 單位化시켜 

-貫해 서 機械力으로 荷役- 輸送하는 方式』이 며 . Unit의 單位는 Container나 Pallet가 그 主軸이 다.

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An Examination of Some Aspects of the Unit Load 
System of Carge Shipments, Dpplic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1965,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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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가 從前보다 10〜40%까지 節減될 수 있게 된 

다.

네 째 : 貨物이 容器 속에 서 轍送됨 으로 盜難 • 

紛失의 保險費가 45〜75% 정도 節減될 수 있다 

는 것이다.

、表 5> 海上 Container 輸送의 費用節減効果

節減項目 費用節減 
効果（％）

節減項目
費用蕾減 
効果（％）

費

費

力
 

裝

役

動
 

L

2.
工

25〜70
10〜40
40〜70

,4•運 賃

5. 盜難 紛失에 
대한 保險料

10〜20
45〜75

資料源 : 交通部 ； 韓宣貿易硏究所刊 “主要輸出入商品의 輸送
需要豫測 및 輸送費節減方案에 관한 硏究'* 第工章 第工節

輸送革苜과 流通費筹減

물론 이 러 한 事例들은 Containerization^] 나 

Unit load system이 一般化되었을 경우의 但書 

이긴 하지만, 설사 在來의 輸送方式에 依할 경 

우라 해도 包裝手段이나 包裝補助手段의 改良에 

依해 total cost down이 얼마든지 모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엔 하등의 변함이 없다. 다시 말 

해서 改善後의 包裝手段이나 補助手段의 材料費 

J의 合이 改善前의 合보다도 훨씬 上昇하는 경우 

가 있더라도（즉, 包裝手段 自體의 比較라는 觀點 

에 서 는 틀림 없이 이 른 바 過剩包裝이 라는 表現이 

주어져야 마땅할 경우라 할지라도） Total cost 
down 面에서는 오히려 더욱 節減되어질 수 있 

다는 事例는 역시 不知其數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다음 <表 6〉은 日本에 있어서의 

實例助이 며 , 月間 3萬臺의「텔레 비젼」을 美國에 

輸出하고 있는 어느「텔레비젼」製造會社가 輸 

出包裝을 改善함으로써 輸出費用의 Total cost 
down을 期할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因해 收 

益이 증대하였다는「케이스」의 하나다.

애 당초 이 會社는 골板紙 箱子의 緩衝材（包裝 

補助材料）로「發泡 Styroll」만을 利用하고 있었 

으나 事故의 頻發로 多角度의 硏究를 거듭한 뒤 

「天地 Pad」와「ESA foam」올 開發, 使用함으로 

서 事故率을 低下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補助材 

科費（緩衝材料費）는 거진 3倍나 上昇하였지만 

緩衝度가 큰 새로운 包裝補助材料의 덕택으로 

內裝用 골板紙 材料費가 節約됨과 아울러 外裝 

用 골板紙 材料費마저 切下되어 결국 輕包裝, 

즉 梱包才數의「減少로 輸送費가 節減」, 따라서 

Total cost가 down될 수도 있었다는 事例의 하 

나다.

（單位：日本圓）
表 6> Television Set의 包裝改善에 依한 籁出包裝費의 節減 例

改 善 前 改 善 後 差

치 수

才 數

800 x 600 x 660
12.55mm ft3

785 x 555 x 655
10. 01mm ft31

2.54ft3

包 

裝

竹 

料 

費

包裝手段골板紙箱子 （外裝用） 

包裝手段골板詆箱子 （內裝用）

384
210

338

包装補助手段 
天地pad 
Styroll 
ESA Foam

240
各1枚66

668

包裝材料費 合計 834 1,222 △388

輸

送
費

立 內 輸 送 費

海 外 輸 送 費

300
5,890

240
4,822

輸 送 費 合 計 6,190 5,062 1,128

合 計 7,024 6,284 740 ।

國內運賃은 Truck 臺當 30, 000圓
日本T美國西海岸은 360圓/I ft3
船就 및 下積 Charge는 兩國에서 各各 25圓/'Ift3으로 計窠

註. 10) 名田祐久, Packaging의 實務, 東京 1968, pp. 1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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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包裝手段 自體의 改善에 依해서 뿐만 

아니 라 이 른 바 近代緩衝材의 寵兒인 發泡 Styroll 
發泡 gum,發泡 Polyethylene, Wadding, Foam 
Rubber 等 별의 별 包裝補助手段의 改善에 依 

해서도 total cost down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 

는 觀點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緩衝材들이 제아 

무리 在來式 緩衝材에 比해 價格面에서 高價라 

한들 적극 그 使用이 勸獎되어져야 마땅한 것이 

다. 즉, 微視的인 見地에서는 얼핏 過剩包裝인 

것처럼 錯覺되기 쉬울 정도의 包裝費에의 增額 

投資도 巨視的인 見地에서는 오히려 더욱 勸獎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뜻에서는 비단 緩衝材뿐만 아니라 其他의 補助 

材料, 이를테면 接着劑나 封緘材, 혹은 結束材 

와 같은 諸補助材料의 꾸준한 改良과 開發도 항 

상 잇달아야 함은 물론 再論의 餘地가 없다.

4.結 言

結局 이렇게 되고 보면 包裝政策이란 엄밀한 

뜻에 서는 오직 두 가지 觀點에 서 만 把握되 어 질 

수 밖에 없다는 結言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包裝 그 自體만을 考慮에 넣은 教料書的이며 一 

般論的인 見解는 되도록 包裝 元來의 機能인 保 

護機能의 發揮에 重點이 두어진 政策만을 앞장 

세 우기 가 보통이 지 만, 이 미「問題의 提起」에 서 

도 言及했듯이 現代的인 意味에서의 包裝의 意 

義는 어데까지나 保護機能의 發揮에 보다도 販 

賣機能의 發揮에 두어 짐이 常例이기 때문에 包 

裝政策이 라면 아무래도 商品販賣政策의 한 手 

段으로서의 包裝政策（包裝의 販賣機能의 强調） 

이 우선 그 核心으로 浮刻되어질 수 밖에는 없 

을 것이 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販賣第一主義 

時代（購買者市場）의 包裝政策이 란 在來의 一般 

論올 超越해서『설사 過剩包裝이 되더 라도 販賣 

에만 直結되어질 수 있는 包裝』이 아니면『설사 

過剩包裝이 되 더 라도 Total cost面에 서 의 節減이 

期해질 수 있는 包裝』중 兩者擇一的인 政策이 

래야 지극히 옳다는 느낌이다.

前者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微視的인 

見地에서의 包裝政策이며, 商品販賣의 增大가 

期해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包裝에의 增 

額投資내지 過剩包裝도 不辭해야 한다는 原則 

이 固守되는 立場의 代辯임은 물론이 다.

이에 反해 後者의 경우는 巨視的인 見地에서 

의 包裝政策이지만 쉽게 말해서 一石二鳥格인 

効果를 노린 包裝政策의 代辯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왜냐하면 商品販賣의 增大가 期해지기 

위해서 包裝에의 增額投資（즉, 보다 高價의 包裝 

手段내지 包裝材料의 投入）가 잇달았는데도 결 

국 Total cost面에서는 오히려 節減되어서 좋다 

는 이른 바「알 먹고 꿩 먹는 식」의 包裝政策이 

기 때 문이 다. 따라서 包裝 政策이라면 되 도록 

後者의 경 우가 잇닿게 되 는 政策, 즉 巨視的인 

見地에서의 包裝政策만이 가장 올바른 意味에서 

의 最大 • 最高의 政策이 긴 하지 만 그러 한 경 우 

의 實地例가 그렇다고 자주（그리고 항상）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包裝에 對한 不斷한 開 

發努力의 結果에 依해서만 이 미 提示한 바 있는 

몇 가지 例와 같은 그러 한 Total cost down이 

모색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덮어 놓고 이룩된 

對象도 물론 아니다.

그커한 意味에서는 되도륵 巨視的인 見地에서 

의 包裝政策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不然이면 微視的인 見地에서의 包裝政策이라도 

最少限 잇달아야 함이 分明 오늘날의 올바른 包 

裝政策임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包裝은 沈默의 販賣員』이거나 

『包裝이 商品을 팔아 준다』는 極端的인 格言이 

오늘날의 購買者市場을 闊步하고 있는 時代에 

있어서 는 過剩包裝이건 過少包裝이건 간에 우선 

은 販賣와 直結되는 包裝（包裝의 保護機能보다 

도 販賣機能의 重視）만이 第一일 수 밖에 없다 

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過剩包裝일 경우 Total cost 面에 

서는 오히려 商品의 諸販賣費用（主로 物的流通 

費用）이 節减되어질 수도 있다면 그러한 包裝 

政策、야 말르 더 욱 훌륭한 政策일 수 밖에 없 

는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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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를 버스로 달렸다. 모내기 

가 한창이었다. 지난 해에도 이렇 

게 달리며 농번기의 田園을 보았었 

다. 그러 나, 금년의 모내 기는 예년 

의 어느해보다도 흥겨운 풍경이었 

다. 살아서 움직 이 는 農村, 한 마디 

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 新聞 

이나 라디오에서 귀가 시끄럽게 떠 

들어 대는 새 마을 運動이 바로 이 런 

것이구나 생 각됐다. 成長이라는 戰 

後의 用語도 이제 분명히 스스로의 

實質을 찾아들어가고 있다. 韓國은 

농촌이 살아야 사는 다라다. 그 生 

產的 價值보다도 그 生產人口의 입 

장에 서 생 각허 봐야 하는 것 이 다•

詩나 小說을 쓰는 文學人들도 깨 

나 많이 새마을 運動을 구경하고 

다니는 것 같다. 文學에 앞서 國家 

的未來學에 參與하는 일은 그나름 

대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宿題다.

한편으로는 非難도 적 지 않은 것 

같다. 與黨이나 執權者가 하는 일 

이면 덮어놓고 反對하는 後進性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들의 가장 큰 

口說은 어째서 그런 農村運動이 官 

에서 내리미는 式으로 되어야 하느 

냐는의견들이다. 얼마나 훌륭한 

理論인지 모른다.

그러나, 새마을 事業이 란 정권과 

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순수한 거 

족적 운동, 민족운동으로 인식하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기브츠는어 쩔 

수 없이 生命의 鬪爭으로 展開됐다 

고 하지만 덴마크의 運動이 국민이 

라는下部層에서 벌어졌고, 日本의 

賀川豊彥의 再生會運動도 牧師로서 

의 賀川氏의 피 땀의 노력으로 이뤄 

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大統領이 몸소 農 

村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격려 

하고 충고하고 계 획 에 참여 하여 全 

官吏들이 앞장 서 있다• 그리고 官 

吏들이 앞장서서 설처야 할 바로 

거기에 問題點이 있다. 막스 •웨버 

의 말이 아니라도, 官吏란 본래 그 

職業上 形式的追從型이어서 責任 

倫理가 없는 것이다. 시키면 시키 

는대 로 하는척만 한다는 말이다• 

그들에 있어 實質的인 誠實性은 문 

제 가 안 된다. 그려 기 때 문에 官吏 

란 언제나 一時的이고 他律的이며 

被動的이다. 이 점을 나는 가장 두 

려워 한다.

근본적 으로 새 마을 運動은 국민性 

의 歷史的인 革命運動의 일환이어 

야 한다. 停滯的 국민을 生產的인 

可動性으로 變革하는 일인 것이다• 

다단 이러한 精神的 運動이 어째서 

극민에 의해서 發想 展開되지 않고 

软權冒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느냐에 

말 많은 反對主義者들의 口舌이 뒤 

따르는 것이다. 그려나, 이 런 反對 

者의 口舌에 대해서 나는 단순한 한 

마디로反問하고싶어진다. 『어째 

서 우리의 모든 國家運營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기에 民族이 가진 意識構造의 悲 

劇的特性이 있다고 생 각할 수는 없 

는 것일가. 權利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것도 生產的 

으로 이뤄지지 않는원인은바로 

국민성에서 비롯된는 것이다•

한 나라의 大統領이 面長의 일과 

洞長의 職務까지 생각해야 되는 不 

幸은 바로 그 국민의 意識 속에 思 

考方式과 生活態度에 원인하는 것 

이다.

나는 새마을 運動이 좀더 長期的 

인 計劃下에 實踐되었으면 하고 희 

망하고 싶었다. 잘 사는 北歐의 開 

發國들은 불과 人口 二萬의 小都市 

를 계획 건설하는 데에도 20年의 국 

가적 계획하에 着手한다• 흔히 政 

治에 관심하는 사람들은 새마을 運 

動을 7s年에 관련하여 생 각하는 偏 

見이 다.

어째서「새마을」그 자체만올 독 

립하여 중요시하지 않는지 여기에 

서는 나는 性格的不幸을 느낀다• 

政權이 어떻게 되었든,「새마을」이 

란 명칭이 어떻든, 새마을 運動은 

우리 겨례의 一大 歷史的 課題임에 

틀림없다. 未來學의 計劃基準이 아 

니라도 새마을 運動이야 말로 1985 
年을 목표로 긴 안목을 세워 汎國 

民的인 全國土의 創造的 經濟化運 

動이 었으면 한다. 그런 全體的鳥瞰 

의 計劃基準이 아니었기 때문에 指 

導者養成이라는 第一條件을 생 각할 

겨를도 없이 官權運動이 되어버老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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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徳藝術工科專門學校가 開校한 

지 아직 3個月 미만이다. 세상에서 

는 藝術工科라는 것이 무엇이 냐고 

한다. 藝術이 면 藝術이 고 工科면 

工科이지 ?

선진 각국에서는 近代產業의 발 

전을 위해 ”디자인“ 개발에 열중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나라 

에서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히-는 학 

교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다.

산업디자인이란 藝術과 工學을 

종합해서 되는 것이므로 藝術工科 

專門學校란 즉 산업디자인을전문 

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이 藝術工科專門學校의 

開校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각국에 다니 면서 보고 듣고 

연구해 오던 중 금년에서야 비로서 

개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이해가 

부족하다. 디자인이라면 裁斷이나 

圖案만을 생 각하는 이가 많은 둣하 

다. 디자인은 현대 산업의 모든 設 

計요, 構想이요, 보다 높은 차원에 

서 생 각해야 한다. 금년에 처음으 

로 학생 모집 을 할 때 만 하더 라도 

藝術工科란 무엇이나? 디자인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나?는둥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 므로 志願者數를 보아도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었다. 심지어는 入學試驗에 합격 

듸어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 가운데 

서도 학생 자신이나 學父母까지도 

本校의 敎育目的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듯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었다. 學父 

母 한 분이 찾아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입학올 했는데 사실 

藝術工科專門이 라는 교육 내용조차 

잘 모르고 더구나 신설교이 기도 하 

여 부모로서는 반대해 왔고 아들 

역시 처음에논 멋도 모르면서 그저 

부지런히 학교에 다녔다. 그러더니 

요즈음엔 아들 마음에 변화가 생겨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너무 골돌 

해서 쉬라고 하리 만치 … 그러면서 

아들이 디자인올 專攻하려는 결심 

이 굳어졌기에 더 이상 반대 않기 

로 했으니 부디 훌륭한 한국의 디 

자이너 가 되 도록 지 도해 달라는 부 

탁이었다. 교실마다 학생들의 작품 

들이 점점 늘어가며 전시된 학생들 

의 習作들을 바라 보는 내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입 학한지 얼마안듸는 데도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才質과 熱意가 벌 

써 여기에 表現되고 있으니 말이다.

旣成世代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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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젊은 새 

세 대 에 는 크게 매 력 을 느끼 나 보다.

이런 젊은이들이 속히 사회에 진 

출하여 디자인계에 기여하기를 기 

대하면서 흐뭇해진다. 日本만 해도 

21세 기 를 설계 할 디 자이 너 의 양성 을 

하고 있고 적어도 東南亞開發을 위 

한 디 자인은 자기 들이 맡겠 다고 나 

서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法까지 개 정 하여 國立으로 디 자인 

大學을 설립하였고 금년에 제1회 

졸업생을 내었다. 온 세계가 激動 

하고 있는 지금 디자이너 양성은 

어데서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일부 產業人 중에서 

도 우리 나라의 수출 산업이 세계 

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高度의 디자 

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빨리 나 

와야겠다고 깨달은 이들이 늘어가 

는 것 같다.

지금 전 세계의 工產品의 새로운 

디자인 뿐만 아니고 公害 없는 우 

주의 창조를 위해서 창작에 몰두하 

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 개인의 생 

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공 

등 문제인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한 전부를 과학, 藝術, 環境, 

사람의 心理 둥 종합해서 다루어 

인류생활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이 

너들은 계속 연구해야 겠다. 우리 

나라도 선진 각국에 뒤지지 않고 

이제부터 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천재적인 소질과 젊은이들의 개척 

정신으로 우리 나라 수출증대 , 산 

업 근대 화가 속히 이 루어 지 도록 국 

가 사회, 산업인들의 디자인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서 새로운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세 

계에 飛躍할 것올 간절한 심정으로 

꿈꾸어 본다.



特別I寄稿
우리 나라 流通構造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3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中心으로一

池 鎔 基

經濟企劃院經濟企劃局行政事務官

1. 우리 나라 流通構造의 問題點 
社會的 矛盾올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이는 P.H. Drucker가 流通은 經濟의 暗

Q) 流通產業의 經濟的位置

60年代 우리 나라 經濟는 持續的인 高度成長 

으로 生產과 消費面에 많은 變化를 가져 왔으나 

이 들을 連結하여 주는 流通은 生產과 消費의 變化 

에 따를만한 활발한 活動이 뒤지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같은 現象은 大量生產，大量流通，大 

量消費라는 오늘날의 經濟體制에 따른 迅速하며 

經濟的이 고 科學的인 方法에 依한 合理的인 流 

通活動이 없어 物價의 騰貴，物資需給調節의 不 

均衡과 流通業者의 倒產이나 流通코스트增加 等 

黑大陸이 라고 말한 것 을 빌리 지 않더 라도 均衡 

있는 國民經濟成長을 為하여는 많이 硏究되고 

改善되어야 할 分野인 것이다.

都 • 小賣業을 비 롯하여 運輸, 保管 및 通信業 

을 包括하는 이 른 바 流通產業은 國民經濟 가운 

데에서 매우 높은 比重을 차지 하고 있다. 62年度 

에 있어서 流通部門의 總附加價値生產額은 國民 

總生產의 19.5% 이었으나 71年에는 24.7% 로 

增加되었으며, 62〜71期間中 3.1 倍■나 增加하여 

國民總生產의 2.5倍보다도 빠른 成長템포를 나 

타내었다.

資料：韓國銀行「國民所得年報」Q97D

1962 1967 1970 1971 CP)

附加價値|構成比 附加價値 構成比 附加價値 構成比 附加價値 構成比

國民總1生產 634,970 100.0 995,160 100.0 1,422,330 100.0 1,566,910 100.0

流通 部門 123,471 19.5 209,467 21.1 335,387 23.6 387,492 24.7

運 輸業 16,106 2.5 36,603 3.7 61,331 4.3 68,209 4.4

保 管業 906 0.2 2,076 0.2 3,244 0.2 3,465 0.2

通 信業 3,053 0.5 6,882 0.7 11,962 0.9 13,708 0.9

都/卜賣業 103,406 16.3 163,906 16.5 258,850 18.2 302,11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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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流通構造의 問題黙

大韓商工會議所가 調査한 企業倒產原因分析에 

依하면 流通費用을 包含하고 있는 販賣關係에서 

發生한 倒產企業이 全體의 27.2%로 제일 큰 比 

重을 차지하고 있어 流通部門이 製品의 生產原 

價面에서 얼마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流通構造의 一般的인 問題點 

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企 業 倒 產 原 因 分 析<表2>

分
重要度別企業體數 總加重

企業體數 平均値
構成比

順位
倒產M 1 2 3 積 數 3

① 需要構造의 變化 96 105 96 594 297 198.0 22.5 3
② 投資關係의 原因 52 65 52 338 167 112.7 12：8 4
③ 販賣關係의 原因 127 126 84 717 337 239.0 27.2 1
④ 財務關係의 原因 131 104 66 667 301 222.3 25.3 2
⑤ 勞務關係의 原因 4 3 8 26 15 8.7 1.0 7
⑥ 技術關係의 原因 8 24 23 95 55 28.3 3.6 6
⑦偶發的原因 40 13 54 200 107 66.7 7.6 5

計 458 44。 383 2, 637 1,281 879.1 100.0

5資料：大韓商議'「企業倒產狀况調査報吿」1969.

