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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우리나라의 輸出増大와 여러분의 急速한 

企業成長을 돕기 위하여, 輸出 및 内'需用 商品의 髙級化를 促成하 

는 國内 唯一한 公益機關입 니 다.
본 센터는 輸出業体에 대하여, 國際規格의 優秀한 輸出品用 包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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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門의 改善 向上은 물론, 各種 展示와 出版事業, 國隙交流 등 綜合的 

인 振典政策을 活發허 展囲함으로써, 國家経済 發展과 業界의 國際 

競争力 強化에 積極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선I터 本社 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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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紙의 対話

넓은 대지위로 엎질러진 싱그런 푸르름에

이제 우린

위대한 여름을 딛고 서 있나 보다。

잠시 나마

진회색의 무거운 소음일랑

산과 바다에 씻어 버리고 싶은계절。

6월의 내 음을 쫓아 .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진다。

Ar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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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type

崔乗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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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包装의 研究開発

理事長張盛煥

지난 6月 1 日부터 第 8回 商工美展과 73年 包装大展이 

開催되어 朴大統領閣下를 為始한 各界의 指導層과 市民 여러 

분이 参観을 하여 주시고 많은 督励를 하여 주신데 対하여 

感謝히 生覚하는 바입니다.

今年의 두 展示会는 商工部의 輸出増大를 為한 非常한 意 

慾과 経済産業界의 많은 支援, 그리고 作品 出品者와 展示者 

의 成熟한 作業과 努力 그리고 이 展示会를 成功裡에 이끌어 

가고져 努力한 執行部 및 審査委員들의「팀 워一크」가 오늘 

의 成果를 이루게 한 것으로 生覚하며 一面 1。0億弗 輸出을 

뚜렷한 目標로 삼고 前進하는 우리 経済의 発展相과 앞으로 

더욱 成長의 持続을 為한 努力과 研究開発의 所産이라고 보 

는 것입니다.

오늘의 輸出競争에 있어서는 各国의 消費者가 要求하는 商 

品, 消費者에게 満足感을 줄 수 있는 商品을 生産하여 잘 宣 

伝하고 販売한다는 것이 成功의 必須条件이 라고 할 때, 우리 

는 이러한 点에서 디자인包装의 技術을 充分히 発揮하므로 

써 그 目的과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世界的으로도 디자인과 包装은 이러한 方向과 方法으로 開 

発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第 8 回 世界 産業디자인 会議에서도 特別히 

選定된 題目 中에는「各国의 디자인 政策」「企業디자인 戦略」 

「디자인 振興과 啓蒙」等이 우리에게 많은「힌트」를 주고 있 

으며 우리도 世界的인 潮流와 水準에 따라서 前進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우리의 디자인 包装의 開発과 活用分野는 輸出産業 

을 為始하여 우리의 家庭과 国土의 環境디자인, 새마을 工場 

에 이르기까지 多岐多様 합니다. 広範囲한 分野에서 実用化 

와 많은 成果가 있을 것을 期待하며 読者의 끊임 없는 協調와 

成功을 비는 바입니다.



工
Product Design 의 Form

— 地域的 性格을 中心으로一

閔 哲 泓
서울美大 敎授

獨逸 Baraun의 Coffee Mill 獨逸 

의 堅實性이 나타나 있다.

・1 5・



Industrial Design 이 하나의 分野로 擡頭하게 

된 것은 今世紀 初의 일이다. 이는 需要의 急 

進的 增大에 서 오는 製品의 电 Z 化 現象의 必然 

旳 所產이 며 , 科學技術의 發達은 高度한 Indu- 
아rial Design의 協力을 必要•三 하게 듸 었다.

特히 科學技街은- 國際社會에 널리 普及되어 

地域이나 財家를 越越한 人毕*肓의 資「즈으르 

번져 나가게 되어, 어떤 類荒식 뉴 性格을 찾아 

내기란 힘들게 되었다 이것至 建築이나 共他 

分野에서 도 볼 수 잉는 일로서 , 우리 는 Inteni- 
ational Style이 란 斤語로 블러 오고 있디. 다- 

시 말하여 우리는 港芸裂品의 技衍的, 夕卜用的 

特質에 서 國家別 性桁이 나 溥宓生을 찾기린 

매우 힘들게 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特히 

Industrial Design 中데서 도 穫苴이 主된 要素 

를 차지 하는 Service用 機材나 資產財, 運送機 

械分野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科學的 配虑나 

性能爲主의 機材일 수특 甚히-다. （例, 钥* 

航空機, 重機, 工作機城 등）

그러 나 Consumer Product〔 ；巨費考 製品, 乘用 

者를 包含시 켜 ）의 경우에는 즌 适杷이 다른 것 

을 發見하게 듼다. Product 이 製品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일 수록 Ferm의 規覺. 感 

•覺的 差異를 나타내 고, 또한 Form 의 性格은 

地域的 國民住, 傳洗. Designer-： :国竺에 依해 

단리 나타니-게 되는 것음 알 수 있다.

本稿에서는 湛外 여러 나라 중에서 그 性格 

을 달리 하는 뎣 나라를 對象으르 蓮體的 Image 
로서의 Form을 比較하여 어떤 頭形을 찾는 실 

마리 로 삼아 보려한다.

本是 Product Design은- 科学:技◎•이 나, 產菓 

技術과 密接한 画數開孫에 있고, 項 茶은 그 나- 

라의 工業政策가 匕；音政気, 또는 企荣의 吸賁 

政策 등에 依해 그 方向이 設宅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외- 侨行하여 Design Policy가 楊 / 

士되 게 된다. Design Policy 三 進段:과 마찬가 

지로 物的, 人的資淙과 市場#:네 따라 그 性 

格을 左右하게 되二, 消費考듸 惓造에 佐허 

影響을 받는디-. .

製品의 性洛을 蕊刷한 送話7〉있 다. 欺不 두 

개를 鎔接하는데 口本사람은 兩覺을 一字트 

맞대고 떼우며, 美國사람은 匡端을 겹쳐놓고 

떠우고, 獨逸사람은 兩瑞을 고리르 만듣어 얽

伊太利의 조명기구

機能的 變化와 造形性의 追求가 눈에 띈다

• 1 6 •



f 어 놓고 銘接한다는 것 이 다. 이 逸話에 서 우리 

는 세 나라의 國民性의 한 側面과 産業構造나 

製造政策의 一面도 볼 수 있다할 것이며, 따 

라서 外形으로 나타나는 Design上의 差異點도 

發見하게 될 것이다. 則 日本 製品은 外見上 

미끈하지만 實은 弱하고, 美製는 模樣도 보면 

서 든든하게, 獨逸은 模樣보다는 實用性과 機 

能에 置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實際로 日 本製品이 世界市場을 席播하기 始 • 

作한 것은 最近의 일이 나, 品質보다도 Desi近1 
과 廉價政策으로 이룩하였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며, 美國은 市場의 廣大함과 販賣競 

爭으로 Model change를 빈번히 하며, Design 
에도 心血을 기울여 견고하고 安樂하며, 造形 

性에도 神經을 쓰고 있음을 본다. 反面에 獨 

逸은 Benz나 Volkswagen 에 서 보듯이 傳統的 

Style을 固守하며 長期에 걸쳐 획기적 Model 

change 는 안하는 方針이다. 電氣機器專門의

Braun은 慣例的인 因習을 부수고 새 로운 Design 
의 採用으로 成功을 거두었으나, 그들은 創造 

哲學을 말함에 있어 “時代와 스타일은 바뀌어 

도 우리들의 생각은 Braun의 스타일이 번번히 

變해 야 된 다고는 生覺치 않으며, 그런 뜻에 서 

Braun의 디자인에는 歷史가 없다고도 할것이 

다. 1960年의 디자인이 10年後인 지 금도健在 

하고, 디자인의 變更이 必要하다고 生覺하는 

것은 그 商品의 새로운 技術上의 變化나, 機 

能의 變化 또는 再開發의 必要가 생겼을 때에 

限한다”고 하였다. Braun의 경우에서 우리는 

獨逸 國民의 Design觀이 나 市場性의 一端을 엿 

볼 수 있으며 , 機能主義의 “Form follows fun- 

ction”을 信奉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家具의 名門인 Scandinavia 諸國은 傳統的인 