첫째, 流通過程이 지나치게 複雜하다는 點이 

다. 商品이 去來되는 形態에 따라 各樣各色이지 

만 生產者로부터 最終消費者에 이르는 流通過程 

이 4〜5段階의 流通機關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 

는가 하면 農產物의 境遇에는 8〜10段階의 流通 

機關을 거치는 수도 있어 이로 因하여 中間商人 

에 依한 商業利潤을 形成助長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

둘째 는, 流通機構의 非組織性으로 即 適期에 

適所에서 合理的으로 必要한 原料를 購入할 수 

없을 만큼 流通機構가 組織的이지 못하여 中間 

商人들은 買占賣惜에 依해 價格波動, 季節的 需 

-給의 不均衡을 超來하고 있다.

세째는 流通機關規模의 零細性으로 小賣業의 

境遇 店舖當 從業員數는 우리 나라가 L7人인데 

.比하여 日 本은 3.0人 美國 5. 2人, 英國 4.3人, 

西獨 3. 3人과 比較하면 많은 격 차를 이 루고 있 

는데 이 같은 規模의 零細性은 곧 經營基盤의 脆 

弱性을 隨伴하기 마련이다. 이들 零細企業은 그 

大部分이 給與所得者나 農林水產業 等과 兼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生產性내지는 所得創出 

의 低位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 이다.

네 째 는, 各 流通段階의 마아케팅 機能이 混合 

沫分化되어 流通秩序를 歪曲시키 는 原因이 되고 

있다.

다섯째는, 季節的 商品 特히 農水產物에 있어 

서 加工業이 나 貯藏施設 및 輸送網의 未備로 季 

節的인 供給過剩올 調節할 수 없다.

以外에 도 地域間 店舖形態別로 商品의 價格 

品質面에서 市場격차가 甚하여 流通의 二重構造 

를 形成하고 있으며, 後進的인 去來條件과 去來 

慣習의 不合理性 等으로 流通構造의 近代化를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二 2. 流通構造의 改善方案

（1） 市場構造와 流通機關의 改善

市場制度는 中央都賣市場, 在來市場（常設 또 

는 一般市場과 定期市場） 및 체 인스토어, 百貨 

店, 商街아파트, 수퍼 마아케 트 및 아케 이드 等 

大規模 小賣機構 等으로 組織되어 있다.

①中央都賣市場

中央都賣市場은 都市의 人口增加와 地域의 擴 

大에 比例한 市場施設規模의 擴充과 旣存施設의 

近代化와 中央都賣市場株式會社와 農水協間의 

二重化關係의 改善, 都賣市場 運營管理業務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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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强化 및 流通秩序를 混亂시키는 不法的인 類 

似業者의 整備 等이 必要하다.

②在末市場

在來市場（70・ 6 現在 常設市場 304個所 및 定 

期市場 1,104 個所）은 去來額과 消費者利用度面 

에서 流通機構로서 中核的인 存在가 되고 있는 

데 , 이 의 施設이 極히 貧弱하고 非衛生的이 며 , 

去來方法이 前近代的이어서 利用消費者를 混迷 

시키고 本店舖보다 露店이 더욱 繁盛하고 있어 

이의 近代化가 더욱 要請된다.

③大規模小賣機構

大規模小賣機構인 百貨店, 商街아파트, 수퍼마 

아케트 等의 實態를 보면 , 經營이 賃貸形式의 間 

接經營形態를 取하고 있기 때문에 零細小賣者들

<表 3> 流 通 經 路 의 

의 集合體에 不過하고 大量流通에 따른 規模의 

零細性이 나 서 어 비 스 向上을 為한 需要의 開發. 

等 近代的인 流通機構로서의 機能을 올바르게 發 

揮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亂立은 商業立地의 

不適合, 配置의 不適正性을 露出하고 있다. 따라 

서 이의 施設近代化 以外도 直營百貨店의 育成, 

商品別 마아케팅 市場의 適正分化와 分散化를 

通한 交通人口의 集中化豫防이 란 面에서도 充分 

히 考慮되어야 한다. 기年에 商工部는 財政資金 

1億원을支援받아 우리 나라 처 음으로 새 마을 수 

퍼 체 인 本部를 設立, 食料品 等을 取扱하는 13個 

店舖를 設置하여 薄利多賣로 消費者負擔輕減, 

商品의 質保障과 商去來의 秩序確立, 流通經路 

의 整理 短縮에 依한 流通原價의 切減 및 住宅 

地域의 店舖位置와多品目取扱으로 消費者에게 

One stop 아lopping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整理短縮

통조림의 境遇 （4段階->1段階로 短縮）

동태의 境遇 （7段階->4段階로 短縮）

現 在

連鎮店체인本部 ■店後

生 ! i
沿岸委販場 搬出商

! 中央都賣
■-

連鎖店 -> 可； 費 者

•産
一

쯔쁘— ri 市場；
丁〉 連鎖M —> ■ i:i 費 者

者1 1 어기賣人） 1 1 （競賣） 部 連鎖店 —> 讦； 費 者

資料：商工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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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物的流通手段의 改善

貨物輸送實績을 보면, 1・2次期間 中에 屯數基 

準으로 7.1%, 18. 8%의 높은 年平均增加率을 

나타내었으目, 3次期間 中에는 9.5%로 2次期間 

中보다 多小 鈍化될 展望이 며 , 이 를 屯一km基準 

으로 1・2次期間 中의 10.0%, 17. 2%의 年平均 

增加率에서 3次期間 中에는 13.4%로 展望된다 

이 를 輸送手段別로 보면 屯-km基準으로 3次 期

〈表4> 貨物輸送需要推移 /閏什.千屯 '
（単位*百萬屯-km，

鎌 道 公 路 海 運 ；合 計

屯 數 屯-km 彦 數 屯-km 屯 數 屯-km |屯數 屯-km

1962 17,914 
C46.1)

3,977 
(87. 2)

16,94c 
(43. 6)

388 
(8. 5)

1,999 
(10.3)

196
C4.3)

36,859 
(100.0)

4,561 
(100.0)

1964 20,311 4, 522 18,716 511 2,170 213 41,197 5,241
1966 24,064 5,450 24,528 558 2,686 672 51,278 6, 680

62—66 7.5% 8.2 9.6 1 8.3 7.5 36.0 7.1 10.0

1967 27,440 6,178 28, 616 660 4,173 1,043 60,229 7,881
1969 30,643 7,328 56,515 1,307 8,114 2,407 95,332 10,742
1971 35,500 

C27.3)
8, 459

C50.4)
72, 605 
C63.1)

1,699 
C20.4)

11,480 
C9.6)

4,604 
(29.2)

119,585 
C100.0)

14,762 
(100.0)

67—71
年平均增加率

8•二 9.2 25.2 26.1 34.6 49. C
1

18.8 17.2

1972 38,545 9,127 72,813 2,006 12,807 5,154 124,165 16,287
1973 42,200 10,107 82,430 2,411 15,396 6,093 140,026 18,611
1974 45,422 11,282 91,666 2,853 17,727 7,061 154,815 21,197
1975 48,511 12,364 101,210 3,358 20,117 8,056 169,838 23,778
1976 52,283 

C27.9)
13,422 
(50.4)

112,449
(59.9)

3,985 
(15.0)

22,992 
(12.2)

9,222 
(34.6)

187,724 
(100.0)

26, 636
C100.0)

72—76
年平均增加率

8.1 9.7 9.4 16.6： 14.9 15.5 9・5 13.4

資料：經濟企劃院

註 ： 기年까지 는 實績이 며 （ ）內는 分擔率임

間中 鐵道 9.7%, 公路 16.6%, 海運 9.5%의 增 

加率을 나타낼 것 인 바, 이 와 같은 輸送需要의 

增加에 對備하여 物的流通手段인 鐵道, 公路, 海 

運 公路의 輸送能力을 强化하여 大量輸送體系를 

세우는 한편, 輸送手段別 分擔率을 均衡化하고

<表5> 鐵道車輛現况 （單位：臺）

資料：經濟企劃院

6 7 6 8 69 1 7 0 7 1 i

機關車 증기 203 115 115 109
______

95
디젤 252 252 282 277 337

客 車 1,526 1,692 1,823 1,839 1,778
貨 車 12,617 13,239 13,994 14,407 15,189

施設의 現代化로 物量流通을 圓滑히 할 것이다..

①鐵道部門

嶺東地區의 貨物輸送의 圓滑을 期하기 為하여

<表6> 自動車保有現况 （單位：臺）

資料：經濟企劃院

6 7 6 8 6 9 7 0 7 1

버 스 11,499 12,786 14,237 15,831 17,411
乘用車 23,235 33,112 50,299 60,677 67,582
트 럭 22,955 31,582 40,134 48,901 53,405
其他 3,008 3,471 3,999 3,962 5,939
計 60, 697 80,951 108, 669 129,371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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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線電鐵155.2km,嶺東線電鐵85.5km,太白 

線電鐵107.9km,古汗線電鐵15km,總363.6km 
의 產業線電鐵 建設로 기年의 貨物輸送能力 10, 
400千%斤올 76年에 14, 000 千%으로 擴張하며 

湖南複線 88.6km오% 仁川臨港線 13・5km의 建設 

을 完了한다. 한편, 車輛增强을 爲하여 貨車는 

1年의 15,189輛에 서 3次 期間中 新造 2,200輛 

改良 4,300輛 等을 增車할 것이다•

〈表7> 道 路 現 况 （單位：km）

67 68 69 70 71

道路延長 一般國道 8,186 8,093 8,575 8,658 8,786

（高速道路） (-) (-) (320.2) (551.2) (656.2)

特別市道 1,817 1,650 2,744 5,476 5,662

地方道 10,652 10,671 10,834 10,894 10,774

市郡道 14,144 14,535 15,016 15,216 15,413

計 34,799 34,949 37,169 40,244 40,635

道路舖裝 一般國道 1,443(17.6) 1,468(18.4) 1,957(22.8) 2,461(28.4) 2,943(33.5)

特別市道 353(19.4) 303Q8.4) 452(16.5) 724(13.2) 1,934(34.2)

地方道 52C 0.5) 75C 0.7) 134C 1.2) 202C L9) 254( 2.4)

市郡道 244( 1.7) 354( 2.4) 427( 2.8) 477C 3.1) 658C 4.2)

計 2,092C 6.0) 2,200C 6.3) 2,970C 8.0) 3,864( 9.6) 5,789(14.2)

資料：建設部

註 :道路包裝의 （ ）內는 舖裝率임

<表8〉 高速道路現况 （單位：km）

區 間 69 70 71 76（計劃）

서 울〜仁 川 , 29.5
서 울^~大 田 153
釜山〜大邱 123
蔚山〜彥陽 14.7
大田〜大邱 152
大田〜全州 79
서 울〜原 州 105
3次期間中 1,000

（釜山〜全屮等）

延 長 320.2 231 105 1,000
年末延長 320.2 551.2 656.2 1,656.2

資料：建設部

②公路部門

71年 末 우리 나라 道路總延長은 40,635km（高 

速道蹈는 656. 2km）인 바, 3次期間 中에 釜山〜 

全州 等 總 1,000km의 高速道路를 新規 建設하 

며 貨物車 96,000臺 等 總 210,000臺의 自 動車 

增車를 이룩하여 公路貨物輸送의 圓滑을 期할 

것이다.

③海運部門

70年의 總貨物量은 43,305千%에 荷役能力은

<表 9> 港灣荷役能力 및 船舶保有

67 68 69 70 71

港湾荷役能力 
（千％）

14,850 15,565 17,797 18,213 18,705

船舶保有：隻數 1,767 1,831 2,007 2,021 2,073
千屯 529 708 909 975 1,047

資料:建設部 및 交通部

18,213千%으로서 施設所要는 19,642千%이었는 

바, 76年에 는 仁川, 釜山 等 13個 主要港의 施設 

擴張으로 貨物量 76,541千喋의 施設所要 37,47 
3千%을 擴張하여 荷役能力을 39,050千%으로擴 

張시킬 것이다. 한편, 船舶呆有는 기年末 1,047 
千%에서 3次 期間中 1,326千%를 新規 擴張하 

여 海運輸送의 圓滑올 期할 것이다•

C3） 流通助成部門의 改善

流通量의 增加 및 多樣化에 對應하여 低温 冷 

藏 및 冷凍을 包含한 現代的 貯藏施設과 貨物센 

터 및 倉庫 等 大量保管施設을 擴充하고 包裝 

및 디자인의 開發을 促進시켜야 될 것이다•

첫째 保管荷役의 擴充計劃을 보면, 기年 末 우 

리 나라倉庫는 600,581坪에 達하였는바, 76年까 

지 381,070坪을 新規 建設하여 保管의 圓滑을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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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둘째는 貨物센터의 建設인데, 全國 無煙炭生 

產의 糸勺 52% 및 全國 시멘트 生產의 糸勺 52%를 

서울地區에서 消費하고 產地는 嶺東地區이므로 

이들 品目의 輸送難을 解決하기 爲하여 政府는 

城北貨物센터 2,000千% 規模와 龍山貨物센터 

3,000千% 規模를 建設하여 貨物保管의 圓滑을 

期할 것이다.

세째는 農產物集荷場의 設置인데, 기年 中에 6 
個所, 72年 中에 10個所를 設置하여 農畜產物을 

取扱 委託販賣 （都賣價格）함으로써 農協運動의 

새 로운 轉換點을마련함과 同時에 商人들의 生產 

地 浸透力을 鈍化시키고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게 

될 것이다.

네째는 包裝產業의 育成인데, 近代的 意味의 

商品은「生產物 + 包裝」으로 理解되며 , 包裝은 

流通商品을 保護하고 流通便宜性을 높일 뿐더 러 

販賣促進機能을 發揮하기 때문에 마아케팅에 있 

어서 包裝이 重要한 役割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의 改善이 時急하다.

<表10> 農產物集荷場設置現况

年度 設置現况 設置場所 取扱品目

1971 6個所
남사, 笠場, 沃山, 

양촌, 여산, 진양

穀類，果類，蔬菜 

畜產物（鷄卵）

1972 10個所

高速道路沿邊2個所： 

湖南1,嶺東1, 
國道邊：忠北2,忠南1

全北L全南1 
慶北1,慶南1

地方特產物 

加工物

資料：交通部

<表 11> 貨物센터 建設 現况 俚位 : 書露）

1968 1969 1970 1971 1972 
以後

計

城北貨物센터
規模

金額 18 107

150

164

500

250

2,000

959

2,000

1,489

龍山貨物센터
規模 

金額 — 9

960

201

1,500

206

3,000

521

3,000

937

資料：交通部

<表12> 保管荷役施設計劃

單 位 1971(實績 1972 1973 1974 (। 1975 1976

貨 物 量 千％ 73,585 83,089 98,684 109,755 121,797 134,250
保管對象量 16,189' 18,280 21,710 24,146 26,795 29,535
倉庫所要量 坪 627,354 683,068 774,068 838,678 908,956 981,652
當年度不足量 26,772 55,714 91,000 64,610 70,278 72,696
增設計劃 76,214 76,214 76,214 76,214 76,214
增設後倉庫現况 600,581 676,795 753,009 829,223 905,437 981,652

資料：交通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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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裝計劃

MANDOM （맨담） PackagingO| 意味하는 것
— 日本 기72 Packaging展 化粧品部門賞 受賞作品一

亶 泳 哲
商業디자인室 硏究員

現 國内包裝產業 및 그 理解는 改賛上場 以前에의 

異質的 非科學性은 비단 經營主들의 責任만은 아닌 

經營 design울 無視한 designer들에게도 問題無이 

많다고 본다. 여기 隣接國의 한 商品에 社運을 건 製 

品을 적어도 그들이 目標로 한 計劃이 適中하게 된 

그 緻密하고 科學的인 Detail은 한 번 檢討할만 한 

일일 것이다.

商品種類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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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日本 Packaging 展에서 化粧品部門賞（寫 

眞®）을 受賞한 이 Mandom 男性化粧品은 '70年 

7月 頭髮化粧品 Maker로서 傳統 있는 丹頂株式 

會社에서 日本全國에 新發賣된 Unique한 男性 

化粧品인 것이다. 이 Mandom이 '70年代의 젊 

은 層에 對해서, 또한 男性市場에 對해서 어떠한 

구실을 하고 무엇이 演出되 었는가 ? 그 意圖한 

것을 要約해 보면, 丹頂（株）에서 （株） Mandom 
•으로 變身, 지난날의 企業 이미지（Image）에서 

•完全히 脫皮하고 完全히 이 미 지 를 바꾼 戰略商 

品이 며, 그 구실의 一端을 맡고 나선 것이 바 

로 이「맨담」라인의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이 라고 볼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매스 

콤에 의 挑戰이 고 現代의 젊 은이 들에 대 한 挑戰 

이라고 보겠다. 또한 同社의 企劃室에 勤務하 

는 栗原氏도 基本 理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常識에의 挑戰이라고 하는 總合 테 

마（Thema）를 基盤으로 삼고 패 키 지 （Package） 
를 包含한 모든 Mandom 戰略이 始作되었다. 

그 成果는 ?）年 4月에 Mandom 이라는 社名 

으로 變更을 감행한 바와 같이 이 段階에서는 

大成功을 거 두었다" 따라서 그 Package design에 

있어서는 그 商品價値, 機能性, Form, 藝術性, 

生產性 등은 勿論이지만 그것을 論하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매스콤에의 意識, 現代 젊은 層에 

對한 意識”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앞에서 

도 말한 바와 같이 , 이 Package는 丹頂（株）가 

社運을 건 完全한 Image-change의 戰略商品이 

며 , 말하자면 Mandom이 라는 새 로운 企業 Image 
를 만든 것이라 보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現代 

의 젊은 世代들은 어떻게 行動하는 사람들인 

가? 하는 것을 理論的으로 說明하기는 어려 

운 일이다.

매 스콤은 最近에 와서 “Feeling 人間”이 라는 表 

現을 잘 쓰고들 있는데 , 여 하튼 퍽 感覺的이 라는 

것이 첫째로 꼽히는 特徵이다.

Mandomo] 全國에 普及되 었던 70年, Mandom 
을 主로 使用한다고 推定되는 Highteen, 20代, 

30代 사람들이 日本의 全國 男性 總人口 約 5千 

92萬名 中에 서 約 44. 7%를 占하고 있고 그 中 

에서 매스콤에 오르내리는 Feeling 時代를 代 

表한다고 볼 수 있는 Highteen 및 20代의 合 

計가 그 44.7%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結論 

을 얻었다. 그들은 理論보다는 感覺, 皮膚呼吸 

을 通해 事物을 느끼려 하고 있고 또 그들은 모 

든 것을 巧妙하게 感覺的으로 表現하려고 한다 

고 보았다. 가령 美의 根源에 對한 表現일지 라 

도 Sence, 知性美, 野性美, Fresh, Smart, 流行 

性, 創造性, 特異性, Erotism, Grotesque, 이러 

한 意味의 모든 것을 總括시켜 “멋있다”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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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고 表現하고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들은 巧妙하게 感覺的으로 把握을 

하고 感覺的으로 處理하며 항상 常識을 否定하 

고 破壞하는 皮膚呼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 

겠다. 이와 같은 內面의 意識 때문에 그들은 男 

性化粧品을 購買하는 方法과 意識도 퍽 不安定 

하여 女性化粧品과 같은 定着된 底邊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어떤 것은 包裝이 재미있 

다고 하여 사기 도 하고 매 스콤에 陶醉되 어 산다 

든지 하는 말하자면 장난삼아 사는 것, 오다가다 

사는 것, 아무에게나 충동을 받아 사는 등 이러 

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Man- 
dom까지도 包含한 男性化粧品 市場 自體가 아 

직 까지도 購買導入期에 不過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時期의 購 

買對象은 當然한 일이지만 流行性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經濟的으로 여유가 있고 또 流 

行의 첨단을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購買動機는 殆半이 衝動을 받아 물건을 사게 된 

다는 傾向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時期 

의 商品들은 特히 Design이 그 商品 價値를 크 

게 左右하게 되기 때문에 무늬, 形態, Naming 
등으로부터 强力한 影響을 받게 되며 同時에 

時代的인 要求로 說得과 大量의 廣吿 戰略이 必 

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商品이 매스

콤의 支配下에서 이 社會와 함께 Fashion化 되 

어 가는 傾向이 있다고 보겠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Mandom의 Package design 속 

에서 純粹한 造形만을 찾으려 해도 그것은 無意 

味한 일이다. 對象은 어디 까지나 젊은 世代이며 

그들의 感覺에 呼訴하는 方向을 잡아야 된다고 

보겠다. “直接 皮膚로 通해 느낀다” Mandom의 

경우 이것을 가장 重要한 Point로 잡았다고 보 

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Cap에 硏究를 더 하였 

고 特色을 부여해서 男性들의 큰 손바닥에 알맞 

는 觸感, 그리고 男性的으로 열 수 있고 男性的 

으로 使用 해 주십사 하는 希求를 담고 또 同時 

에 Mandom의 Design 自體를 充分히 演出하기 

위해서 새까만 Cap이 크고 듬직하게 병의 胴體 

에 씌워져 있고 特히 뚜껑 윗 부분 中心을 Lea- 
난lerette（模造가죽） 터치와（寫眞⑧） 무한궤도의 

모양（凹凸） （寫眞⑧）이 손 바닥에 닿았을 때 感 

觸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보겠 

다• 그위에 단번에 쉽게 열 수 있는 것도 特徵으. 