Organic한 造形美로 有名하나, 經濟性과 生産 

性이 라는 問題로 말미 암아 機程化 比率을

덴마아크의 의자一生産性과 機能的 배려가 눈에 띈다

• 1 7 •



높이지 않을 수 없어 緩何學的의 加味가 不可 

避한 實情이다. 이는 丁藝的 生産方式에서 産 

業化로의 轉換이라는 Style Product 의 宿命的 

인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Design Product가 갖는 意義가 經濟性이 나 生 

産性에 얽매이기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伊太利는 . 輕:I：業分野에 서 Industrial Design 
의 可能性과 向方에 對하여 特記할만한 成果 

를 보여 주고 있는 나라이 다. 美國의 I.D. Desi- 
gner들은 異!□ 同聲으로 伊太利 Product Design 
에 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特히 文房具, 家庭 

用汗器類에서 機能的이고도 造形感覺이 뛰어 

난 製品들을 Design하고 있으며, 近者에는 資 

産財에 屬하는 丁作機K類에서도 造形性의 追 

求를 엿보게 하는 製品이 많이 發表되고 있 

다. 一例로 世界的으로 有名한 Olivetti, Fiat 

Custom made 의 Sports-car 등 伊太利 國民의 

文化的 造形感覺의 遺産과 情諸的인 才質의 

所産인 것으로 간주된다.

英國의 Product Design은 總體的으로 보아 

傳統을 重視하는 나라답게 流行에 敏感하지 

않고, 獨逸과 類한 性格을 지니고 있으나 

Sharp한 感覺을 지니고 있어 獨逸의 重厚한 

느낌과는 差異를 나타낸다.

上記한 바와 같이 地域이 나 나라에 따라 樣 

相의 差異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은, 技術者와 

Designer•의 資質이나 感覺, 또는 國民性에만 

起因하는 것만은 아니며, 各 나라의 産業構造 

와 經濟的條件, 價値觀, 生活習性, 나아가서 

는 國方이 나 産業政策에 따라 性格을 달리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消費가 美德인 經 

濟構造下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Design Policy 
가 形成되겠으며 , 險約과 實用性을 표방하는 

곳에서는 流行이 나 Style은 三次 問題일 수도 

있다. 그러나 輸出對象品目에서는 需要國의 

t生格이 나 暗好에 附合되는 Design 이어 야 하는 

것은 明苦觀火한 것이 다.

現代와 같은 情報社會와 世界가 一日圈에 

屬하는 距離의 縮少에도 不拘하고 地域이나 

나라에 따라 性格을 달리할 수 있는 要素가 

있 다는 것 은 Industrial Designer 의 任務가 機 

W 製品의 外觀이나 다듬는. Stylist 의 役割만은 

아닌 것을 證明하는 것이라 하겠다.

生活의 科學化가 提唱되고, 現代社會에서 

科學과 機具들이 주는 惠澤과 便利性도 重要 

하지만, 人間의 機K예속이라는 副産物의 횡 

포를 더는 것은 科學者만의 일일 수 없고, 文 

明의 치J器와 情諸的 動物인 人間과의 틈 없는 

調和를 이룩하고 現代社會를 純化시키는 일에 

功獻하는 것 이 Industrial Designer에 게 부과된 

重責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Industrial Design分野에서 하나 

의 共通된 性格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産業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 이 分野인 만큼, 産業構造 

가 첫째 定立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伊行하 

여 産業人의 Design에 對한 認識도 高潮돼야 

할 것이며, 製品의 獨自的 開發이 先行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도 우리의 生活環境으로 보 

아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의 生 

活構造가 歌美와 같이 그 나라의 傳統이 發展 

한 것이 아니고, 在來的 環境과는 異質的인 生 

活習性이 複合的으로 共存하고 있어 消費者의' 

感情이 나 感覺에서 어떤 歸一點을 發見하기가 

現在로서 어려운問題로남게 된다. 거기에 多 

樣한 外來文化가 交父하여 더욱 定着하기가 

힘들다고도 할 것이다. .

그러 나 우리는 우리 나름의 固有한 文化遺産 

과 傳統이 있고, 이를 土臺로 새로운 潮流에 

融合되고 先進國의 隊列에 參與할 수 있는 바 

탕 構築에 이 바지해 야 될 것이 다.

더 욱이 80年代의 國民所得과 輸出目 標 達成 

을 위한 온 國民의 勢方이 傾注되고 있는 이 

때에 商品의 f家得率을 높일 수 있는 製品의 高 

級化와, 海外市場據大에 一翼을 擔當할 Desig- 
ner의 責任 또한 크다 할 것이고, Industrial 

Designer의 底邊據大와, 能方倍養에 精進하여 

우리 의 보람을 찾아야 할 것 이 다.

☆ ☆ ☆

☆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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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의苦紋榇②

떡 살무늬

申 榮 勳
文化財車門娄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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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의 살로 쓰이던 무늬 가 몇 가지나 되는지 

는 지금 갑자기 統計를 낼 수가 없다. 특히 

木製 떡살의 무늬는 대단히 자유스럽게 응용 

되어서 過眼자료 數千點이 거의 같은 것이 없 

을 정도이어서 얼마나 無窮한지 그 끝간데를 

알 수 없다. 이렇게 多樣하다는 점에서 木製 

떡살이 그 무늬를 공부하는 데는 아주 매력적 

이다. 더구나 木製의 떡살은 여러 개의 무늬 

가 組金되어 있어서 二 변화는—와죽-無雙하며 

개개의 무늬에 性格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 

緝合의 組織力에 언속되는 表現이 망라되어 

있다고 인식되므로 그만큼 무늬擅禹는 無需하 

며 그 선명 은 옛날 이 야기 만큼이 나 길고 길단」 

무늬의 績帚느 去現이라는 前提를 두고 시 

도 된다. 무늬에 처음부터 表現이 없다고 가 

면 전혀 讀書될 내용이 거기인 없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데 무늬에는 인간의 心件이 發矗•되 

어 있는 편이 훨씬 많으므르 무늬엔 內容이 

있다고 보면, 그 內容은 일정한 公式으로 크 

사되어 진다고 생 각해서 그 公式을 表現이라는 

用語로 表徴한다. 무늬 공부에서 去現이 란 弔 

語는 대단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

公式으로서의 袭現은 일정한 樣式을 수반한 

다. 表現은 시括듼 內容을 象徵한다. 그 내용 

이 정신적일 때는 幻想的으로, 그 내용이 구 

체적일 때는 象徵的으로 夫現되는데 그 耒뗘 

은 나타내어지는 것에 구애되지 않고 일반적 

으르 같은 形容으로 圖木된다. 이 圖示되는 

方式을 우리는 表現의 樣式이라고 부른디-. 가 

텽 어떤 垂直과 水干綠으로 播圖된 무늬가 한 

곳에 表現되 었다고 허•견 같으 무늬 가 木製 • 匕 

民:製 - 鐵製 • 匸占製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 

타난다. 각기의 지교에 따튼 制約으로 다소의 

芟換은 있을지라도 그 本,弋은 한가지로 形狀 

된다. 材料 뿐만 아니라 圖示되어지는 川具에 

도 구애듸 지 않七-다. 가령 덕 살의 무늬르 보 

이는 것이 기와에도. 膠具에도, 檄籠에드 A 

庆에 도, 孽角에 도, 武具에 도, 혹은 衣服에 시 

도, 食器에서도, 住宅에서도, 家具에서도, 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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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에서도, 農具에서도, 裝飾用具에서도 발견 

된다. 이런 表現 樣式의 일반성은 한지역, 한 

時點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 古代로부 

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時間에 一慣되 

어 있다J

한 여禱 ©형 무늬로 든다면, 이것은 先史 

時代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東西 各地域 

의 모든 민족의 器物에 표현되어져 있다. 原 

始人도, 現代人도, 歐洲에서도, 美邓이서도, 

東洋에서도 이 런 무늬를 표현하였디-. 그것은 

人種에도 관계 없고, 吉語에도 상관 없고, 宗 

敎에도 관계 없고, 人文에도 상관 없이 공통 

으로 쓰이고 있디-.