로 되었다. 特히 現代의 젊은이 들에 게 는 從來에 

아름답다고 했던 것은 Nonsense라고 하여 破壞 

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어느 모로 보 

아도 醜惡? 스러운 것인데도 “아, 멋있다” 라 

는 말 한 마디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경 

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人氣의 絕頂인 챨즈

T 결정된 브렌드。® 결정된 심볼마아크 ©-> 

결정된 로고 타입 ⑥•今

Z3OM
• 144 •



브론슨을 Model로 한 브론슨 Window poster（寫 

眞©）가 잘 팔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라 하겠다. 이 Poster 속에서 傳統的인 藝術感 

覺이나 造形性을 찾아 내 려 고 하는 것은 쓸데 없 

는 일이라 보겠다. 그것은 멋부린 High sence에 

의한 좋은 모양의 멋이다. 거기에는 오직 젊은 

이들만이 創造해 낼 수 있는 共感의 Image 廣 

場이 있다고 理解하고싶을 뿐이다. 이러한 

Image 空間이 不安定하고 均衝 잡히 지 못한 아 

름다움, 높은 格調美 속에서도 Humoi•가 있는 

Design이 생 겨 나게 한 것 이 다. 이 와 같은 基本理 

念의 바탕으로 製作된 것 인데, 조금 더 具體的 

으로 Mandom design의 製作過程을 項 目 으로 나 

누어 정리해 본다.

1 .基本 Image

（A）基本 Policy
（「） 基本理念으로서는 :

• Mandom의 Image change와" 참신함 

•Mandom의 商標를 强調하고 있다（寫眞◎⑥）

•西歐的인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Image making（從來 植物性에서 動物性으로） 그 

러나 中年層 男性에게도 好感올 받을 수 있는 젊 

은 層을 中心으로 하는 幅넓은 階層을 위한,

•商業的인 Fashion보다는 레 져 （Leisure） Fa- 
shion 으로.

具體的 Image로서는 :

•男性化粧品 Design의 流行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圓筒型을 基本으로 해서 70年代 男性을 表 

現하기 에 알맞는 豊饒한 性格을 부여 하고 있다.

•材質은 유리瓶을 主體로 해서 Cap은 P.P를 

使用했다 （寫眞①）

•10個品目을 統一시 켜 Design하여 Mandom 
商標를 强調하는 Family package로 했다.

•主題가 되 는 Color는 검 정色을 原則으로 하 

지만（寫眞（砂®） 試作品의 段階에 따라서 여러 

角度에서 男性的 Color를 追求하여 본 것이다.

•Mandom에 가장 알맞는 Symbol과 Logo
type 을 作成하고 있다（寫眞®。）

2.容器 Design

最終的으로 決定된 木型@ 市販된 容器（스킨로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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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 sketch에서부터 試作完成까지 먼 

저 數10點의 Image sketch를 기 초로 木型을 製 

作하고（寫眞®））

•平面 Plan과 立體化시켰을 경우와의 感覺的 

誤差를 檢討한 것이다.

•實際로 製作化했올 경우의 材質 檢討

•生產性I背景으로 한 機能合理化의 檢討

•모든 年代 모든 骨格을 가진 男子 손에 쥐 

어졌을 때의 人間工學的인 見地에서 본 機能性 

의 問題點 등.

이러한 點들을 考察해서 決定되는 中間型의 

基本 Style에 서 도 數10點의 木型 Modeling이 製 

作되었다.

（B）瓶形 design
瓶形은 Pomade, Cream, 직 크의 三種은 Plastic 

으로서 나머지는 땅딸막한 圓筒形 유리 製品으 

로 했다. 이것은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瓶形 

自體로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內容物이 잘 

보이도록 製作되어 있으므로 商品을 쉽게 識別 

할 수 있어 購買者들에게는 便利하고 商品에 對 

한 信賴感을 갖게 된다.

3. 單位包裝겸 Label

日貨 500圓선 商品이 라고 하는 價格 設定에 

따른 Cost上의 問題點도 있어서 黑一度色의 四角 

形 Label로 했고, 文字는 강렬한 金色 箔印으 

로 하여 高級品이 라는 印象을 더 욱 높여 주고 

있다.

CQ單位包裝

單位包裝은 Cream, Pomade, 오드 • 콜로뉴 

<Eaude Cologne）의 （寫眞®） 三種으로 하고 

Logo. 와" Symbol을 主體로 한 單純한 Design으 

로서 全體의 統一性과 함께 Mandom의 商標를 

强調하고 있다.

4. Symbol mark와 Logo type

• 陳列効果는 勿論, 新聞, 雜誌, T.V 등 모든 

Massmedia 속에서 Mandom의 Image를 强調하 

는 同時에 Symbol mark나 Logo type의 重要性 

올 考慮하고 있다（寫眞⑥®0

• 世界의 男性市場에서 絕對的인 共感을 얻을 

수 있는 字體와 Symbol mark를 製作한다. 이 상 

과 같은 點에서 最終的인（寫眞®©） 決定을 본 

것 이 다. 또한 Symbol mark와 Logo type을 잘 

調和시킴으로써 더 한층 印象올 깊게 하는 데에 

成功하고 있다•（寫眞더우기 이 Symbol 
pattem은 膳物用 包裝봉지, 陳列臺는 勿論, 輸 

送用 겉포장, 골판지 包装에도 統一된 Pattem을 

利用했고, 그 위에 電波媒體를 主로 한 여러 

Massmedia에 이 Symbol pattern^- 展開시키고 

있다.

以上과 같은 經路를 거쳐서 Mandom 一連의 

商品이 完成을 보았고, 이 번 商品은 發賣 後 各 

關係者의 周圍로부터 커다란 反響을 불러 일으 

켰으며, 그 反響을 通한 成果를 면밀히 檢討하 

고 있다고 한다.

다만 새 로운 Mandom（株）이 그 나라의 어 떠 

한 男性의 體臭를 創造해 낼는지는 하나의 興味 

거 리 이 고 아직 도 남아있 는 커 다란 課題이 라고 

생 각된다.

Mandom의 主役 designer
Designer ：花村賢二

<경력〉

花村Design事務所代表 

日本Package design協會 會員 

日本Package展渔4回化粧品部門賞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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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키 징 (Packaging)

姜 熙 秀
:漢陽大學校美術科灌師

（幼X集X@）協X覺）
O O O L丿 L丿

美國包裝容器會社（Container Corporation of Ame- 
rica）는 美國에서 가장 큰 包裝容器會社로서 그 中樞 

機關인 디자인 硏究所의 業績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그 槪要를 紹介하고자 한다.

이 硏究所는 어 떤 類의 디자인이 가장 効果的으로 

顧客의 마음을 잡는가 하는 것을 實驗을 通하여 追求 

하며 硏究하고 있다. 말하자면 商品包裝의 관상도 보 

고 손금도 보는 機關이 다. 이 會社의 顧客인 生產企業 

體들은 包裝問題에 自己社의 運命을 걸고 있으므로 이 

와 같은 硏究的인 信賴性 있는 包裝會社에 依賴해 오 

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이다.

사람의 눈이 란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現代 

의 都市人은 더우기 그렇다. 拔群의 優秀한 디자인이 

아닌 以上 그만 點에서 點으로 浮動한다. 만일 디 자인 

이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사람의 눈동자는 차례에 따라 

對象點에서 다음의 對象으로 옮겨 가다가 거기서 일단 

발을 멈출 것이다. 그 어느 쪽이 되는가 하는 것은 실 

로 디자인이 잘 되고 잘못 되고 하는 점에 달려 있는 

것이 다.

오우큐러 카메라는 눈동자가 디자인 作品의 위를 어 

떻게 옮겨 가는지 그 경 로를 잡아 두는 機械이 다. 2種 

의 각각 다른 디자인을 놓고 어느 편이 좋은가 하는 

것 을 實驗으로 決定하는 것 이 다. 被實驗者의 視線은 

無意識 중에 디자인의 面을 더듬어 가고 있는 것이 다. 

이 軌跡이 카메라에 의해서 連續的으로 필름 위에 撮

6. 매뉴얼을 편다. 왼쪽 위가 原色의 

環, 왼쪽 아래가 그레이 스케일.

7. （上） 原色과 그레이 

스케일의 關係 W—B는 

그레이 스케일. F는 原色 

F->W는 차차 原色에 횐 

색이 더해 간다. F->B는 

原色에서 차차 흑색을 더 

해 간다.

（下） 컬러 소릿드 24色 

의 原色 全部를 그레이 스 

케일을 中心으로 하여 配 

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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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된다. 후에 디자인과 필름 상의 軌跡總과를 합해 보 

는 것으로 視線이 어떻게 디자인의 面上을 흘어 갔는 

지 즉, 浮動的且로 보았는지 判讀的으로 ; 보았는지가 

歷然하게 나타나게끔 組立되어 있다. 이러한 實驗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施行하여 디자인의 判讀性을 適確 

하게 判定하게 된다.

어떠한 照明 밑에서라도 높은 顯著度가 있어야 된다 

注目을 끄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試驗은 비지빌 

리 티 미터로 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의 디자인이 

눈에 띄기 쉬운가 하는 것은 이 미터로 재뎐 分明해 

진다.

또, 食料品, 化粧品 등에서는 특히 照明條件이 優劣 

올 左右함으로 모든 種類의 照明—대 낮의 照明을 頂 

點으로 하여一밑에서 같은 그림 무늬의 効果가 어떻 

게 변모하는가가 愼重하게 計測되어진다•

사람은 자기 가 보고자 하는 目 的物의 바깥 둘레도 

항상 같이 보고 있다. 이것은 철저한 硏究의 結論이며 

이 結論에서 視覺테스터가 생긴 것이다• 注意力을 喚 

氣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程度의 顯著度가 必要한가 하 

는 것은 이 테스터로써 判定이 容易하게 되는데 보턴 

으로 基準下, 基準, 準强烈, 强烈의 各段階下에 視覺 

効果를 比較하는 것이다• 다음 視覺衝撃 테스터는 디 

자인이 그 이름이라든지 內容物이 무엇인가를 어느 程 

度 전달하는가 여부를 試驗하는 것이 다• 가령 箱子 속 

에 같은 디자인, 혹은 比較的 相異한 디자인을 넣고 

被試驗者에 대 하여 1秒間이 나 5秒間 쯤 視野에 들게 

하고 다시 가린다. 지금 그 이름은? 內容物은? 등 

被實驗者가 記憶한 것올 記錄하여 提出하게 한다• 被 

實驗者로는 普通 女子를 택하게 되는데 , 아주 興味롭고 

또 効果的인 試驗方法인 것이다.

셀프 서 비스인 수퍼 마아케트에서의 매스 디스플레 

이 効果야 말로 包裝 디자인 機能으로서 重要하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이 硏究所 內에는 그와 같 

은 陳列窓이 마련되어 있고 매스 디 스플레이의 實演 

에 의해서 案의 決定을 더욱 굳건히 한다. 同一 패턴 

의 影響은 실크 스크린 등의 핸드 프린트(Hand print) 
에 의해 手加工的으로 複製된다. 그것을 이와 같이 쌓 

아 올리는 것이다.

O 컬러 하모니 매뉴얼(Color harmony manual)
컬러 하모니 매뉴얼은 C.C.A(美國包裝容器會社)가 

世界의 디자인界에 貢獻한 뛰어난 業績의 하나이다. 

端緒는 C.C.A. 가 全美國內에 散在하는 40歎개소의 印 

刷包裝工場에 대해서 徹底한 디자인政策을 세웠을 때 

시 작한 한 手段인데 즉, 司令本部인 시 카고의 本社 디 

자인部에서 全美國의 都市에 散在하고 있는 各 工場에 

色調에 대한連絡을 的確迅速하게 취하려고 할 때에 

이제까지는 확실하게 傳達할 수 있는 方法이나 手段 

이란 별로 없었다. 從來에 쓰고 있었던 色名帖이라고 

하는 것은 色差가 조잡하여 纖維用 컬러 차트로서는 

工業的 材料(Hard ware)에는 不便한 點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러한 不便을 덜고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에그버드 쟈코브송은 C.C.A.의 디자인 디비 

전(Design division)의 部長인데 권위있는 色彩硏究家 

이기도 했다.

그는 독일의 偉大한 哲學者이 며 化學者 • 心理學者이 

었던 윌리엄 오스트왈드(Ostwald, W. 1853〜1932)의 

色影論을 骨子로 하여 오스트왈드의 弟子이 었 던 허 만 

쯔아이홀드를 위시해서 많은 有能한 專門家와 色彩分 

光計測器 등의 近代的인 計測機器를 運用하여 色彩計 

劃用의 피아노라고도 말할 수있는 이 매뉴얼(Manual〉 

을 完成시킨 것이다.

오스트왈드의 色彩論에 대해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必要도 없겠지만, 黃色에서 赤色, 紫色, 靑 

色, 綠色, 黄色으로 끝나는 環狀에 配列되는 原色萧이 

이루는 圓의 中心에 白色에서 黑色에까지 이르는 그레 

이 스케일(Grey skale. 그레이의 等差段階에서 오스 

트왈드에 의해 科學的으로 정해진 것)이 축으로 선다. 

이 軸의 白色과 黑色의 두 꼭대기에서 各 原色別로 만 

들어지는三角面에는 각각 原色의모든 바리에이션 

(Variation)이 色相으로서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올 그•레이 스케일에 의해서 크게 나누어 보면, 各 色 

影別로 28種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이것은 色名帖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애매하고 不明한 것과는 달리 퍼 

아노의 건반이 올바른 音階에 의해서 죽 나란히 配列 

된 것에 해당한다•「하모니는 秩序」라는 原理가 변하 

지 않는 限 이 色彩의 大序列에서는 어 떻게 짜 맞추든 

간에 수 없이 많은 하모니가 音樂과 같이 생겨날 것은 

事實이 다. 물론 피아노를 타는 사람에 따라서 作品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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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여기에서 보여 주는 몇 가지의 例는 오더의

極히 基本的인 例이다.

各 色相片은 臺紙위에 끼워저 있으므로 自由롭게 뺄 

수도 있고 적 당히 配合하여서 硏究할 수가 있다. 또, 

色相片은 앞뒤의 구조가 달라 앞면은 光澤으로 완성시 

켰고 뒷면은 無光澤으로 완성시 켰기 때문에 짜임새도 좋 

은 것이다. 褪色性이 전연 없다는 것은 절대로 保障이 

되며, 各 色相片에는 앞뒷면의 記號가 明記되어 있으므 

로 色調의 傳達은 通信으로도 可能하다. 이 런 類의 便 

利性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는데, 이 매뉴얼은 美國은 

물론이거니와 캐너다, 유럽 등지의 여러 나라에 이미 

오래 전에 普及되어 있고 日本에서도 20年 前에 이 미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패키지 디자인이란 이와 같이 嚴密한 테스트를 거쳐 

서 決定하게 되는 것이므로 主題를 구상하고 創作에 

臨하게 되는 모든 디자이너는 아주 폭 넓은 知識과 銳 

敏한 感性과 높은 熟練度를 골고루 지녀야 할 것이다. 

包裝會社나 기타 生產業體에 屬해 있는 디자이너건 獨 

立하고 있는 디자이너건 간에 그 디자이너의 責任은 重 

大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特別한 位置와 대우를 받 

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實情으로 보아서 

는 아직은 까마득한 일로 여겨지며, 디자이너는 디자 

이너로서의 정 당한 위치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 보수도 企業人의 디자이너에 대한 

認識도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美國의 例를 들 것까지도 없지만, 美國 

에서는 會社內에서 디자이너는「藝術家」로 대우를 받 

는 것이 常識이다. 그리고, 이러한「藝術家」는 創案 

擔當과 精密原圖 調製擔當 등으로 나뉘어 있고, 前者는 

다른 부문의 종사자 보다도 훨씬 보수도 많이 받고 있 

으며, 能力이 있다고 認定만 되면 年令이나 男女의 差 

別 없이 얼마든지 윗자리로 승진을 시켜 대우를 받는

基本的鍵의 1例

9. 컬러 하아모니 매뉴 

얼. 色相을 決定하고 있는 

工業製品의 例. 클레이온, 

페인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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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디자인 專門의 學校 課程에서 대개 대충의 

印刷過程을 實習허서 배워 잘 알고 있음으로 効率的인 

能率을 발휘한다. 또한, 기구면에서 보더라도 創案하 

는 部署와 精密原圖를 調製하는 部署 위에는 디렉터 

(Director)가 있어서 디렉터가 제시해 주는 일 이 라면 

언제든지 期間內에 민첩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일을 처 

리하게 된다. 디 렉터는 注文을 맡고 있는 부서의 코리 

스폰던서 (Coiresphondencer)와 緊络한 連絡을 취하고 

코오레스폰던서는 依賴者나 또는 各 都市 地方에 홑어 

저 있는 세일즈멘으로부터 연락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 세일즈멘이란 美國에서는 보통 會社와의 사이에서 

分合率에 의한 利益의 配分을 받고 일하는 辯護土와 

같은 形態로서 自主的인 營業인 것이다.

創案을 맡고 있는 部署에서 要求案이 나오면 그 要 

求에 따라서 거칠거칠한 스케치가 되어 提出된다. 이 

提出된 라프스케치가 精密圖面의 調製를 맡고 있는 部 

署에 회부되면 여기에서는 그 原案이 반드시 그대로 

寫眞으로 撮影되어 혹색과 백색의 原圖로 바뀌어 놓이 

게 된다• 圖面을 調製하는 곳에서는 이 黑白寫眞을 基 

礎로 해서 말하자뎐 整書를 하게 된다. 또, 글자의 레 

이 아웃 등도 말쑥하게 바꾸어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한 후에 模型部에서는 實物과 같은 크기의 

模型을 만들게 되는데 手工이나 혹은 실크 스크리인 

(Silk screen) 効果 등의 應用으로써 實際로 印刷한 것 

과 같은 模型이 만들어진다.

-包裝 • 디자인 問題를 依賴한 會간!는 일이 進行中에 

서 언제나 붙어 있어서 일에 대한 協議를 수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이 完成 되었을 때에 그 完成品은 어 

김 없이 依賴者가 滿足할 만한 結果로 落着된다.