.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뎐 누〒나가 표현하는 

무늬의 背景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넝「게하는 

어띤 約束이 있어야 한다. 이 約束은 인간끼 

리 의 交流에 의 하여 이 룩된 것 이 아니 다. 인 

간 이외의 어떤 매개체를 등하•여 이룩된 것이 

다. 이제 이 매개체가 과인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디-.

理論과 論據를 그 바탕에 두고 공부芬는 각기 

학둔의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이야기可-던 간에 

우리는 그 매개체로 沛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어떤 현등을 가 

졌던,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6떤 기 蒋에 살 

던 간에 인간은 탄생하여 산다가 즉储간다는 

공틍점을 갖는다. 어띤 인간이던 슬•네 읜믜 가 
있어 죽기를 싡어한다. 죽기 싫3二?看工^ 

지 말아야 한다는 집념을 갖는단j 여러 가지 

의 죽엄을 경험하고 나선 당장이라드 닥쳐올 

죽임을 피하려 는 여 러 가지 꾀를 그안해 보려 

한다. 神에게의 호소도 그 한 방审이 되며, 

여러 가지 방넘 중 가장 절실하디-. 여기에서 

인듀가 공틍으로 느끼 는 考에 대한 喪念이 생 

긴다. 이 개념에서 무잇인가를 表象한다면 그 

것은 자연스러 게 한 가지의 形狀으초 表現듸 

어지는 수 밖네 없、었을 것이나. 이터게 하여 

圖小된 표현을 우리는 오늘 두늬라는 것으로 

해석神고 있다. 이것을 表更싀 若學시라고 우 

리느 블러 븐다. /



떡살의 무늬에三 袤現의 优式과 哲學이 內 

在하여 있다고 〒•정지을 수 있다. 어떠한 철 

칙-이, 어떤 양식이 떡살무늬에 있느냐는 탐구 

는 떡살과듸 대화에서 비롯된다. 떡살무늬와 

의 대화•느 諳書力의 能力과 解得〃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다. 證盡力과 解得力의 漁養은 數 

多한 무늬를 직접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어 려 

운 과정세서 조금씩 죽-적된다. 또 양식성에 

따라 여러 가지에 표현되어 있는 무늬를 넑게 

섭러하여아 한다는 刻苦•의 단계늘 거쳐야 향 

상된다. 여기에 무늬 공부의 어려움이 있다.

아직 무늬 공부에서 絶對的이란 없다. 더구 

나 우리 나라에선 그렇다. 그맇기 때문에 누 

구나 이 밧견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幺는 것이다. 이런 점에 무늬공부의 

매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함께 하는 공부에서 

이 쪽의 의견을 털어놓아 보면 가다듬어 줄 

크라스 니이트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나는 무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다. 원래의 내 직업은 遺物을 調査하고 實測 

하는 것이었다. 건축공부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 었다. 鮭上 建造物이 나 집 안의 물건들을 고 

스란히 도면에 기 톡하기 위하여는 자초지 증을 

꼬치꼬치 자로 제거나 拓本하거나 撮影하여야 

되었다. 이 짓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나 

도 모르게 상당한 분량의 무늬 가 수짐되 었디-. 