(鲁X恥㈤)兩)(無)
o O O L丿 L丿

패키 징 이 商業 • 工業部門으로 나누어 야 된 다든가 아 

니라든가 하는 問題는 별도로 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모 

든 材料에 對한 工業的인 知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問題는 

그 材料에 대해서 格이 맞는 形態로, 또 意匠을 베풀 

수 있는 能力如何에 따라서 곧 그 디자인의 價値를 決 

定하게 된다. 납종이를 利用한 最初의 패 키징 (Packa
ging) 이 1830年代에 팔리고 있었던 코코아에 쓰인 것 

이 효시 라고 한다. 그러 나, 그 當時는 아직 現代와 같 

은 매스 프로(Mass production)의 時代에는 접어 들 

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材料에 베푼 意匠이 반드시 適 

切한 것이 아니었던 例도 허다하게 있었다. 새로운 材 

料에 가장 必然的인 意匠一 그것은 技術的으로나 또 

는 感覺的으로도——이 完全하지 못한 한 새로운 材料- 

는 이전에 있었던 材料의 代用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過渡期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事實 

은 지금까지도 역시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事 

實이다

셀로판이라든지 기타 요사이 흔해진 化學製品의 透- 

明効果를 利用한 새로운 材料는 그것이 透明하기 때문 

에 逆効果를 낼 경우가 있다. 새로운 材料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必然性의 뒷받침이 없는 한 예전에 썼 

던 낡은 材料, 가령 나무나 金屬, 종이 보다도 훨씬 

부적당한 경우도 더러 있는것이다. 골판지 金屬의 실, 

셀로판, 油紙, 合成樹脂, 防濕, 防錯紙, 크라프트紙 

등등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이러한 材料들이 새로 

나오고 그 材料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特質이 디자인 

을아주 별개의 것으로 무한히 變化시켜 왔는데, 初期- 

에는 그 새로운 材料에 대한 아무런 檢討와 硏究 없이 

급하게 달라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材料들올 完全하 

게 駆使했었을지 어 떨지는 別個의 問題이다. 어 쨌든 

새 로운 材料가 끊임 없이 클로즈업 (Close-up)되 는 한 

편, 디자이너의 地位가 確保될 것 같은 可能性이 였보 

였던 1935年이라고 하는 해는 特記해야할 일이라고 생 

각된다.

처음으로 아침 밥상에(우리 나라의 例는 물론 아니 

지만) 마치 군침을 절로 흘리게 하고 食慾을 돋구는 

効果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진 패키징이 話題를 

제공해 준 날은 역시 1935年의 어느 날이 었다고 한다. 

지난 날에는 거의 全部의 것이 글자 만으로 쓴 說明이 

었었는데, 이렇게 現在까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에서 

본다면 혹시 通路에 흐르기 쉽고 格調 높은 것이 별로 

없을 지 모르지만 적어도 內容을 보다 具體的으로 表 

示해 보려는 思考方式으로서는 賢明한 手段의 하나임 

에는 틀림 없다. 오늘날에 쓰이는 完全한 原色版 印刷 

에 의한 內容의 印刷展示의 意圖는 그대로 透明容器에 

의한 소위 커트 아웃 디스플레이 (Cut out display)의

White

匂®理婢E东灰空 호51电^A一 husciMle，

U 二)
I

이 ack

原色의 輪과 그레이 스케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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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이어지는 것이다.

消費者側에서 보는 것은 별도로 하고 商品을 지키고 

商品을 明示하고, 商品을 취급하기 쉽게 하고, 商品을 

팔기 위한 패키지의 原則 만은 不變의 것이 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패키징의 구실의 

擴大는 無關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패키징의——약 1世紀에도 못미치는 歷程 속에서 그 

意匠이 어떤 理由 때문에 變遷 되어 왔는지 하는 일을 

생각혀 보는 것도 興味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드 

시 材料의 發達과 함께 意匠이 올바로 正道를 걸어 發 

達해 왔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때로는 意匠이 앞섰고 

때로는 材料의 感覺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 

다.

商品의 種類에 따라서는 특별하거 새로운 材料를 쓰 

는 일이 없이 그 意匠만을 새로운 時代感覺과 消費者 

嗜好에 調和 되도록 바꾸어 온 例가 많이 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材料가 商品에 대해서 많은 合理性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需要者側에서 본다면 그 意匠을 

첫째로 하여 더욱 便利하고 더욱 질기고 더욱 가볍고 

하는 등의 問題 만이 남을 것이나 역시 意匠이 問題가 

남을 것이다. 그리고 商品의 販賣政策과 결부시켜 생 

각허 본다면, 意匠이 極端的으로 飛躍한다는 것은 퍽 

險스러운 일이 기도 하다. 一定한 期間을 두고 그것을 

商標를 포함해서 서서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變 

貌케 하는 것 이 다.

意匠 디자인이 時代性에 맞는 새로운 感覺의 것이 

아니드라도 그 表現手段이 새롭기만 하다면 包裝의 質 

感과 一致하는 調和어 린 効果를 거둔 일도 있다. 같은 

패 턴(Pattem)이 종이에 印刷 되었올 경우와 그것이 

직 접 에 칭 글래 스(Etching glass : 銅版을 酸으로 부식 

시켜서 만드는 版畫) 手法으로 유리병에 浮彫시켰거나 

包裝容器에 直接 印刷되는 경우가 곧 이것이다. 같은 

패 턴으로 같은 種類의 商品이 라는 것올 聯想시 키 려 해 

도 만일 材質이 다르다거나 表現方法이 전연 다른 경 

우에는 오히 려 逆効果를 招來할 것이다.

10.1L 視覺的으로는 完全히 失敗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두 개의 例가 여기에 있다. 하나는 文房具의 미 

캐니크(Mechanic)한 性能이 이 부드럽기만한 셀로판 

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 逆効果가 되 

고, 다른 하나는 마치 透明材料에 

의한 튜브에 들어 있는 化粧品이 그 

内容物이 줄 어둠과 同時에 그 아름 

다운 멋이 잃어지는 것과 같이 原型 

이 변모하는 것과 같은 内容을 透明 

容器로 싸고 있다.

12. 같은 商標의 이 

병과 깡통은 必然的인 

理由에서 똑 같은 디

자인을 採用하고 있다 

그러나, 병에 불인 라 

벨의 디자인은 型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특 

히 金屬板에 直接 印 

刷가 되었을 경우에는 

色感도, 觸感도 모두 

가 統一性이 전연 없 

어서 成功하기가 어렵 

다. 디자인이 同一하 

다고 하더라도 그 商 

品의 質感의 差異로써 

内容과의 聯想이 中斷 

되는 例가 여기에 든 

例로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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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上세미니

重量物包裝

李 精 一

包裝開發室硏究員

72年度 정부 당국에서 公布한 輸出戰略 產業 

•品 目 中에 電氣, 電子 및 機械類 製品이 포함되 

어 있다.

지금까지 消費材 商品이 輸出商品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으나, 1,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에 

의하여 重工業 分野의 急進的인 발전이 이루어 

짐과 동시에 同 品目에 대한輸出이 急進的인향 

상을 이 루게 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必然的으로 包裝에 대한 문제 

가 강력히 대두되게 되었다.

同 製品의 包裝은 우선 重量物이므로 重包裝 

에 대한 技術的인 문제가 따라야 하겠고, 또 金 

屬製品이므로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防錯包裝문 

제와 특히 電子製品은 精密한 설계에 의해 製作 

되 었 으므로 緩衝包裝에 대 한 문제 를 제 기 하게 

되었다.

同 包裝에 대한 先進諸國의 경우는 오랜 經驗 

과 各種 物性虱驗 및 데 이타에 의해 작성된 자 

료를 제품에 맞게 規格化하여 사용하고 있으므 

로 適正包裝이 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현실 

정은 熟練工의 肉感과 경험에 依해 大部分 包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제품일지라도 그 包裝方法 

이 다르며, 그에 대한 各種 物性試驗이 없어 全 

的으로 외국의 자료에 의거해서 包裝設計를 하 

고 있다. 그러므로 現 國內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발생 하는 過剩包裝 또는 過少包裝은 

包裝費의 낭비 또는 輸送, 荷役 中에 破損率이 

높아 Claim을 당할 우려가 많아서 急增하고 있 

는 同 品目의 輸出에 蹉跌을 일으킬 위험性을 다 

분히 內包하고 있다.

또한 同 製品 包裝에 必要한 적정한 包裝材가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아 이를 커버하기 

위해 複合包裝을 하게 되므로 이로 因한 包裝費 

의 上昇은 至大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當 센터에서는 同 製品包裝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 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適正包 

裝의 方法과 該當試驗 데 이 타 및 包裝基準을 提 

示하므로써 企業에 있어서 重量品 包裝에서 야 

기되는 여러 問題點을 해결하고, 同 部門의 輸出 

增大를 꾀 하므로써 輸出 競爭力을 강화하게 끔 今 

年度의 硏究테마로確定硏究를推進中에 있다.

그러 면 여 기 에 서 는 重量物 包裝에 必要한 木 

箱子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다.

첫째, 木箱子의 종류 및 그에 관련되는 규격

1形 : 옆面이 한 장의 板子로 되어 있고 

板子幅이 24cm 以下이 며, 25kg 以下의 

內容物올 包裝하는 데 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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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木箱子 包裝의 長點은, ・

① 높은 强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貴重品, 重 

量品 및 機械類의 包裝이 나 겉 包裝容器로서 適 

合하다.

② 木材를 緩衝材(固定材)로 사용하여 內容器 

를 받쳐 주도록 設置하기에 편리하며 , 高度의 內 

容器 保護性이 있다.

③ 部分的으로 板 두께를 변경하거나 補强木 

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사용목적에 맞출 수 있 

다.

④ 再使用의 효과가 크며, 필요한 數量에 따 

라서 容易하게 製作, 購入할 수 있어 經濟性이 

있다.

同 包裝의 短點으로는,

① 內用品의 重量 및 體積에 대한 容器의 體 

積 및 重量의 增加率이 크다.

② 使用木材의 含有水分이 나 옹이 또는 기 타 

缺點에 의하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보 

관의 良否에 따라서 썩거나 强度가 低下되기 쉽

2形 : 옆板이 세로 덧대기를 11字形으로 補强 

한 箱子이며, 100kg 以下를 包裝할 수 있다•

3形 : 옆板에 가로 세로 덧대기를 口字形으로 補强 

-한 箱子이고, 150kg 以下의 重量을 包裝할 수 있으 

며, 때에 따라 150kg 以上도 包裝할 수 있다•

고, 수분을 내포하고 있어 녹이 슬거나 微生物 

의 번식 등 內容品에 損傷을 줄 우려가 있다•

1. 木箱子의 種類

1-1. 普通 木箱子(Commo끄 Wooden 
Box)

普通木箱子는 木箱子의 代表的인 形態로서 一 

般的으로 內容品의 重量 2(X)kg 미만, 體積 1.1 
nP 미만일 경우에 사용되며, 內容品의 重量, 形 

態, 性質, 必要安全度 등에 따라서 대개 다음 

그림과 같은 5種이 사용되고 있다.

1-1-1. 材料 및 製作方法

1-1-11.木 材

木箱子 包裝에 사용되는 木材는 內容物에 損 

傷을 주거나 構造上 지장을 주는 것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即, 구멍이 있는 것, 썩은것, 길이의 1/4 以上 

이 갈라진 것, 비틀린 것, 옹이가 있는것(死節)

4形 : 옆面이 內部에서 補强用 세로 덧대기

나무로 補强한 箱子이며 , 100kg 以下의 重量

150刼 以上의 重量을 包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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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表 1> 輕中荷重用 板箱子의 材料치수

內容品重量 (kg) 板箱子의 形態 上下側面板 
두께 (mm) 못길이 (mm) 補强木마구리板 

두께 (mm) 補强木幅(mm)

25 미만 1.2.4 13 38 16 45
25 〜50 2.4 13 38 16 45
50 〜100 2. 3.4.5 13 45 16 60

100 〜150 3.5 16 51 16 60
150 〜2001 3.5 16 51 19 60

重荷重用 板箱子의 材料치수

內容品重量(kg) 板箱子의 形態 上下 
두 께

側面 
(mm) i

| 못 길이 (mm) 補强木마구리板 
두께 (mm) 補强木幅(mm)

25 미만 1.2.4 13 45 16 45
25 〜50 2.3.4.5 13 45 16 60
50 〜100 2.3.4.5 16 51 16 60

100 〜150 3.5 19 64 19 60
150 〜200 3.5 19 64 19 75
200 〜250 3.5 19 64 19 75
250 〜300 3.5 22 76 22 75
300 〜400 3.5 25 76 25 90
400 〜500 3.5 28 89 28 90

<表2>

內容重量
箱子의 形態

合板두께
補 强 木 補强木에合板 

오 日 O〕 Y쉬］。〕
箱子組立 
時의 못의 
闇隔

箱子組立時

(kg) (mm) 補强木의 두꼐 
(mm)

補强木의 幅 
Cmm)

三 W 己 때 一। 
못의 間隔 못의 길이

만
상
 

미
이
 

4
 4
 

3
 3 A1 〜A5

B1 〜B3 3.5 15 45 7.5 18 약 50
만
상
 

미
이
 

7
 7
 

5
 5 A4 〜A5

B2 〜B3 4.0 18 54 7.5 15 57 〜64
만
상
 

미
이
 

6
 6
 

3
 3
 

1

丄r

丄

A5
B3 4.7 18 54 7.5 .15 64 〜75

만
상
 

미
이
 

o
 O
 

7
 7
 

1
 1 A5

B3 6.3 18 54 7.5 15 75 〜89
만
상
 

미
이
 

2
 2
 

7
 7
 

2
 2 A5

B3 8.0 18 72 7.5 15 75 〜89
만
상
 

미
이
 

3
 3
 

6
 6
 

3
 3 A5

B3 10.0 24 72 7.5 12 75 〜89

454 A5
B3 10.0 24 90 7.5 12 7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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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板子에 直徑 5cm 以上의 옹이(生節)가 있 는 

것 또는 옹이 의 直徑이 板子幅의 1/3 以上인 것 

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虫食, 엇결 등 其他 缺 

點이 없어야 한다.

各 板子의 幅은 최 소 8cm 이 상이 라야 하며 3 
枚 以上 接合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各 板고幅은 

12cm 이상이라야 한다.

또한 木材의 含水率은 內容物은 性質 및 季節 

등 其他에 따라 다르나 우리 나라에서는 15〜18 
% 정도가 적 합하다.

111-2.板子接合

板子와 板子의 接合形式은 圖 1과 같으며 , 이 

外에도 數種이 있고, 이것은 內容物의 性質 등 

필요에 따라 適合한 것을 택할 수 있다.

1-2.合板箱子(Ply-wood box)

容器 自體의 중량이 板箱子에 比하여 1/3 程度 

밖에 안 되는 重量의 長點을 가지고 있어 주로 

航空用 등으로 사용되며, 六面이 合板으로 되고 

補强木을 接合시켜서 제조된 箱子로서 A形 B 
形, C 形으로 大別할 수 있고, 補强木을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A形은4種, B 形은 3種의 形態가 있으며 C 
形은 補强木으로 틀을 組立한 다음 六面에 合板 

을 붙이고 各 모서리를 鐵板 등으로 싸서 補强 

및 裝飾한 包裝內容器이다.

1-2-1.製作方法

1-2-11. 內容品의 重量에 대한 容器의 형태, 

合板의 두께, 補强木의 치수, 箱子 組立用 못의 

길이 및 못박기의 간격 등은 表 2와 같으며 , 옆 

板, 側板, 上下板을 組立하는 方法은 圖 2 와 같 

이 A形, B形 等의 方法이 있다.

1-21-2 結束은 帶鐵 또는 亞鉛鍍金鐵線 等을 

사용하여 板箱子 結束方法에 準하여 結束하되 鐵 

線으로 結束할 경우에는 U 字못을 15cm 정도의 

간격으로 박아 鐵線의 이동을 방지하여 야 한다.

1-3. 와이어 바운드 箱子(Wire bound 
box and crate)

鐵線과 U字못 單板 또는 合板 等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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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形 B 2形 B 3形

箱子로서 體積 • 및 重量이 減少되 며 容器에 損 

傷이 거의 없이 容易하게 開閉할 수 있는 組立 

展開式 包裝容器로서 사용 후 처리가 간편한 點 

등 再使用의 효과가 크며, 木材가 板箱子에 비하 

여 1/3 정도 밖에 들지 않아 木材가 절약되는 經 

濟性 등의 長點을 가지고 있다• 密閉形과 살 箱 

形의 두 종류가 있고, 箱子의 길이가 2m 미만 

內容物의 重量 250陶 정도일 때에 사용된다.

圖2

1-3-1.密閉形(圖3)

B型
1-3-11. 胴板 및 옆板

單板 - 合板 또는 硬質繊維板 등을 胴板 및 옆 

板의 板材로 사용하며, 板 —枚의 幅은 最小 

60mm 以上 되어야 하고 하나의 箱子를 구성하 

는데 , 종류가 다른 板材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서 

는 안 된다.

單板 또는 合板을 사용할 境遇에 胴板 및 옆 

板의 두께는 表3과 같다.

（表3）

內容重量(kg) 胴板 및 옆板의 
두께 (mm)

U 字 못의 
最小個數

35 미 만

55 〃

80 〃

110 미 만

160 〃

225 〃

5
 o
 
O
 5
 
5
 o
 
O
 5
 
o
 o
 
O
 
- 

工
4.
4.
4.
4.5
 
5
 5

6.
7.8

4
2
 
5
3
 
7
4
 
9

6

138

16
10

1-3-1-2.補强木

C型 B里
.圖3

A型 內容物의 重量이 35kg 미만인 경우에는 補强

木의 斷面 치수가 18 x20mm 以上이어 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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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g 以上일 때 는 21 x 21mm 18 x 24mm 또는 

20 x 22mm 이 상이 適合하며 胴板에 붙이 는 補 

强木은 圖 3의 A形과 같이 結合되도록 加工하 

여 箱子組立 以前에 胴板에 完全히 附着되어 있 

어 야 하고, 마그리 板에 補强木을 붙여 야 할 경 우 

에는 圖 3의 結合方法中 적합한 방법으로 補强木 

올 완전히 결 합한 다음 마그리 板에 附着시 킨다. 

용도에 따라서 補强띠를 附着할 경우에는 補强 

띠 의 幅은 20mm 以上이라야 한다.

1-3-1-3. 鐵線 및 U字 못

鐵線은 U字 못으로 胴板 등에 고정되어야 하 

며 , 胴板 등을 뚫고 나온 U字 못의 끝은 완전히 

굽으려 붙여 야 한다.

1-4. 살 箱 子

內容品이 局部的인 防水를 要하거 나 動搖, 振 

動, 衝擊 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며 通風 등에 

의한 內容物의 腐敗 等을 방지할 수 있는 包裝 
容器로서 板을•사용하여 組立한 살 箱子와 角材 

로 된 살 箱子 등의 종류가 있고 重量品 包裝에 

많이 사용되나荷役施設에 알맞게 設計하여야 

한다.

1-4-1. 板子로 組立된 輕荷重用

① 一般的으로 內容物의 重量이 Iton 미만이 

며, 包裝貨物의 크기가 240 x 165 x 120cm 미만 

의 경우에 사용 되고 있다. （圖4）

② 各 面을 별도로 구성한 후 箱子를 조립하여 

야 하며 못의 길이는 各 面을 구성할 때에는 反

對側으로 1〜3cm 정도 뚫고 나와야 

히 굽으려 붙여 야 하고 箱子 組立 

用은 박는 板의 總 두께의 30倍 

以上이라야 한다.

③ 內容物이 動搖하지 않도록 

받침木을 이용하여 볼트, 帶鋼 

등으로 內容物과 容器를 완전히 

結合 고정 시켜야 한다.

하며, 충분

1-4-2. 角材로 構成된 重荷重用

內容物의 總 重量이 Iton 以上 

의 物品包裝에 사용되며 角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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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構成되어 있다. （圖5）
同 包裝에는 다음과 같은 角材가 있어야 한다

① 滑材 ② 받침木 ③ 橫木 ④ 床板材 ⑤ 버 

팀木 ⑥ 윗동아리 ⑦ 支柱 ⑧ 上部材

1-4.腰盤臺（Wooden skided panck）

總 重量 0.5〜lOton의 重量品 包裝에 사용되 며 

內用品의 構造가 堅固하여 他物體와의 多少의 

接觸, 衝撃, 局部的인 防水로부터 損傷을 방지 

하고 물품의 橫轉을 방지하며 운반에 편리하도 

록 包裝하는 데 적 합하다.

2. 木材의 含水率

木箱子 包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水分 

이다.

보통包裝用으로사용되는 木材는 含水率이 

18% 以下이 어 야 한다. （參照 KSA2151） 木材의 

含水率을 測定하는 化學 天秤法은 다음과 같다.

含水率（%）=-씨二쓰」단, 孙 = 初期重量

W3=105°C에 2 
時間 處理後무게

3. 木箱子包裝에 使用되는 材料

3-1. 箱子 組立用 못

木箱子 製作에 있어서 가장 必須的으로 따라야 

할 못은 KSD 3553에 다음과 같이 規定돼 있다. 

鐵 못은 머리부분을 圓型으로 찍어내어 그 윗面 

은 網狀의 무늬로 하고 밑 面은 적당한 경사로 

만들어 목 부분에는 미끄럼을 막는 줄을 새기고 

끝을 4面으로 뾰족히 짤른 후 光을 내 야 한다.

D>L8d S*d, 6느1220
Z ： 온길이 D:머리지름 d：몸통지름 S:끝부분의

길이 6 ： 턱의 경사도

3-2. 골못（板子 이음못）

끌모양으로 만든 長方形의 鋼片으로서 박는 데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며, 약 7종류가 있고 材質은 KSD 9005 包裝 

用 帶鋼으로 된 것이다.

3-3. 맞못（板子 이음못）

짧은 鋼線으로 박는 데 容易하게 양끝을 뾰족 

하게 하였으며 , 길이 30mm 以上, 직 경 1.83mm 
以上.

3-4.帶鋼（箱子結束用）

KSD 9005 包裝用 帶鋼으로서 包裝重量에 따라 

각 3종이 있다.

3-5.亞鉛鍍鐵線（箱子結束用）

KSD 3552 鐵鐵線에 규정한 鐵線으로서 帶鋼 

과 같다.

3-6. 모서리쇠（箱子 補强用）

L 께 모양의 鋼片으로서 두께 0.4mm 以上 

片面길이 25mm 以上으로 한다. 이 外에도 數種 

이 있다.

3-7. 스테이플

鐵線 또는 鋼板의 두 끝을 뾰족하게 하여 匸字 

型으로 굽힌 것 으로 結束材 固定用 및 箱子 組立 

用에도 使用된다.

以上으로 木箱子 包裝에 있어서 槪略的인 羅 

烈을 했으나 이 外에도 각종 包裝技法 

및 각종 規格에 따르는 實務는 今年度 

당센터 包裝開發室 年末 報吿書에 다시 

한번 자세 히 기 록키 로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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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上세 미나

굴 包 裝

文 權

包裝開發室硏究員

鎬

굴은 오래 전부터 世界 各地에서 그 特有한 

맛 때 문에 즐겨 먹고 있는 高級食品인데 美國과 

같은 곳에서는 날 것으로 먹고 있는 唯一한 動 

物性食品이기도 하다.

必須아미노酸을 비 롯하여 비 타민類와 많은 無 

機質을 含有하고 있어 營養價 높은 食品으로 내 

새울만 하고 新鮮한 생굴의 담담한 맛은 世界 

各國에서 굴을 高級食品으로 君臨하게 하고 있 

다.

近來 海外에서 우리 나라 굴 輸入에 對한 關 

心度가 높아짐과 아울러 1967年 以來 推進하여 

온 韓美貝類衛生協定이 締結되었고, 國內에 있어 

서도 低温貯藏系列化를 서두르고 있는 此際, 생 

굴과 冷凍굴의 包裝을 비롯한 物的流通上의 問 

題點을 檢討하고자 한다.

이미 政府에서는 굴 養殖場指定, 採取許可, 

工場施設基準 衛生管理 등에 關聯된 水產業法施 

行令과 農林部令 190號, 그 뒤 農林部令 218號와 

다시 農林部令 422號를 公布 補完하였으며 , 貝 

類衛生管理委員會도 構成한 바 있다.

繼續하여 衛生的인 規制가 補完될 것으로 본 

다.

아직은 流通量이 많지 않아 流通過程上의 問 

題點이 別로 떠 오르지 않고 있으나 이 제 그 需 

要量의 激增에 對處하여 流通上의 問題點을 整 

備함은 時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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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의 流通

大腸菌詳 M.P.N.o] 70 以下인 淸淨海域에서 一定期 

間養殖한 뒤 垂下連으로부터 脫落시킨 굴은 陸上에 있 

는 所定의 貝殼洗場에서 깨끗한 물로 貝殼表面의 汚泥 

를 充分히 씻어 낸 듸 所定의 剝身場에서 衛生的으로 

剝身하여 洗淨室에서 씻는다•

그러나, 淸淨海域外에서 養殖한 굴은 淸淨海域의 굴 

에 比하여 살과 表面 그리고 消化管內 모두가 많이 汚 

染되어 있어 生食用으로 流通시킬 境遇는 剝身하기 前 

에 굴의 代謝作用올 利用하여 自然淨化 또는 人工淨化 

하지 앓으면 안 된다. 洗淨이 끝났을 때는 規制하고 있 

는 細菌數 以下인 許用範圍 內에 들어가 있어 야 한다•

淨化處理는 鮮度, 風味 그리고 內質을 상함이 없이 

短時間 內에 能率的으로 處理할 수 있어야 하고, 生產 

費가 싸야 한다. 굴의 海水吸引作用은 水温 4℃에서 

停止하고 6。〜7℃에서는 緩慢하여지며 , 10℃ 以上이 

되면 活潑하여진다. 한편, 海水의 交換과 空氣의 接觸 

이 充分치 못하면 酸素不足이 된다• 鹽分은 生殖還境과 

거의 같은 것이 代謝에 좋은데, 이런 生物學的特性이 

充分히 發揮되는 淨化條件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

淨化된 굴은 모든 流通過程을 거쳐 衛生的으로 保存 

되 지 않으면 안 된다.

剝身한 生굴은 2時間 以內 即時 冷却하여 5℃ 以下 

로 冷藏하거 나 冷凍굴로 만들어 야 한다• 또한 生굴의 

流通에 있어 서는 繼續하여 5℃ 以下로 保存함이 좋다.

보통 保存基準을 生食用 굴에 있어서는 10℃ 以下로 

하고 있으나 非冷凍굴에 있어 서는 5℃ 以下의 低温保 

存이 좋고 冷凍굴은 常識的인 凍結温度의 維持가 必要 

하다.

水產物의 流通構造改善과 아울러 最近 生鮮食料品을 

為한 低温流通證系(Cold Chain)의 試圖가 이 루어 지 

고 있다.

흔히 날 것으로 즐겨 먹는 生굴의 流通에 있어서는 

特히 低温流通體系가 切實한 問題로 떠 오른다.

生굴은 主로 冬節에 많이 먹게 되어 流通過程 中의 

温度에 別로 關心이 모아지 지 않았으나 生굴은 年中 

먹을 수 있고 近來에는 늦 가을이나 이른 봄에도 많이 

먹는데 外氣温度가 以上될 때에는 流通過程 中의

温度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2. 굴 包裝의 現况 및 問題熱

우리 나라의 生굴 生產은 主로 漁村契를 통한 零細 

規模의 生產으로 이루어저 왔으며, 그 流通過程도 特定 

한 經路가 없었다.

數年前 굴垂下式養殖漁業協同組合이 慶尙南道 忠武 

市에 設立되었으나 流通過程은 전혀 關與하지 않고 있 

다.

最近 大韓綜合食品株式會社는 巨濟에 大規模의 멧목 

式垂下의 굴 養殖 施設을 하였고 또 忠武市에 굴 剝身 

處理 및 冷凍工場을 竣工시 켰다.

이 工場은 처음에 政府의 굴 增殖 事業의 一環으로 

企劃된 것으로 굴垂下式養殖漁業協同組合에서 政府의 

支援을 얻어 建設 中 進陟이 안 되다가 大韓綜合食品 

에서 中途引受하여 竣工한 것으로 韓美貝類衛生協定締 

結의 前提條件이었던 것이다.

韓美間의 貝類衛生協定은 數年 前부터 그 締結을 서 

둘러 왔던 것인데, 美側이 締結의 前提條件으로

① 輸出用貝類生產管理에 關한 法令制定

② 淸淨貝類養殖場의 指定

③ 貝類의 衛生處理加工工場設置 둥을 要請하여 왔 

었는데 그 中 衛生處理加工工場設置 하나만이 이루어 

지지 않아 協定締結이 遲延되어 오다가 竣工을 보게 

되고 드디어 韓美貝類衛生協定을 매듭짓게 된 것이다.

앞으로 美國은 勿論 가까운 日本 그리고 유럽 地域 

까지 市場올 넓힐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본다.

政府의 繼續的인 支援에 힘써서 昨年과 올허 南海岸 

數個處에 굴 養殖場이 追加 設置된 바 있다.

앞으로 굴 輸出은 그 展望이 매우 밝으나 冷凍굴에 

있어 서는 嚴格한 衛生規制下에 養殖 및 剝身處理되고 

또한 冷凍되어 包裝輸送하여야 할 것이다.

굴은 될 수 있는대로 冷凍굴 아닌 生굴로 먹는게 맛 

올 제대로 낼 수 있는데, 內需用과 對日輸出굴로 氷藏 

굴의 流通過程을 整備함이 時急하다.

現在 內需用은 거의 生굴 만이 流通되고 剝身된 生 

굴은 보통 하루 이틀 안에 消費되고 있다.

大部分 冬節에 生굴을 즐겨 먹기 때문에 温度上昇으- 

로 因한 腐敗나 細菌汚染에서 오는 食中毒 현상은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많은 問題點이 있다.

漁村契를 퉁하여 市場에 出荷되는 生굴은 거의 모두 

가 5겔론 들이 함석 雜罐을 慣習的으로 써 오고 있다.

價格形成도 이 雜罐 하나 들이를 中心으로 이 루어 

지고 있다.

5겔론 들이 雜罐에 包裝된 生굴이 中間流通을 거쳐 

小賣市場에 이 르면 小分하여 Polyethylene film ba* 
에 넣어 一般消費者에게 팔린다.

生굴 流通에 있어 衛生的스로 큰 盲點으로 되어 있 

는 것은 바로 小賣市場에 서의 小分販賣方式이다.

굴의 鮮度低下로 因한 變質이 아닌 食中毒 原因細菌 

의 繁殖에서 오는 弊害는 剝身處理當時 굴 自體에 付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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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되어 있던 細菌보다도 流通過程에서 解包하여 示分 

하는 때에 汚染되는 경우가 大部分이라고 얼마 前 日 

本 國厚生省은 公表했다.

굴올 剝身處理할 때 일단 淨化殺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剝身處理 以後의 流通過程에 徹底한 衛生管理 

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日本은 이미 1966年 廣島굴의 中毒事件이 크게 말썽 

이 된 後 生食用 굴에 對한 中毒事故對備策을 講求하 

기 始作했다.

日本의 굴 生產量 70% 以上을 生產하고 있는 廣島 

縣에서는 1967年 2月28日 굴 淸淨化恒久對策實施方針 

을 마련하여 우선 小分 販賣方式을 止揚하고 그 實施 

方法을 詳細히 定하였다•

日本 政府도 前述한 廣島굴 中毒事件이 일어 난 다음 

해인 1967年 9月 厚生省乳肉衛生課로 하여금 食品衛生 

法의 一部를 改定케 하여 生食用굴 流通過程에서의 汚 

染防止에 努力하는 한편, 生產過程에서부터 1掰 程度 

의 小賣單位로 包裝할 것을 積極獎勵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生굴일 경우 大部分 金屬鑼을 쓰고 있는 

데 , 上部에는 透視할 수 있도록 透明窓을 두었다. 金 

屬罐은 主로 Aluminium foil fiver로 되어 있다.

冷凍굴의 包裝은 硬質 Polyethylene 成型 Tray에 

덮개로透明한 耐寒 Plastic film을 熱處理接着시켜 

쓰고 있다. 包裝方法을 包含한 全流通過程에 徹底한 

衛生規制를 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3. 굴 包裝의 設計 要件

굴이 一般消費者에 이르는 流通에 있어서는 最小單 

位로 事前 包裝(Pre-Package)되어 小賣市場에서의 解 

包 小分함이 없어야 할 것은 前記 굴 包裝의 問題點에 

서 指摘한 바와 같다.

그러나, 一部는 多量消費를 為한 包裝울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前者는 小賣包裝으로서 이른 바 商業包裝이고 一般消 

費가 아닌 特殊用途의 것으로 工業包裝에 가까운 것이 

나 어느 것이던 保護性, 流通(輸送, 保管, 荷役)適性, 

販賣促進性을 充足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近代經濟社會에서는 모든 商品이 大量生產, 大量消 

費, 大量流通, 大量販賣를 企劃하지 않울 수 없으므로 

流通適性問題가 包裝機能의 큰 比重울 차지한다.

굴의 包裝設計에 있어 考慮하여야 할 要件은 다음과 

같다.

(D 크 기

包裝量의 크기는 消費狀態나 販賣單立에 알맞는 量 

이 되 지 않으면 안 된다.

包裝의 크기는 包裝費를 따지 면 單位包裝量이 클수 

록 有利하나 消費나 販賣에 알맞는 量이 있게 마련이 

다.

(2)構造

包裝의 構造는 容器의 强度와 함께 內容物의 品質을 

保護하고 包裝의 機能을 發揮하는 데 重要한 要素가 

된다.

包裝構造 如何에 따라 容器便宜性이 左右되며, 販賣 

에 있어 訴求力이 크게 달라진다.

即, 包裝의 構造는 包裝의 機能을 發揮하는 關鍵이 

된다.

(3)形態

包裝의 크기와 構造가 形態를 決定한다.

包裝의 形態는 直立方體形, 圓箇形，瓶形 등이 基本 

이나 그 變形도 있다.

販賣業者는 陳列과 貯藏에 支障이 없는 形態를 要求 

하고 消費者는 쓰기에 便利한 形態를 바라게 된다•

어느 것이나 包裝의 形態는 安定度가 높아야 한다•

包裝의 形態는 直接 消費者에게 訴求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商品의 새로운 인상을 强調하기 為해 색다 

른 形態를 띠우는 境遇가 있으나 生產의 合理性 및 機 

械化 適性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包 

裝의 機能을 無視한 形態가 되어서는 絕對로 안 된다•

(4)材料

包裝材料는 첫째 內容物에 대하여 아무런 影響을 주 

지 않는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플라스틱類를 包裝 

材料로 슬 경우 衛生安定度를 為해 政府는 保健社會部 

令337號로 食品包裝容器에 대한 規格試驗基準을 吿示 

한 바 있다.

包裝材料는 包裝의 形態 및 構造와 깊게 關係하며 

한편 訴求力울 直接 나타내기도 한다•

(5)封緘

封緘方法은 包裝의 첫째 機能인 品質保護를 為해 重 

要한 問題이며 , 形態나 構造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6)色彩

色彩는 形態와 함께 外觀上의 視覺的 訴求에 대 하여 

重要한 役割을 한다.

그러 나, 單純히 裝飾的인 意味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包裝의 機能올 充分히 살리는 色彩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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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彩의 豊富함이 반드시 包裝을 아름답게 하고 効果 

를 좋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7)作業性

包裝材料 및 包裝의 諸要素가 決定되어 實際 包裝이 

生產의 最終過程에서 이루어질 때 重要한 것은 作業 

能率과 製造能率을 높이고 勞動 및 資本의 生產性을 

높이는 일이다.

(8) 輸送性 및 保管性

輸送性 保管性의 問題는 從來 工業包裝部門에 있어 

서 主로 檢討하여 왔지 만 앞으로 모든 商品이 大量生 

產, 大量流通의 體制에 놓이게 됨으로 商業包裝에 있어 

서도 商品特有의 訴求力을 喪失시키지 않는 範圍에서 

輸送性, 保管性을 充分히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된다•

包裝 • 輸送 • 保管 - 荷役을 包含하는 一般物的流通費 

가운데서 輸送 및 保管費가 큰 部分을 차지한다•

美國은 이미 1930年代에 모든 商品에 對한 包裝치수 

標準化 作業에 着手하고 3s(Simplication-單純化, 

Specialization—專門化，Standardzation—標準化)運 

動을 展開하였는데, 이는 商品의 物的流通費를 節減하 

려는 趣旨로서 그 結果 單位企業은 勿論 全產業界에 

커 다란 利得을 가져 왔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 다•

가까운 日本에서도 이러한 試圖로 1959年 日本國鐵 

이 包裝規格을 制定함으로써 지 난 1970年에는 年間 約 

200億圓의 流通經費를 節減할 수 있었다 한다•

輸送性에 있어 包裝設計上 考慮할 點은

①輕重量(Lighter tare)②小體積(Smaller cube) 
③小個數(Fewer units»b4・

그러 나, 이들도 輸送 中 保管性을 前提로 하여 檢討 

되어야 한다.

(9)經濟性

包裝費도 商品原價의 一部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企 

業原則에 따라 最小費用으로 最大의 効果를 낼 수 있 

는 것이 좋은 包装이라 할 수 있다.

包裝의 經濟性은 包裝材料 뿐 아니 라 輸送과 伴管費 

用도 함께 관련하여 檢討함으로써 그 溟合的 經濟的 

經費와 總合的 經濟的 効果를 따져 流通經費의 節減을 

꾀 하여 야 한다.

一部 商業包裝에 있어서는 訴求効果가 큰 容器나 디 

자인을 使用하여 經費를 많이 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굴과 같은 特殊食品에는 該當되지 않으리라 본다•

4. 生굴의 包裝試案

生굴은 鲜度維持를 為하여 低温流通을 시켜야 하는 

데 低温 또는 氷温冷藏 生굴과 凍結冷藏의 冷凍굴로 

區分할 수 있다:

冷凍굴은 冷凍處理 後에 包裝한다.

內需用으로는 低温貯藏의 生굴만이 流通되고 앞으로 

의 굴 輸出은 主로 冷凍굴이 될 것이다. 따라서 內需用 

은 單位包裝量이 적은 小賣包裝을 그리고 輸出用은 單 

位包裝量이 큰 大量包裝을 試案하였다•

가. 輸出用 冷凍굴 包裝

Q) 크기

輸出包裝單位는 輸入國의 願買者 指示에 따라 決定 

되는 경우가 많으나 10〜20初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C2 ) 構造 • 形態 및 材料

冷凍굴을 Plastic film으로 內包裝한 것을 輸送包裝 

에 알맞도록 外裝한다.

形態는 直立方體形으로 함이 効率的이고 Plastic film 
은 Polyethylene film이 一30℃까지 견디어 낼 수 있 

으므로 適合하며 , 外裝材料는 防水골판紙 또는 골판지 

形 Plastic sheet를 쓴다.

防水골판紙는 當센터에서 開發하여 實用化 試驗올 

끝냈다.

今年 가을에는 國內生產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나. 内需用 生굴 包裝

CD 크기

生굴의 消費單位는 작은것이 보통 6009이고 2阳 

以上은 別로 많지 않다.

日本의 경우는 小單位消費包裝으로 1掰, 2的, 4阳, 

5齒의 것이 있다.

이번에는 우선 우리 나라 消費規模에서 流通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5000과 ";9 그리고 比較的 消費 

單位가 큰 5的 重量의 包裝을 試案하였다.

(2 ) 構造 및 形態

5007와 1杷의 小量包裝은 小賣市場에서 直接 消費 

者에 販賣되는 商品包裝이지만 低温流通上의 輸送性 

保管性에 알맞는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商品訴求力을 强하게 살리면서 包裝材料의 

重量과 包裝容積을 적 게 하였고 두 容器를 Module化 

하였다.

500,와 1物들이의 두 容器는 밑면올 같게 하고 높 

이만을 다르게 하였는데, 積置할 境遇 작은 容器는 큰 

것의 倍數로 높이가 一致하게 되어 있다•

한편, 뚜껑올 한 突出凯가 밑면의 띄部에 끼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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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態를 直立方體形으로 하여 輸送, 保管, 陳列에 있어 

死空間이 없도록 하였다.

뚜껑은 속에 턱을 두어 Packing을 하여 密閉하게 

하였다.

이들 容器包裝을 輸送하려 면 5000 包裝 48固, 1勿 

包裝 24個를 골판紙 箱子로 外裝하게 되는데 , 같은 規 

格의 골판紙 箱子를 使用할 수 있다.