그러던 중 歐洲와 南美를 여행할 기죄가 있었 

다. 歐即기서는 希朦文化의 東漸에 관심을 두 

었고 市•美의 서 는 주로 마야文化에 주목하였 

다. 단순히 우리 것으로만 알고 수집하였던 

무느〕를 염 두에 두고 그들의 유물을 살펴 보다 

가 깜작 늘라고 맡았디-. 똑같은 무늬가 하도 

많았기 디문이다. 비로서 무늬의 國際性에 주 

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자극으로 귀국 

하자 문양을 정 리 하기 로 하고 畏友 金東賢씨 

와 협의허•여 7년 후에 紋槎集을 내 기로 하고 

자료정 리틀 시 작하였 다. 곧 두 사람의 手中에 

는 3, 000젇 의 자교가 정 리 되 었 다. 그 때 그 

때 계틍없이 수립된 자포이어서 이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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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하여 더 보충할 필요를 느껴 기방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자고를 수집하기로 약속 

하였다. 그러 나 처 음의 7 년이 훨씬 지 났다. 

，이 때 만 하여 도 宮般 • 我% • 公廨 • 第% 등에 

々 上流社會用品만을 그 대 상으로 삼고 있었 

다. 건축공부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탈 

춤구로 잠은 것이 艮家의 조사이 었다. 民家조 

사를 하면서 그 슥에 담겨진 用具의 무늬에 

관심 을 두기 시 작하였디-. 떡 살에 주목한 것 도 

九 우 이 때 부터 이디-. 이 공부는 民學會가 발 

족되면서 본격화 하-였다 趙子庸씨의 觀點에 

药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 다. 民家를 통 

W여 開眼된 세계를 이 자극에 힘입어 탄색해 

나가면서 겨우 우리 固有의 皂想에 부닥쳐 보 

거 되었다. 建築造型思想과 무늬의 세계가 아 

주 같은 계열이라는 것에도 비로서 눈길이 가 

서 한층 공부에 체미가 붙었다 이렇게 되기 

까지 떡살무늬는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黃壽永敎授가 이끄는 吏式大博物館팀의 蔚 

州彥陽盤値臺의 岩刻 發昆은 큰 수확이 었다. 

•이 岩刻의 實測을 위 하여 만 45 日간 하두 10 
時間 이 상을 이 岩刻과 씨르하였 다. 岩刘이 

새겨진 바위 는 폭-이 10m, 높이가 糸勺 2. 5m 정 

도의 크기인데 그 가능하지 않은 기호가 새겨 

져 있고 그 下段에는- 古新無人들의 銘攵과 細 

貳가 가득하여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 岩刻에 이어 高察에서도, 또 기 타의 지 

역에서도 내용은 다르나 岩-刻이 속속 발견 되 

었다. 자-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을 의 

미 하는 것인가. 왜 이텋게 새겨 늫았단 말인 

가. 하는 계속되는 의문을 풀기 위하여 여 러 

가지로 생각해 보제 되었다. 그러 다 土器에 

서. 壁施에서, 기와 무늬에서 그에 유사한 무 

느 를 찾아내 게 되 었디-. 무엇 보다도 놀라운 것 

은 믹살의 무늬 가 이 上代의 무늬 와 아주 흡 

사하다는 점을 깨 닫게 듼 것이다.

떡살이 現存하匸 것의 대부분은 최근（1920 
년대）의 것으로부터 100넌 내외의 것이 가장 

맍그, 100년을 지 나면 200년 전에 이 르는 것 

거 이 그 다음, 더 오래 된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정도인데 이것이 上代의 것과 같은 형상 

으르 표현되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여세 
서 무늬의 表現 様式과 哲學에—着安히게-되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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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假說이나마 내나릅의 諳畐法을 抽出하-게' 

되 었고, 試論을 발표해 보기도 하였다.