比較的 많은 消費를 爲한 5勿 包裝은 위의 작은 容 

器의 諸機能을 살리면서 손잡이 를 달아 運搬하기 쉽게

하였으며 , 손잡이 付着으르 因한 所要空間을 最小로 

하였다.

(3 ) 材똬

容器의 몸통은 低屋 Polyethylene으로 하고 뚜껑은 

Polypropylene으로 하였는데, 5001와 1的의 것은 얇 

게 吹込成形됨으로 內容物인 굴이 透視된다.

C4)色彩

新鮮感을 주기 爲하여 그리고 色素의 有春性을 考慮 

하여 樹脂의 原色을 그대로 살렸다.

匚二二二二］

500 9 옹기 설 계 도먼

축 척 |/2

단 위 血

성 형 취입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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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結言

굴은 맛 뿐 아니라 營養이 좋은 特殊食品으로 世界 

各國에 서 그 需要가 增加하고 있 는 反面, 先進諸國에 서 

는 굴養殖率의 汚染 등으로 굴 生產에 많은 難點에 逢 

着하고 있다.

이제 韓美貝類衛生協定이 締結되어 美國은 勿論 이 

웃 日本을 비롯하여 歐州地域에서도 韓國產 굴의 衛生 

性을 信憑하고 輸入에 對한 關心을 높일 것이다.

政府에서는 굴 養殖에 積極的인 支援을 하고 있으 

며, 그 展望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굴은 生食을 하여 뭇 사람이 그 特有한 香味를 즐기 

는데 外國에서는 일찌기 그 衛生性을 檢討하여 굴의 

生產에서 消費에 이르기까지 衛生安全을 爲한 法令을 

制定 公布하고 있다. 굴의 流通에 있어 問題가 되는 

것은 첫째 低温流通方式의 採擇이고 둘째 小賣市場에 

서의 解包小分販賣方式의 止揚이다.

따라서 굴 包裝은 이 두 가지 要件을 同時에 充足시 

켜 주지 않으면 안 되며, 大量生產, 大量流通 體制 

를 틀잡아 가는 現代經濟構造에 適應하는 包裝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굴은 低温 또는 氷藏의 生굴과 冷凍굴이 따로 流通 

되는데 內需用은 主로 前者이고 輸出用은 거 의 後者이 

다. 包裝의 設計要件 가운데 우리 나라 現况에서는 經 

濟性이 큰 比重을 차지하므로 包裝費節減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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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二料:,

플라스틱 包裝材

—APF 巡回 세미나 講義槪要一

Chris Y. Lin
朱 洪 吉譯

센터 振興課長

지 난 3月 13 • 14 日 이 틀 간에 걸쳐 APFCAsia Packaging Feder
ation） 巡回세미나가 있었다. 講師는 中國의 USI極東有限公社 技術 

鼠社長인 Mr. Lin. 그의 卓越한 識見과 親切한 講義指導는 세미나 

송席者들에게 퍽 人氣가 있었고 反應이 아주 좋았다.

당시의 講義內容과 引用한 諸元表 등을 油印物化하지 못하였으므로 

通譯올 맡았던 譯者가 여기에 더 蝠넓게 紹介해 볼가 한다• （譯者註）

1•序 論

오늘날 우리 包裝業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Plastic 包裝材에 깊은 關心을 갖게 되는 것 

일까? 그것은 推計上으로 볼 때 1980年代에 가 

서 는 價格上으로 Plastic 生產物이 金屬製品을 

凌駕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現在의 金屬製品이 

Plastic 製品으로 代替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Plastic 生產物 중에서 30〜40%는 包裝材로 

使用될 것이며, 특허 高壓 PE의 경우는 70〜80 
% 以上이 包裝材로 使用하게 될 것이다. 현재 

까지 包裝產業의 연간 伸張率은 2〜3%로 記錄 

되고 있으나 Plastic 包裝材의 伸張率 만은 11% 
라는 高率을 示顯하였다. 1970年度의 日本包裝 

大賞 수상작 3個 全部가 Plastic 包装製品이 었 

다. 이것은 Plastic 材科가 얼마나 包装材로서 

有用한가 하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며, 經濟性, 

輕量品, 採色性 및 좋은 適性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이 長點이 다. 二次大戰 이후 石油化學工業이 

발달함에 따라 Plastic 材도 점차 價格이 떨어졌 

다. 예 를 들면 1950年에 高壓 PE가 파운드 當 

30센트 하던 것이 지금은 파운드 當 10센트로 賣 

買되고 있다. 가격면에서 뿐만 아니라 Plastic은 

加工이 容易하고 包裝에 특별히 有用하게 利用 

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包裝材料를 選擇하는 데 있어 서 價 

格面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으나 Plastic材는 다 

른 紙類나 木製品 .또는 金屬製品 보다 가볍고 

視覺的으로 効果가 좋다는 것, 그리고 印刷採色 

性이 좋아서 消費者들의 嗜好를 充足시켜 준다 

는 것 등이 長點이다.

Plastic材가 開發되기 시 작했을 때는 在來式 包 

裝材로서의 紙類, 木材, 織物 또는 金屬材에 代 

替시켜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Plastic 
材에서 在來에는 包裝材에서는 볼 수 없었던 特 

性을 發見하였다.

즉, 高壓 P E 필름이 空氣의 透過性이 좋아 

靑果物의 呼吸을 保障하고, 熟實올 保障해 주므 

로써 貯藏管理에 有用하게 適用되었다는 一例를 

들 수 있다. 靑果物은 熟實過程에서 充分한 酸 

素를 供給받아야 하며 酸素가 부족하면 呼吸이 

緩慢하고, 酸素가 전연 없으면 貯藏한 果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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熟實하지 못하고 食用에 不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靑果物의 新鮮度를 維持하기 위한 

包裝材로서의 PE필름의 두께는 適合한 것 

을 選擇할 줄 알아야 한다. 理論的인 根據와 實 

驗結果에 따르면 綠色의 未熟 바나나의 包裝用 

필름은 다음과 같은 貯藏期間을 지탱할 수 있다 

는 것을 實證하였다.

필름의 두께 貯藏期間

0. 025mm 10 日
0. 05mm 25 日
0. 075mm 35 日
0.10mm 窒息시킴

0. 05mm 필름이 經濟的인 面에 서 나 効用面에 

서 가장 알맞는 두께 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Plastic이 包裝產業에 얼마나 貢獻이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었으므로 여러 種類의 識 

別方法과 特性, 그리고 그나름대로의 包裝材로 

서 適用方法 등등을 硏究하기로 하자.

2. 各種 包裝에 適用되는 Plastic材

(1) 백 또는 케이스 : 一般的으로 PE필름은 包 

裝의 重量, 要求되는 機械的强度 딫 相異한 材 

料의 三要素에 따라 分類해 볼 수 있다. 우선 輕 

包裝에 屬하는 것으로서는 1kg 以下의 輕量物 

에 쓰이며, 機械的强度 보다는 防濕, 防塞에 重 

點을 두고 視覺的効果를 위해 主로 衣類包裝에 

쓰인다. 다음에 中包裝은 1〜 10kg의 重量物로서 

適當한 强度와 視覺的効用을 나타내고 主로 食 

料品에 많이 利用되며, 슈우퍼 마아캣의 陳列品 

은 大槪 이 範疇에 속한다. 重包裝은 10〜50kg 
의 重量物로서 視覺的効用度보다 强度維持가 重 

要視되며, 主로 肥料, 飼料, 또는 化學製品에 

많이 適用된다.

近來에 와서 自然펄프의 價格騰貴現像 때문에 

쇼핑 백도 Plastic필름으로 代替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紙袋보다 强하고 防濕効果와 視覺的効果 

가 더 있으면서 廉價이기 때문이다. 先進國에서 

는 家庭用 쓰레 기 袋로 쓰이 는 P E 필름의 需要가 

急速度로 늘고 있다. 19기年度에 美國에서 아 

目的에 使用된 高壓PE樹脂는 2億 LBS였으며 

1975年度에는 5億LBS로 增加될 것으로 推計된 

다.

低壓 PE와 PP 糸로 짠 織造袋가 在來의 麻 

袋와 代替되고 있다. 이것은 効用面 뿐만 아니 

라 價格面에서도 麻袋의 近半額 밖엔 안 된다는 

데 原因이 있다. 日本에서 開發되어 中國이나 

다른 亞細亞國家에서 많이 利用되고 있으며, 糧 

穀이 나 非濕性肥料 등에 適合하다.

冷凍物包裝에 있어 물품에 따라 PS Tray나 

單葉 Plastic 필름이 利用된다. 예 를 들면 食肉의 

包装에 있어 食肉은 맨처음 褐色이 던 것이 表面 

의 酸化펴像에 따라 연한 赤色으로 變色하고 다 

시 灰色으로 變化한다. 가장 理想的인 것은 適 

當한 酸素의 供給으로 연한 赤色을 維持하는 것 

인데, 普通의 PE 필름은 空氣의 透過性이 不充 

分하여 適合하지 않고,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필름이 適合하다. 만약 包裝없이 冷凍한다면 表 

面이 自由로이 酸化되어 곧 灰色으로 變色할 것 

이 다.

精密機器包裝에서 緩衝材로서 發泡 PS케이 

스가 많이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 發泡 PS 
의 嚴棄物은 處理上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태울 때에도 有毒 가스가 發生하고 땅속에 묻는 

다 하여 도 實際的으로는 困難한 問題로 남게 된 

다.

C2) 병類 : 병類도 亦是 內容物, 要求되 는 强 

度 및 樹脂의 選擇등의 세 가지 要素에 따라 區 

分된다. 中型瓶은 P E 또는 PVC의 부로우몰 

딩으로 成型하여 液體, 特히 淸凉飮料容器로 使 

用해 왔으며 , 藥瓶으로도 利用되고 있다. 最近에 

는 在來의 金屬罐에어로졸에 代替하여 아세트樹 

脂로 加工된 것이 利用되게 되 었다. 中型容器로 

서는 1〜5갤론 들이로 低壓PE樹脂를 使用한 

엔진油 등의 容器로도 많이 利用되고 있다. 大 

型容器로는 50갤론 들이 低壓P E成型容器로서 

超高分子低壓 P E는 充分한 機械的强度를 維持 

한다. 化粧品容器로서 사란(Saran) (PVDC)의 

튜브型容器가 많이 利用되고 있으며, 이것은 空 

氣의 透過性이 거의 없고 視覺的効果에도 좋다 

그러 나, 보다 더 廉價인 高壓P E가 PVDC에 代 

替되고 있긴 하지만 化粧品의 香氣防散을 防止 

하기 위하여 內外面에 코오팅을 해야 한다. 獨 

逸에서 開發한 低壓 PE射出成型物인 麥酒瓶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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搬箱子는 約 10년 전에 實用化되었고, 8년간의 

壽命을 가진다. 在來의 木箱子에 比해서 强度面 

이나, 視覺的인 面, 經濟的인 面 등에서 훨씬 

有利한 點을 가지고 있다.

(3) 特殊包装 : 收縮包裝(Shrink package)은 

小規模包裝物에서 大型파레트包裝에 이르기까지 

適用되며, 內容物의 防濕, 防塵에 特히 効果的 

이 고 包裝費도 減少시킨다• P P，P VC 및 高 

壓PE 등이 有用하다. P VC 쉬 트를 利用해서 

단단한 包裝을 하는 블리스터 包裝方法도 있으며 

鋼心골板紙, P E 골板紙, 래 미 네 이 트 등의 複合 

材料를 使用한 包裝方法 등이 있으나 뒤에서 詳 

細히 다루기 로 한다.

(4) 包装用 補助材料 : 緩衝材로서 먼저 Plastic 
發泡體를 들 수 있는데, PS, PE, PVC 등올 

使用하는 블럭 型, 複雜性型，시 이트型으로 成 

型한 것이 屢으며, 다음 에어 캡 (Air Cap)은 

2枚의 P E 필름 接着中間에 있는 多穴成型空間 

에 空氣를 充塡한 것으로서 PE 필름의 透氣를 

防止하기 위해 사란(Saran)코오팅을 해야 한다.

PS, 低壓PE, 및 PP 등의 시 이트로 合紙한

Plastic 골板紙는 단단하고 가벼 우며 耐水効果가 

있어 有用하게 使用되고 있으나, 先進國에서는 

發棄物 處理問題에 부电치고 있다•

低壓PE, PP 등으로 만든 밴드와 테이프는 

在來의 것과 比較하여 强하고, 輕适이며，廉價 

라는 長點이 있다.

Plastic 펄프로 된 종이는 印刷効果가 좋아서 

아트紙로서 有用하게 使用 될 수 있으나 現在로 

서 는 製造單價가 天然펄프紙보다 高價이 기 때 문 

에 빛을 못보고 있지만, 1975년 쯤에 가서는 天 

然펄프紙價가 相對的으로 騰貴하므로 價格面에 

서 맞먹게 되어 더욱 많이 利用될 것으로 본다•

3. 材料의 識別法

(1) 包裝用필름의 識別方法을 記述한 第1表는 

Modern Packaging Encyclopedia 1967 에 서 引 

用한 것이다.

(2) Plastic 材料의 包裝用, 非包裝用을 莫論 

하고 全般的인 識別方法을 記述한 第23表는 Ca
nadian Plastic Magaging에서 引用한 것이다.

《彷1表〉 Plastic 필름의 識別方法

熔解試驗一불타다 
춰진 성 냥疝 비 를 
댄昂

引張試驗一필름 : 
兩쪽을 잡고 잡아 
당김

滴水試驗一필름위 

에 물을 떨어뜨림

色採試驗1
필 름 名 稱 外觀 및 物理的特性

불타다 꺼 진 성 냥 

개 비 끝으로 필름 

을 찔러도 쉽사리 

熔解되지 않음.

검은 그을음 發生

찢어짐, 고무같지 

는 않으나 若干 늘 

어남

물이 퍼 짇

필름올 연하게 해

1
防混이 안 듸는

Cellophane
Cellophane은 반짝거 

림, 부드러움, 빳빳하 

고 쉽게 찢어짐, 종이 

처럼 불탐, 나무타는 

냄 새남, 코오팅 한 

Cellophane은 입 술에 

:

Diphenyl- 
Benzidine올 넣으 

면 靑色反應

Nitrocellulose 
코오팅 한

Cellophane

물이 퍼지지 않옴 

물방울이 튀김 

물을 흡수하지 않 

으

Pyridine 및 알쾨 

홀 分解된 水酸化 
칼슘을 넣으면 黑 
褐色反應

Saran 코오팅한

Cellophane

Pyridine 및 알코 
홀 分解된 水酸化 
칼슘을 넣으면 黄 
褐色反應

Vinyl 코오팅한

Cellophane

고무처럼 늘어남

' PE 코오팅한

Cellopha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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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延伸熔 解 性 필름

熔解試驗一불타다 

꺼진 성냥개비를 

댄다

收縮試驗一성냥불 

곁에 1吋程度 接 

近시켜 본다.

然燒試驗一성냥불에 필름| 

끝 部分올 대 본다

필름 名稱 1

外觀 및 物理的 特性

불타다 꺼진 성 

냥개 비 끝으로 

필름을 찌르면 

쉽사리 녹아서 

구멍이 뚫린다. 

용해 部分에 검 

은 그을음이 생 

기지 않음.

심하게 收縮되고 

깊은 주름살이 

진다.

自然燃消

코를 찌르는 냄새 남.

Polyvinylidene

Chloride(Saran)

Saran은 맑게 반짝거림, 

녹실녹실하며 잘 달라붙 

음, 잘 찢어지지 않음.

그을음 내며 燃燒. 液體체 

럼 용해, 금잔花 같은 베 

새로 매운 냄새 남.

Polystyrene
Polystyrene은 맑고 반짝 

거 림, 相對的으로 빳빳함, 

金屬性 소리 남.

용해됨, 왁스처럼 녹아 떨 

어짐, 양초 타는 냄새 남.

Oriented

Polypropylene

맑으며 잘 찢어지지 않음, 

।약간 빳빳함.

검은 연기 남, 燃料油 타 

는 냄새 남.

Oriented

Polypropylene

맑으며 잘 찢어지지 않음, 
약간 빳빳함, 주름진 필름 
잔 금이 나타난 것은 코팅 

한 것임.

끝部分 그을음을 내며 쎄 
澆, 自然•然消 검은 연기왜 

코를 찌르는 鹽化水素 냄 
새 남.

Oriented i맑으며 잘 찢어지지 않음,

Polyvinyl Chloride］약간 빳빳함.

火焰에 接近시켰 

을 때 若干의 收 

縮이 생긴다.

끝部分이 방울 튀기며 체 

천이 燃澆함, 식초산 냄쎄 

나고 종이처럼 燃燒함.

Cellulose Acetate
Cellulose Acetate는 반짝 

거리며 부드럽다. 빳빳하 

고 잘 찢어짐.

천천이 탄다. 쉽사리 뷔 

붙지 않으나 끝部分에 그 

을음 없이 收縮된다.

Polyester
'Polyester는 透明하고 부 

'드럽 다. 아삭아삭하며 잘 

찢어지지 않음.

끝部分이 靑色火焰發生함 
自然燃消, 頭髮 타는 냄 쎄 

남.

Nylon

|잘 찢어지지 않음, 透明하 

며, 一般的으로 빳빳하고 
|소리 남.

延 伸 필 름

色採試驗一구겨진 

필름을 Ball에 넣 

고 色觀察,

熔解試驗一필름올 

가는 양초의 불끝 

에 댄다.

燃燒試驗一필름 끝에 성 냥 

불을 댄다.
필 름 名 稱 外觀 및 物理的 特性

맑고 透明 필름 

의 Ball에서 白 

色 또는 銀色으 

로 보임

왁스 녹아 떨어 지 
는 것과 같이 불 
타며 녹아 떨어진 

다.

천천이 타며 양초 왁스 타 

는 냄새 남.
Polyethylene

Polyethylene은 흐리고 반 

짝거리며, 쉽게 伸張되나 

잘 찢어지지 않음.

若干 녹아 떨어짐

검은 연기를 내며 천천이 

탄다.

然料油 타는 냄새 난다.

Polypropylene
Polyethylene과 비 숫하나 

透明경향이 있고, 질기고 

빳빳하다.

녹아 떨어지는 것 

이 없다.

검은 연기와 끝部分이 그 

을음, 自然燃消, 코를 찌 

르는 鹽化水素 냄새 남.

Polyvinyl
Chloride 

(Vinyl)

Vinyl은 맑고 부더 러 운 것 

에서 빳빳한 것까지 多彩 

롭고 질기다.

黃灰色 또는 綠 
色

녹아 떨어지지 않 
음, 식었을 때 끝 
이 끈적 끈적 하다

綠色火焰을 내며 C끝部分） 
천천이 탄다. 自然燃消 고 
무나 HCI 타는 냄새 남.