武論에서 ◎彫 무늬믈 並忠한 성과를 개 昔 

이 나마 피 력 하여 보려 하였다. 같은 ◎形무늬 

지 단 그것을 표현에 따라 대단히 다채로워서

등으로 형상되는데 ⑴과 (2), (4), (5), (9) 
(10), (13) (14) 는 捍瀆이 서 보다싶 이 岩刻이 나 

떡 살에 많이 보이그 行点 등의 土器나 기와구 

늬에서 찾아 볼 수 싄다. 뜨 (1), (2), (3), 
⑻, (11), (15), (16), (18)은 壁焉나 기와 

二리 고 떡 살에 서 볼 수 있고(押圖참조) (7), 

⑼，(10), (11), (12), (14), (16), (20)3 
떡 살과 符籍, 木器, 기 와네서 볼 수 있 다. 이 

들은 다른 用 具와 함지 띡살네 망라되 어 있 느 

점 에 주목듼 다. 이 一련 상싀 무느 는 외 국에 서 三 

널 리 시-会되 었 디-. 덱 시코에 갔을 때 는 原住E 
들의 의븍에서 象갔;久乏 부각한 장신구에서 

이 무늬를 보안고, 기 다의 우물에서도 볼 수 

잇었다 二레서 나시 质冷은 이 이아기부더 

시작되고 있 다.

멕시코 토인들이 이던 오］느네 (8), (11;, 
(15)오卜 같은 드앙기 구니 가 강식 듸 었 고, 도거 

어 표현듸어 있음을 보았나. 이 던 무늬는 네 

기 여 러 곳에 서 도 날견되 는데 亠리나라에」■"二 

아주 흔机게 사용듸던 거이다. 먹살에는 I■구 

나 닪다. 이 런 무늬 e 무것 을 의 미 하는 것 일 

까. 民學會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무늬라고 부 

른다.「알」이 란 말은 참으르 묘한 단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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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에「알」로 시 작하거 나, 끝나는 단어 가 

참으로 많다. 「가을」「깨알」「게알」「겨 을」 

「계알」「공알」「나을」「낟알」「댁알」「돌알」 

「밥알」「벼 알」「불알」「씨 알」「안경 알」「총 

알」「해 알」등…… 허 다하고「알갱이」「알고 

명」「알곡」「알끈」「알맹이」「알몸」「알밤」 

「알불」「알섬」「알속」「알심」「알짜」「알자 

리」「알집」「알판」「알통」……등 또 많다 알 

이란 말은 보통 둥글거나 계란처럼 생긴 것을 

일컫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 

도 않아 안경 의 렌즈도 알이 라 부르고, 圓錘 

形의 彈頭도 총알이라 한다. 형태와는 관계 없 

이 核이나 種 혹은 基幹의 槪念을 가졌으면 

알이라고 통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建國說話에 卵生說이 있다. 新羅의 始祖 朴 

赫居世도 커 다란 알에서 태 어 났다고 한다. 하 

늘이 낳은 아이라고 믿어 神章을 擁立하여 登 

極케 한 것이다.

사람은 보등 어머니로부터 誕生한다. 어머 

니의 根을 등하여 출생한다. 그 限을- 우리네 

말로 알이라 부른다. 卵生說話의 神子도 알에 

서 태어났지만 평너한 인간도 결국 알에서 탈 

생한다. 아이를 만드는 남자의 정 란도 알이라 

부른다. E결국 인간은 알속의 조화로 생 산되게 

마련이다. 알에서 태어난 인간을 숙명적으로 

우주라는 알 속에서 활개치다가 다시 알로 들 

어 가게 된다. 즉 大地의 알을 통하여 영원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다. 先史시대의 甕棺 

이라는 卵形의 土棺의 형상에서도 그것을 짐 

작할 수 있고 明堂이라고 자리잡은 墓所의 形 

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明堂圖. 

라고 하는 그림에 표현된 墓所의 모습은 영 락 

없이 어머니의 根과 흠사함을 보았을 것이다. 

어머 니의 女 根을 틍하여 츨 생 하였 다가 丿、地의 

女狠을 통하여 죽엄에 안긴다는 생 각이 여기 

에 있는 것이 다. 이 때의 죽엄은 4：•의 연장이 

다. 그래서 高句麗의 古墳니는 暨宙들 그려 

生時의 광경을 묘사하였고 천장에는 天體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天證는 옛부터 둥글다고 느껴왔다. 고분 녁 

화의 星辰이 모두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 다. 원초의 사람들도 그렇 게 느 

꼈나 보다. 岩繪나 岩刻의 天體도 둥글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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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있다. 별이 나 해나 달을 왜 둥글다고 

느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계의 인류는 거의 

공동적으로 천체는 둥글게 표현하고 있다.