I Rubber
Hydrochloride 

(Plio Film)

Plio Film은 바■고 부드러 
운것에서 빳빳한 것까지 
多彩롭고 고무같고 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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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omer 의
V第2表〉

番號 名 稱 分類 略稱 密
度| 發火性 自然燃消 火 焰 의 性 質

1 1.43 普 通 否 純靑色, 그을음 없음. 
靑色 끝 部分 黃色 
若干 연기 남2 Acrylic PAA 1.19 容 易 否

3 Acrylonitrile- T p ABS 1.02—1.06 普 通 否 黃色, 연기 남
Butadi eno-Styrene

否
4 Alkyd TS (電$罠成旦마肯）

1.27
거 肯

黃色, 연기 낙, 불꽃 튀김

Amide Nylon 1.04—1.15 靑色 끝 部分 黃色

Carbonate 1.20 簧色, 연가 남

8 Cellulose Acetate TP CA 1.23—1.34 (Triacetate 肯) 黃色, 若于 검은 연기 남

9 Cellulose Acetate-
Butyrate
Cellulose Nitrate

TP CAB 1.15—1.22 진한 黃色끝부분 靑色 若干 연기 남

10 Tp CN 極허 容易 밝은 黃色

11 Chlorinate Polyether 
(Oxetane)
Epoxy

TP 1.4 밝은 黃色으로 芯은 綠色

12 1.11—1.4 黃色, 연거 남

13 Ester 1.1 —1.4 黃色, 濃密한 연기

14 Ethyl Cellulose EC 1.09—1.12 黃色, 끝 部分은 靑色

15 Ethylene PE V 0.912—0.965 靑色, 끝 部分은 黃色

16 Ethylene XLPE 0.92—1.20 靑色 뿐임
17 Ethylene Ethyl Acrylate EFA 0.93

普 通 否 黃色 若于 연기 남18 Ethylene Terephthalate PET 1.4
19 Ethylene-Vinyl Acetate EVA 0.929—0.95

Fluorocarbons
困 肯20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TP FEP 2.14—2.17 難

21 Monochloro-Trifluoroe
Thlene

Tp c유心 2.1 黃色과 綠色

22 Tetrafluoro-Ethylene TEB 2.13—2.20 無火焰
23 Imide PI

MF
1.42 黃色, 연기 없음

24 Melamine 1.48 黃色
25 Methyl Methacrylate PMMA 1.19 靑色, 끝 部分 黃色 若干 그을음
26 4 Hethylpentene — 1 TPX 0. 83 靑色, 끝 部分 黃色

27 Phenolic TS PF Kes. 1. 15—1.25
Comp 1.32-2. 08 거 肯 黃色, 黑色 연기

28 Phenoxy TP 1.18
1.32 黃色, 그을음

29 Phenylene Oxide PPO 1.06
靑色, 끝 部分 黃色30 Propylene PP > 0.90

31 Silicone Res. 1. 15—1.18 火焰없이 白色 연기
32 Styrene PS v 1.04 黃色, 濃密한 검은 연기
33 Styrene Acrylonitrile SAN 1.08 黃色, 그율음

34 Styrene Butadiene TP 액 체 0.92 
고처j 1.02 黃色, 그을음

35 Sulfide TP 1.25 黃色, 若干 연기 남
36 Urea TS UF 1.5 黃色, 綠靑色 끝 部分
37 Urethane TS 1.1 —1.3 거 否 黃色, 연% 남

38 Vinyl chloride 
(Unpiasticised) TP PVC” 1. 35—1.4 黃色

39 (Piasticised) TP PVC 1.3 —1.4 普 通 《핌 름 否）
黃色, 연기 남

40 Vinyl Dichloride PVDC 極허困難 黃色, 若干 연기 남
41 Vinyl Fluoride PVF 1. 38—1. 53 困 Sheet 肯 黃色, 연기 없음
42 Vinylidine Chloride 1.68—1.75 極허困難 黃綠色
43 Vinylidine Fluoride 1.74—1.78 極히困難

44 Acrylate ACM Gum. 1.09
Comp 1. 25—1. 45

45 Acrylonitrile Butadiene NBR Gum. 1.05
Comp 1.15—1.35 容 易 否

46 Butyl HR G 니 m. 
Comp

0. 92
1.12—1. 24 容 易 黃色, 實際的으로 연기 없음

47 Chlorosulf onated 
Polyethylene

CSPE 
CSM Comp..1.4—1.7 普 通 처 허

끝 部分 진한 黃色, 靑色 心部

48 Chloroprene CR Gum. 1.23
Comp 1.34—1.55 普 通 진한 黃色

49 Ethylene Propylene
EPR 
EPT 
EPM

Gum 0. 85—0. 87
Comp 1. 09—1.37 容 易 否 끝 部分 黃色, 心部靑色 연기 없음

50 Propylene Oxide POR Gum. 1.02 靑色, 若干 黄色, 금이 감 
黃色, 白色 연기51 Silicone SI, PSI

Gum.
Comp

1.07—1.50 거 肯

52 Styrene Butadiene SBR 0.94
1.15—1.35 黃色, 연기 남

53 Sulfide 액채 1.27 靑色, 연기 없음

54 Urettane Polyester 1.04—1.15 黃色, 연기 남
Polyether 靑黃色, 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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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 別 表1966

燃 燒 時 의 냄 새 資 料 의 狀 態 備 考

냄새

냄새

역한 냄새

냄새

식초 같은 냄새

毛髮 타는 냄새

버터 냄새

냄새

防腐劑 냄새

타는 좋은 냄새, 明快함
Styrene 냄새 
注 냄새

같은 냄새

냄새 알기 어 려운 냄새

같은 코를 찌르는 냄새

냄새曹彎he의 역한 냄새

냄새
딘 왁스 같은 냄새, 不明確

防腐劑 냄새

긴왁스 같은 냄새 
코를 찌 름 
꽃 냄새
me의 弱한 냄새

Styrene

남
약한 냄새

코를 찌름

코를 찌롬

대단함

냄새

역함

않으며 不明確함

타는 냄새 남
같지 않음

같음

남

熔解되며 검게 됨

熔解되고 거품일다. 若干 그을음

부드러움, 거품 일고 검게 됨

變色되고 그을으며 금이 간다 

연소 부분이 褐色이고 거품 일다 
熔解되고 거품 일다 
부드러워지고 거품 일다

熔解되 어 덜어진다 

熔解되어 떨어진다 

요란하게 燃燒됨 

熔解되며 검게 됨 

부드러 워 지 고 검 게 됨
검게 됨
녹아서 멀어짐 
녹아서 떨어짐

녹고 검게 됨 不透明

熔解되고 그을음

透明하게 되고 제리 같음
그을으二 금이 감
變色되고 그을으며 금이 간다 
녹으며 거픔 일다
熔解됨

그을으고 금이 감

거품이 일고 검게 됨

熔解 됙
검게 됙

W 을胃서G 囁 일며 검어짇

녹으며 거품 일다

부드러됙지고 검은 조각을 형성 
부풀고 變色되고 금이 간다

부드러워지며 검게 됨

녹아 멀어짐

거을음
褐色으로 熔解됨 
熔解됨

그을으고 百色으로 變함

그을음

그을음

부드러워지며 거품 일다

그을으고 금이 감 
白色재（灰）가 남는다

녹는다. 검게 그을은다

一般인 솔렌트로서도 녹지 않음

Ethylene Dichloride로서 녹음

—般的인 솔벤트로서 도 녹지 않음

—般的인 솔벤트로서 도 녹지 않음
—般的& 솔벤트로서 녹지 않으나 Phenol속에 서
Ethylene Chloride로서 는 녹음 는 녹음

Toluene으로 안 녹고 Acetone으로 녹음

위 Acetate와 같음

위 Acetate와 같음

一般的인 솔벤트로서도 늑지 않음

一般的인 솔벤트로서도 녹지 않음

Toluene, Acetone으로 녹음
물에 뜨며 一般的인 솥빈트에는 녹지 않음
200。C에서 꼭 고무같음

一般的안 솔벤트로서도 녹지 않음

모든 솔벤트에서도 녹지 않음

모든 솔벤트에서도 녹지 않음

모든 솔벤트에서도 녹지 않음 
—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一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Ethylene Bichloride에서 녹음 
第1가벼운 樹脂

一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大部分의 솔벤트에서 녹음

一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늑지 않음 
—域的이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Toluol에서 녹음
一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一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Tetrahydrofuran에서 녹음

同 上

—般的인 솔벤트에서는 녹지 않음 
모든 솔벤트에서도 녹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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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表〉 Canadian Plastics 識別表

派 白色도 有色에 包含됨 . 透明 또는 不透明 

은 두께 에 따름. Polyurethene Rubbur가 

TS에 屬하나 熔解됨.

火 焰 속 에 서

부드러워짐, 녹아 떨어짐 그올오目 금이 가고 變色, 부드러워 지지 않움

꺼지다

熟硬化性(TP)

火焰에서 옮기다

自然燃消

不透明 透明

無色
I

有色

6 6 21

계속燃燒

自然燃消

221

8

彈力性

47

7 7 38 3 8 48

11 20 39 14 9 25 51

21 21 15 10 26 54

22 35 17 15 28

23 38 19 18 32

28 39 26 25 33

29 41 30 26

38 42 32 28

39 43 34 30

40 32

42 33

43

火焰發生

16

44

45

46

49

50

52

53

54

熱可塑性CTS)

自然燃消

4

24

27

31

36

硬化

火焰發生

不透明

4

12

13

37

透明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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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登錄者 名單

상공부 고시 제 5403 호

접 수기 간 : 1970. 8.15〜 1970.10.15
심 사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 명의로 된 

등록증 교부

등록자수 : 상업 부문 106명
공업부문 36명
공예부문 91명 계 233명

派 금년도분은 1972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공부에서 최종 심의 중. 다음 호에 게재함.

商 業 디 자 이 너

姓名 性別 生年月日 最終出身學校名 職 場 名

崔永基 男 1924. 9. 4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同德女大講師93-9901〜5
權福珠 女 1945. 9.10 漢陽大師大應美科助敎54-3111〜25
廉仁澤 男 1935.11. 6 〃 〃

柳濟國 〃 1938. 3.16 // 〃 漢陽大應美科講師54-3111〜25
安政彥 1942. 2. 6 〃 〃 크리애 드 26-6100
愼鐺泰 〃 1940.10.29
申彥模 // 1942.11. 1 서라벌藝大工藝科卒業

（財）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업디 자인실 연구원 73-5375

羅在五 〃 1945. 1.27 弘益大工藝學部卒業 （株）한진상사 도안실 23-7123〜8
崔解卿 女 1946. 1.21 // 〃

崔貞子 1946.10. 3
高明淑 1947.11. 7 大邱曉星女大應美科卒

1949. 4.24 （財）한국디 자인포장센 터 
상업디 자인실 연구원 73-5375

鄭然鍾 男 1946. 5.19 弘益大工藝學部卒業
（株）코리아다아켓팅 제작부차장 

22-9595
金明浩 1936. 3.2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서울藝高美術科長 22-3306
朴美卿 女 1947. 5.11 梨大生美科卒業

權容泰 男 1945. 2. 3 弘益大工藝學部卒業

金光顯 1935. 9.30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漢陽大應美科助敎授52-4111〜5
梁浩一 1939. 7.20 〃 〃 서라벌藝大助敎授 94-0152〜6

孫東圭 1941. 5.21 中區明洞2街 53-17 손동규응용미 
술스튜디오

金永起 /7 1941. 1. 9 梨花女大講師

李相仁 女 1945. 7.26 弘益大工藝學部卒業 朝鮮맥주（株）宣傳課 24-1531 〜5
鄭時和 男 1942. 4.25 서울大敎育大學院卒業 淑明女大講師

朴在進 1940. 2. 3 弘益大工藝科卒業 크리애 드代表 26-6100
金曝壽 1936.11. 7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롯데제과（株） 디자인실 
62-5201〜9

金洪鍊 1935. 6.25 // 〃

黃信子 女 1945. 4. 4 弘益大圖案科卒業 롯데제과（株） 도안실 62-5201 〜9
朴勝詩 男 1939. 3. 5 弘益大圖案科卒業

（株）미도파百貨店 企劃室 
24-3281〜3

安榮勳 // 1933. 1. 3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住 所

城北區下月谷洞75-7
鍾路區東崇洞189-2 72-0916
22-9444 제1기획

麻浦區阿唄洞380-127

西大門區付岩洞323 74-6165
城北區彌阿8洞760-59
성 동구행 당2동317-（1041 호）

西大門區忠正路3街3-266

鍾路區明倫洞2街146
中區明洞1街60（太平빌딩

1204호）
西大門區南加佐洞161-47

C16-7） 33-8835 
// rr

東大門區普門洞2街149（7-2）
城東區華陽洞91 54-8297
永登浦區新南洞232-17

68-1900
中區明洞2街 53-13（명동장빌 
딩516호） 22-3460

鍾路區玉仁아파트 534호
城北區彌阿洞51-51
西大門區文化村아파트 10 동

110호 74-8311-C600） 
龍山區漢南洞山 15（13통3반） 

城北區長位2洞68-1005（8-4）
城北區水踰洞535-53

99-2151-（282）
城東區杏堂洞310-2
永登浦區上道洞134-910
東大門區典農洞543 96-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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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英子 麦- 1945. 4. 4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西大門區碌備洞131-14 
38-2785

尹正夫 1945. 1.29 弘益大應美科卒業 西大門區大棗洞91-46 
38-0021

李命球 /Z 1928.12. 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建國大工藝科長52-1187〜9 西大門區佛光洞259-20 
38-3729

李丙星 1942.10.20 弘益大工藝科卒業 KAL宣傳課 28-2221 西大門區北阿覘3洞1-830
吳世晋 1944. 3.18 〃 // /Z 〃

西大門區大新洞33-1 
32-5127

權寅洙 1939.11. 1 韓一銀行저 축부섭 외 과 24-3721〜9 城北區彌阿洞637-202
李文淑 女 1948. 2.16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영 도중학교교사 永登浦區上道洞356-193 

69-5761
朴泰夫 男 1941. 7.27 弘益大圖案科卒業 南榮나이 론（株）販促課長23-0211〜6 永登浦區여의아파트1동8충1
裴泳助 // 1940. 7.28 弘益大大學院修了 韓國화이 자（株）宣傳課長75-7841〜5 永登浦區禾谷洞362T.09 

62-3901〜3 （교）12
尹炳奎 1937. 9. 9 弘益大圖案科卒業 （株）柳韓洋行도안실계 장 69-0181〜8 永登浦區大方洞49-6
權明光 1942. 7.27 // 〃 韓一行銀저 축부섭 외과 24-3721〜9 城北區彌阿5洞637-206
朴善義 男 1936. 1.25 弘益大大學院卒業 弘益大學講師32-0151 永登浦區堂山洞6街216
柳在雨 1943.10.21 弘益大圖案科卒業 韓興銀行저축부섭외과 28-8696 東大門區祭基2洞205-17 

93-5325
1943.12.13 弘益大工藝科卒業 慶熙大講師96-0061〜5 麻浦區東橋洞16-11 32-0831

柳宇英 1943. 2.13 弘益大工藝科卒業 東亞製藥廣吿課主任93-1201〜7
鄭大吉 1942. 8.25 第一毛織（株）廣吿宣傳課28-5726 城東區上往十里洞10-9

1940. 2.12 〃圖案科卒業 駐然关或大使舘公報出版課（209號） 
72-2601 東大門區里門洞257-194

徐基春 1948. 1.10 南榮나이론（株） 62-0111〜5 永登浦區文來洞4街11-29
丁玉蘭 女• 1943. 4.20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慶南馬山市완월동249번지 

（심 재 덕 방）
金聖實 1946. 2.26 서라벌藝大工藝科卒業 체 신부우정 국우표도안실 75-7470 城北區東仙洞5街36

男 1941. 8. 6 弘益大工藝科卒業
韓國銀行 서무부 

22-9151〜9（구내 997） 西大門區홍제 동50-2
〃 1942. 1.21 〃圖案科卒業 弘益工專講師32-0151〜3 京畿仁川市富平洞715

朴景燮 〃 1937. 9.29
1943. 4.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서라벌藝大卒業

에이디意匠室代表 26-6042
（財）韓國디자인포장센터 73-5375
〜8 상업디자인실 연구원

麻浦區桃花1洞7, 마포아파트
8104 32-9951-（89）

東大門區淸凉2洞215
賣秉須 1938. 7.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韓國조폐공사 도안실 28-7266 城北區彌阿洞225-9

〃 1935. 6.12 弘益大圖案科卒業 唯信化學62-1081 永登浦區黑石洞16-17
李化洙 1925. 4.30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同德女大美術科長93-9901〜5 〃鷺梁津洞218-68 69-3319
朴正源 7/ 1943. 1.20 // // 韓國化成工業（株）宣傳課 

24-2281〜5
奉相均 // 1932. 9.10 城北鹿水踰洞184-6 

99-1131-(435)
金孝貞 女 1948.12.14 서울美大大學院在學中 韓國銀行 발권부 22-9151〜69 鍾路區新門路2街1-325

74-7117
金敎滿 男 1928. 9. 7 〃應美科卒業 서울美大敎授 72-1337 〃東崇洞50-53 72-6768
李仁子 女 1940.11.20 弘益大大學院卒業 東明女中敎師73-1191 永登沛區여의도시범아파트 

3棟32號
朴斗烈 男 1946.10.16 弘然大工藝科卒業 日東製藥（株）學術部93-0081〜5 城北區下月谷洞90-1668(7-

11) 93-3087
洪京姬 女 1948. 2.26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城東區新堂洞333-130 

53-0367
金連玉 1943. 3.13 弘益大圖案科卒業 무궁화油脂工業社 96-0056〜9 城東區金湖洞3街1405
丁奎哲 男 1945.12.11 〃 〃 정 희 섭사진연구소 54-2698 東大門區面牧洞428-22（10-5）
朴勝淳 1948. 2.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한국유리공업（株） 23-4141〜5 東大門區徵慶洞43-118
林義雄 〃 1943.10.19 弘益大圖案科卒業 國際藥品工業（株）28-3271〜7 麻浦區合井洞187

21461 Sloan drive Apt #
吳恩心 女 1946. 5.3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在美24-2121〜9 207 Harper Woods mich, 

48225. U.S.A
35 Eastern PKWY(Apt G)

金知澈 男 1944. 5.11 弘益大圖案科卒業 A-K AD Media, Inc. Brooklyn New York 
11238N.Y. U.S.A.

朴鳳仙 女 1944.10.24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株）三養社23-0411 中區明洞 1 街 105, 유니온오 
피스內 28-8912

梁承椿 男 1940.12.25 " 〃 서울大美大講師 72-1337 城北區東小門洞7街103 
93-3889

高文子 女 1943. 3.17 〃繪書科卒業 （株）大邱百貨店企劃室3-4041〜5 大邱市南區大鳳洞2區 
557-15 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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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貞淑 女 1946. 1.20 曉星女大生美科卒業 하양무학중학교교사 大邱市東仁洞1街190-4
金顯珞 男 1934. 7.12 서울大美大應美科 全州敎育大學助敎授 전주 4811-13 全州市東西學洞123T3
韓弘澤 1917. 5.22 日本帝國美術大學院修 

了 產業美術家協會會長74-1619 麻浦區東橋洞16-11 32-0831
李範益 1940. 5. 6 東都工高土木科卒業 柳柳產業（株）廣吿課24-3211〜5 永登浦區始興2洞山91（21-4）

朴相潤 1943. 6.25 弘益大工藝學部卒業 東信化學營業部62-3841〜9 永登浦虛禾谷洞143-33
趙聖烈 ft 1936. 3.25 弘益大建築美術科卒業 （株）新世界百貨店23-2180〜9 龍山區東氷庫洞40-8 

42-5665
李東杓 // 1932. 8.28 朝鮮大學〃 3年修了 湖南肥料公報課

宋滿祚 1938. 2. 8 서울大美大繪書科卒業
韓國빠이 롯트만년필（株）선전부次 
長 74-6691 西大門區橋北洞11-1

朴鍾云 1938. 2.20 〃 〃中敎養成本卒業
全南每 日 新聞社디 자인연구소소장 
직무대리 ②4261〜7 光州市牛山洞540

曹圭直 // 1934.10.11 〃 〃繪畫科卒業 西大門區萬里洞2街12-56
金昌根 1925.12. 3 日本太平洋美術學校卒 

業
弘益大學院在學

김 창근디 자인연구소 75-3395 〃覘底洞 107-21 74-7846
白金男 1948. 4. 2 弘益工專講師32-0151〜3 麻浦區大興洞2-72 4層 

33-0956
楊光植 1947. 9. 8 弘益工專圖案科卒業 金剛製靴（株）73-8485 城北區樊洞526
金京伊 女 1942.12. 4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KONI 그래픽디자인연구소

2064 Barnett Way L. A. 
Calif 90032 U.S.A.

4565 Oakwood AVE L.A.
李幸順 1941. 9. 5 〃 // // Calif 9004 U.S.A.
申鉉章 男 1946. 9.16 〃 〃 Duke Novelty Corp. 57-10 Junction BIud.(APT

IE) Elmhurst N. Y. 113
37 U.S.A.

全台杓 1940. 8. 5 〃 〃 鍾路區新門路1街189
李璟洙 1929. 7. 3 서울美大中退 Free Lancing 龍山區元曉路2街76 43-0494
金孝 // 1939.12.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TRLAD, PHOTO, ENGRAVES 105 West lodge AVE. APT 

514A Toronto 3. Ont,
CANADA

李根培 1929. 8.20 弘益大繪畫科卒業 祥明女師大助敎授 城北區仁壽洞69（9-4）
崔海遠 1938. 9.19 서라벌藝大中退 中原商事（株）디 자인실장 24-1701〜2 京畿仁川市北區富平洞15-7 

（42 반：）
金永淑 女 1946. 2.25 弘益大工藝學部中退 어 린이 정 서 교육연구회 편집 부장 永登浦區上道洞134 12통14반
趙漢斌 男 1945. 9.28 京畿工專卒業

Bauhaus Design Center 33-246 
6, 23-5992 麻浦區孔德洞山6-22

朴泰圭 1939. 4.13 弘益大建築美術科卒業 東南電氣（株）宣傳課 東大門區踏十里2洞19-37
林淑姬 女 1940. 2. 5 서울大美大繪畫科卒業 성 림 산업 （주）디 자인고문 22-0512 鍾路區惠化洞173
朴在甲 1933. 9.17 서라벌藝大卒業 大韓電線（株）竇吿課長28-7445〜6 노량진동258-10호
車年修 1924.10. 1 弘益大中退

第一藥品工業（株）宣傳課長 
74-5181〜4 城北區貞陵1洞7-6

崔聖賢 1944.10. 3 京畿工專卒業 東洋강철공업（株） 62-1331〜4 永登浦區禾谷洞24-107
張潤浩 1943. 3.21 弘益大中退

해태제과공업 （주）廣吿係長 
62-3891〜9

辛貞淑 1937. 8.15 淑明女大家政科卒業 롯데物產（株）貿易部 24-1281〜3 龍山區孝昌洞6-12
丘梅花 1948. 1.30 弘益大工藝學部卒業

日本資生堂化粧品（株）東京都杉 
並區

〃 漢江路2街94 42-2507

金尙純 1938. 1.2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財）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업디 
자인실주임 연구원 73-5375〜8

西大門區葛幌洞23-27 
38-0823

1946.12.30 〃大學院卒業 城北區安岩洞1街49 92-3770
林利涉 男 1933. 1.20 〃 美大應美科卒業 EDC廣吿會社

3232 W.Wilson Ave., Ch
icago Ill. U.S.A.

Richard Arnesen design Asso 9141 N. Lawler Ave, Sk
李東燦 ciate okie, Ill.. 60076 U.S.A

工業 디자이너

姓名 性別 生年月日 最終出身學校名 職 場 名 住 所

李春熙 

郭元模 

崔大錫

男 1942. 2.11
1935. 7.11
1943. 2. 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 〃

弘益大工藝學部卒業

（財'）韓國디자인포장센터 공업디 
자인실주임 연구원 73-5375〜8
京畿工專副敎授33-0041〜4
弘益工專講師32-1088

西大門區弘恩1洞25-15（3-8）
〃 上岩洞山4

城北區新堂洞251-11 5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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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會權 男 1941. 4. 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Sheridan College School of 

design 강사
2339 Park Towers Ave, 

Apt G-4 Missisauga,
ONT CANADA.

李又性 1933.6 .24 京畿工專工藝科長33-0041〜4 西大門區忠正路3街356 
72-5893

東大門區典農洞206-142崔乘千 1934. 9.13 弘益大學院卒業

（財）한국디 자인포장센 터 공업 디 자 

인실장 73-5375〜8

李能宰 1939.10. 1 弘益大工藝科卒業
한국디 자인포장센 터 공업 디 자인실 

연구원 73-5375〜8
麻浦區龍.江洞114

姜知民 1946. 6.11 〃 〃 鍾路區淸進洞300 72-3746
朴大淳 1929. 6.1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漢陽大應美科長54-3111〜9 永登沛區黑石洞67-145 

33-0983
朴孝昌 1943.11.20 弘益大工藝科卒業 大韓電線（株） 城北區三仙洞4街272 73-5670
南哲均 1943. 3. 8 韓國商業銀行業務部24-2840〜59 麻浦區阿晚洞 10통3반287호
李順擔 1934. 5. 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梨花女大전임講師 西大門區延禧示範아파트335 

32-8840 （교）68
閔庚雨 〃 1947. 9.10 서울大美大學院在學 城東區九宜洞414-6 55-2344
高乙翰 1937. 8.14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財）한국디자인포장센터 城北區雙文洞315國民住宅49
石錦德 女 1947.11.29 〃 n Kum Duck Suck Cranbrook 

Academy of Art 500 Lone Pine 
Road Box 806 Bloomfield Hills
Mich 48013 U.S.A

中區筆洞2街128-1 29-4560

韓充熙 男 1946.10.11 弘益大圖案科卒業 （株）金星社工業의장課 5-0150〜5 仁川市南區崇義洞85-2
夫守彦 〃 1938.11.26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서울大美大講師 72-1337 鍾路區玉仁洞山3-926 

玉仁아파트926號
1940.12.24 〃 〃 梨花女大講師 西大門區橋北洞 11-1 한격 

부아파트306 74-9473
金正雄 1942. 4.27 弘益大工藝科卒業 釜山商工會議所釜山市中區大橋 

洞2街36 22-4136〜8
釜山市西區東大新洞3街77 

4-6790
崔仲鎔 1947. 8.13 樂喜化學（株）工業의 장실 5-0181 〜4 "中區光復洞1-6 22-4360
吳俊基 1935.10.22 釜山師大美術科卒業 〃 東來區복천427
徐正昊 // 1937. 4. 1 서울大美大給畫科卒業 〃 技術科3-1231〜4 釜山鎭區초읍동376-3
李健 1944. 9.22 弘益大工藝科卒業 德成化學工業（株）안양 2980 城東區堂皖洞339-32
金光夫 1943. 7.25 〃工藝科卒業 （株）金星社공업의장과 5-0151 〜5 釜山市釜山鎭里가야271
•専貴鉉 1942. 4.2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釜山女子實業專門學校講師3-5152 〃東萊區廣安洞654(12-10) 

7-0500
鄭晶姬 女 1930. 6.15 〃 〃 鍾路區東崇洞201-24 

74-8542
楊炳彥 // 1949.11.24 京畿工專卒業 東亞工藝社33-5092
尹粲容 〃 1945. 5.19 〃 （財）韓國디자인包裝센터 

73-5375〜8
城北區水踰洞115-17 

92-6385
也용학 1943. 9.23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Le Directeur de L*Eoole Art'etd 
Architecture

17 AV. Ferd-Buisson 
Paris 16e France

李進雨 // 1935. 4.10 釜山師大美術科卒業 樂喜化學（株） 釜山市釜山鎭區凡田洞74-21
劉茄鍾 1930. 1. 3 서울大美大應美科中退 방림방적（株）圖案室 62-0121 〜8 永登浦區文來洞2街33
朴根柱 1938. 3.20 釜山師大美術科卒業

樂喜化學（株）프라스틱 사업 부삼주
BD 24-1771 24-2951 城東區聖水洞2街221-15 

水原市梅山路3街32-7
洪承仁 // 1939. 7.16 서라벌藝大初大卒業 水原디자인硏究所 수원 4449
신혁 균 1938. 9.23 弘益大美術學部卒業 （株）金星社 공업의장실 5-0151 〜5 釜山市東萊區温泉洞927-5
이재한 〃 1939. 4.15 서울大美大卒業 〃 〃 明倫洞526-30
金福珠 女 1949. 3.23 啓明大應美科卒業

大邱市鳳德洞1019-106 
4-7744

工藝 디자이너

姓名 性別 生年月日 最終出身學校名 職 場 名 住 所

白貞愛 

金雅貞 

金東弘

女

力

1947. 2.11
1948. 9. 7
1942. 3.11

弘益大工藝學그二卒業

// Karea Garments LTD 
28-3753-2167

國製造形美術硏究所28-0941

永登浦區大方洞山58-20 
69-2736

鍾路區三淸洞35-158 72-0592
〃孝弟洞22-3 7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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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茂根 男 1941. 5. 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서울女大講師 城北區彌阿8洞839-474
金正熙 〃 1945, 7.13 弘益大工藝科卒業

（財）韓國디자인포장矶터 공업디자 
인실연구원 73-5375〜8

鍾路區玉仁洞아파트534號
權旭顯 1943.11.10 〃 永登浦區禾谷洞339-13

邊孝正 1922. 4. 2 泰川칠工藝學校卒業
（財）韓國디 자인包裝센 터 공업디 자 
인실연구원 73-5375-8 永登浦區大方洞223

朴炯哲 // 1941.11.25 弘益大工藝科卒業

李鍾秀 // 1935. 1.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大田實業初大助敎2-3583 大田市隹陽洞591 2-6911
金芝希 女 1939. 9.26 曉星女大講師4-7301〜4 大邱市南區鳳德洞2區1064-

102 4-6121
田瑛慈 〃 1936.12. 7 麻浦女中敎師33-1813 龍山區東氷庫洞68-6 43-4549
金景婉 1947. 1.15 서울女大工藝科卒業 大韓毛線（株）廣吿課28-7445〜6 城北區長位洞231-79
宋繁樹 男 1943. 1.10 弘益大工藝科卒業 京畿工專講師33-0044 麻浦區倉前洞1-4（3-14）
李信子 女 1931. 9. 3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德成女大應美科長72-4851〜5 西大門區碌潘洞118-13 

38-3949
崔菊江 〃 1944. 3.12 鍾路區通仁洞149-9 72-9893
宋康子 1941.12.20 弘益大工藝科卒業 中區獎忠洞2街193-H6
朴香淑 // 1941. 3.16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漢陽大 강사 麻浦區西橋洞410-1 32-2260
金健實 〃 1939. 4.18 永登浦區堂山洞國民住宅34 

號 62-4775
金琦連 1923. 3.10 西獨뮌헨大學院卒業 金工藝센터都羅藏代表

鍾路區寬勳洞196-9號 
74-4903

金德謙 男 1941. 2.1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淑明女大助敎授43-5161〜7 龍山區普光洞264-20 
43-3562

郭景子 女 1944. 1.24 弘益大工藝學部卒業 大東化學（株）52-213〜14 鍾路區淸進洞300
黃鍾九 男 1919. 6.16 日本세도요업學校卒業 梨大도예과助敎授 33-0151 龍山區厚岩洞276-1 42-3142
金奎植 1924. 3.27 서라벌藝大工藝科卒業 서라벌藥大講師 94-0152〜6 城北區敦岩洞512-74
韓明哲一 1944. 6.11 弘益大工藝科卒業 大同興業（株）企劃部長93-3154 城北區彌阿洞488-22 93-3154
洪恩子 女 1943. 4.10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大韓冷房機製造（株）22-5008〜9 
中區乙支路1街180
建國大講師52-2182〜5

鍾路區淸雲아파트 7 棟408號 
73-6448

金光洙 

成玉姬

男 

女

1944.12.31
1935. 4.10

弘益大工藝科卒業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麻浦區西橋洞358-19 32-2918 
西大門區大揖洞170-77

38-4437
李殷煥 男 1945. 8. 1 弘益大工藝科卒業 KOTRA 輸出情報센 터 72-5865 東大門區祭基3洞67-102
郭桂晶 女 1940. 4. 2 弘益大大學院卒業 弘大大學院講師32-0155

西大眄區延禧滴349T
33-005C-交 58

用 1944. 4.20 [•藝科. 興亞타이어（株） 26-5131〜5 中區筆洞2街3-6 서울BD〈시 
매 드〉

韓京子 ，欠 1940. 3.2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城北區水踰洞535-53 

99-2151-(282)
劉里知 1945. 8.17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城東區藥水洞366-4 52-5048
金室法 男 1935. 8.23 서라벌藝大工藝科 弘益工專助敎授32-0151〜3 麻浦區上水洞160-59
嚴靜和 /Z 1942. 5. 5 弘益大大學院卒業 弘益工專講師弘大助教32-0151〜3 麻浦區망원동21-22 33-2030
趙明子 女 1945. 9.24 弘益大工藝科卒業 同德女大助敎93-9901〜3 南大門區忠正路3街3-28 

73-7485
金聖愛 1946. 5.22 弘益大工藝科卒業 太平洋化學開發部69-7541〜4 城北區安岩洞5街86-153
李學順 1945.12. 2 弘益大工藝科卒業 同德女大助敎93-9901〜5 城北區鍾岩洞78-144
李景倫 1941. 6.21 서울大美大應美科 正金社（株）23-1297 西大門區付岩洞369-54
黃鍾札 1927.12. 9 梨大大學院卒業 梨大講師

西大門區應岩洞450-7 
38-0357

엄 광섭 男 1934. 4.15 서울大美大應美科 漢陽大助敎授54-3111〜9 麻浦區大興洞12-29 33-8913
鄭潭淳 〃 1934. 7. 2 弘益大工藝科卒業 弘益工專助敎授32-0151〜5 城北區東小門洞7街92 

94-0790
全英順 女 1946.10.26 弘益大大學院在學中 서라벌藝大助教 94-0152〜6 中區南倉洞190-3 23-4650
한정 항 男 1947.10. 2 서라벌藝大工藝科卒業 城北區安岩洞5街104-28
李淑子 女 1945. 2.26 弘益大工藝科卒業 城北區敦岩洞582-10
安正愛 1944. 1.30 弘益大工藝科卒業

西大門區北阿蛻洞1-272 
73-9866

曹日相 男 1946. 9.15 弘益大工藝科卒業 弘益工専講師32-0151〜3 釜山市東區水晶洞970
崔賢七 1939.12.16 弘益大工藝科大學院 

卒業
弘益工專助教授32-0151〜3 城北區水跪洞397-18 93-2087

金英福 女 1945. 9.15 서울女大工藝科卒業 城北區石串洞338-394
金泰順 1941. 9. 6 弘益大목칠科卒業 進明女高敎師73-0321 鍾路區창성동122-15 7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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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南美 女 1945.12.29 弘益大工藝科卒業 麻浦區西橋洞398-14 32-8216
李順石 男 1905. 1. 7 東京美術學校卒業 韓國디자인包裝센터顧門 龍山區東部이 촌동한강맨숀 

아파트 37 棟405號
全彩元 女 1945.12.19 弘益大工藝科卒業 鍾路區長沙洞226-6 74-1681
白泰元 男 1917. 9.28 朝鮮總督府中央試驗 

所4年修了
서라벌藝大工藝科長 城北區長位洞233-29 

93-6901-(150)
・ 유성오 1941.12. 2 弘益大工藝科卒業 永登浦工高敎師62-1422 西大門區창천동 18-5 

32-9116
徐吉龍 1944. 8.20 弘益大大學院在學中 麻浦區阿覘洞100T 74-4538
姜燦均 〃 1938. 6.20 서울大美大應美科 서울美大전임講師 72-1337 麻浦區老姑山洞31Toi 

32-2840
李昌浩 1926.10.21 靑陽郡화성普通學校 

卒業 대 천文化院長 대 천707 忠南保寧郡대천읍대천리
204-1 대천 139

李貞浩 女 1948. 1. 6 서울大美大應美科 西大門區창천洞 100-77 
32-6628

金銹建 男 1946. 1.22 弘益大工藝科卒業 永登浦區楊平洞4街280（8통 
5반X이창용房）

鄭吉杓 女 1936. 4. 1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首都女師大講師 中區仁覘洞2街215 26-4983
朴錫佑 男 1947. 3.29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永登浦區上道卜洞58-34 

69-4789
金秀峯 女 1948. 3. 5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城北區송천동 55(19-5) 

93-4733
鄭奘貞 1948.12.16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西大門區巡和洞1-89 

23-9958
金哲進 另 1945. 4.23 弘益大工藝科卒業 삼영 化學（株） 62-3801〜5 東大門區淸凉里2洞203-5 

96-8957
羅明姬 女 1947. 4.28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駐필립 핀 鍾路區勸農洞45
郭大雄 另

女

1941. 1.25 弘益大工藝科卒業

弘益大大學院在學中

弘大工藝學部講師32-0151〜5 西大門區北阿唄3洞1-13 
永登浦區永登浦洞620-4

崔甲禮 1946.12.16 75-4056C15)
金根培 男 1935.10.12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京畿工專工藝科副敎授33-0041〜44 永登浦區九老洞708-39
李揆明 1943. 7. 7 弘益大工藝科卒業 （株）新世界百貨店28-2109 麻浦區阿蛻1洞517（14-3）

女 1947.11.30 서울美大大學院在學中 城北區城北洞177-56 
93-6520

徐余喜 1947.12. 8 서울大美大大學院卒業 建大工藝科助敎 城北區安岩洞
92-9030 92-3327-C22) 

龍山區漢南洞746-6 54-5893金英姬 1947. 3. 5 서울美大大學院在學中
（財）韓國디 자인包裝센 터 공업디 자 

인실 연구원 73-5375〜8
韓吉弘 男 1944. 8.15 弘益大大學院在學中 麻浦區新水洞91-318 33-3721
金海瑛 女 1941. 1. 1 梨大生美科卒業 永登浦區奉天洞26-20（9-2）
洪承杓 男 1927. 1.19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全州教大教授 全州市서 학동7] T0
張潤宇 

南基淑

//

女

1937.12. 1
1947. 9.27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弘益大大學院在學中

誠信師大敎授94-0125〜8 城北矗下月谷洞71-29 
94-3892

城北區彌阿洞122 92-3291
崔文永 男 1940. 4.18 弘益大工藝科卒業 Electrhome LTD(CANADA) 

576-4740
75M ILFORD AVE API

#6 WATERLOO ONT
朴容信 女

CANADA 578-8335
1947.10.27 서울大美大 鍾語區蓮池洞269 72-6252

鄭成都 男 1941. 4.26 弘益大美術學部 中央文化정판사 26-0521 西大門區延禧洞380-39 
32-1119

西大門區응암동403-7崔燦政 1915. 6.20 高等科2年修了
林國티자인包褻센터 공업디자인실 

촉탁
梨大講師33-0151柳賢珠 女 1939.11. 2 梨大美大卒業 西大門區葛!蛻洞23372 

28-3345
李鐘三 男 1945. 3.19 京畿工專卒業 韓國葛布（株）38-8394 서 대 문구중산동 107-1
李光奎 1947. 7. 5 京畿工專卒業 新羅工藝社（明'洞2街95） 鍾路區樓上洞76
金永郁 1942.10.21 弘益大工藝科卒業 亞細亞自動車（株） 西大門區天然洞아파트 4棟

103號
龍山區公務員아파트39棟鄭仁玉 女 1949. 1.17 弘益大工藝科卒業

李香變 1948.11.11 弘益大工藝科卒業 405號 42-8658
洪正信 1949. 1. 7 弘益大工藝科卒業 龍山區西界洞100 23-4424
金善愛 1942. 1. 6 서울女大工藝科卒業 西大門區北加佐洞5-62
桂東勳 男 1940.11.17 서울大美大應美科卒業 성창企業（株） 53-3131-4 京畿道仁川市中區新生洞8 

2-3736
鍾路區蓮建洞83朴商雨 1945. 4. 2 弘益大工藝科卒業 韓國디자인包裝센터 공업디자인실 

연구원 73-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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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I1IIIIIIII川 당 센터에는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1刪|刪

당 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수출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 

하였읍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발간되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각 

종 단행본과 정기 비정기간행물 및 카탈로그 팜프렛을 비치하고 있 

으며,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해외의 샘플과 자료, 그리고 당 센터에 

서 개발한 각종 시작품도 비치되어 있읍니다. 이 자료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디자인 포장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나 상담에 응해 드리고 있으니 누구시든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옹

本誌에 실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디자 

인 ・ 포장에 관계되는 글이면 어떤 종류라도 좋읍 

니다. 그 밖에 意見, 質問, 要望, 生活雜記, 隨想 

漫評 무엇이든, 또 누구시든 제한이 없읍니다•

200자 원고지 30매 이내로, 주소, 이름, 나이, 

직업올 적으셔서 당 센터 전시과 편집담당자 앞으 

로 보내 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소정의 고 

료를 들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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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선터 三영공장에서 생산돈

굴 양식용 부자

輸出增大에의 寄訳를 위해 최 신 최고의 

性能을 갖춘 식영 공장의 기계 시설은 포 

장에 관한 문제는 叫짐없이 해 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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