小宇宙라고 히-는 人體도 둥글게 표현한다.

李朝의 醫書에 보면 人體의 要素는 모두 C이 

나 ◎으로 표현하였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둥글다는 것 그것 

을 우리 말에서 는 앞에서 보았듯이「알」이 라 

는 의미로 나타넨다.

이 알의 무늬가 떡살 무늬에 그토록이나 많 

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核과 種을 축적하련다 

는 의지에 뒷받친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많이 덕고 많이 낳아 子孫滿堂하는 것 

이 福이 라고 의 식 하였 던 祈福에 서 떡 살에 알 

무늬를 수 없이 새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

；4 ；

也三 조화그 早던心. 卷陶이 각용하기 W 문 

이그깃을 도 무느:의 三현하겼다. 그것3 

알무u 三 기본으고_ 汽고 Q後가 造진 그리고 

芙仁: 방식이 첨가든

。"에 — 혹은 卜： 첨가되어 ①⑵三予이 

된다. 이 것을 太辰라 허-여 형으三 표현

w卜乙三 하-있다. 韓末二: 文占에 二 大返이©3 

형으트 표힌듸기도 七다.

(1 가 ⑵ 힝 시 后처 건 ㊉ $ 형 이 듼算. 이 는 

先「” 7；시j에』도 互딘듼 최 초의 交△무늬 르 

서 厘乞 彩刈 彳찬다. 工分이 이루이깃을 떠 

운등" 생 긴다. 그委 을(三)■ 형 으三 프_쳔社엿 

다 은등/ 二工가 느기•기년이 되고 더 

吐琪 생不긔어 0｝「이 되고6)!。이 되가

가 £二 깃二 二二 不宀 같사시 ©"이 듼니-.

(丁 ⑵, 3, G. QL'亠岩繪； ?N：가 

丐 산이 시 亡이 볼 수 員고 耕需苟 철-조). ⑸ 也

"咅德」나 文专시;, Q2 痣甸覺, 行濟 吟서 

기 와나 퍽 산무=、에 , ⑻ , (9), (10)工 木 专이 

나 建築에 많그 行溶나 紙曲 二리고 떡 살에 

시 볼 十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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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 읍직임을◎心으로도 표현한다. 이것 

은시 작도 없고끝도 잆 二 線의 인속중에서 

한 부분만을 나타내 브인 것이어서 一4 無哈 

終終丈이 라고도 부른다. (12； -- 단2히 單浓 

만을 그리 三 것인데 二二; 다 브면 竇•洪 좌우니 

白色의 而이 생긴다. 이 面三 등당二 이의』 

수획 이 나 不盯洪q 요소이다. 画기 등장은 여 

터 가지 무늬 의 준지를 촉매 한二二 두 堂을 상 

하로 그으면 平行線이 라 한다. 不3 三시 垂y 

싀 선.이 고차하면 方形이라는 面이 二;긴다. 

이 方衫에 (12)의 方彩化가지은듸면冤⑶형 

이 되 는데 이것을 끝없이 계스치-민二^辻回^ 

형 등으르 얼마던지 連綿할 스 있다. 이들三 

木器, 漆扁 阔器, 莞工 紙爲 둥에三 시지단 

덕살무늬에도 符矯세도 보인三.
方形에서도 核의 운동이 있다.口【屮㈠ 

꿔，形이 그것인데 여기서 다시窮亡,画心) 

團^,凰侬•'의 變換을 초대한다. 이런 구늬 

家具의 쇠장석과떡살에 많다. 이든드 역시 

祈福의 의미를 갖는-다.

자식을 낳고 보면 부모는 그 자식이 無病하 

여 長壽하기를 바란다.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너리는 자식을 不孝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長壽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 

다. 탄생하면 무엇보다도 長壽하여 야 한다. 

長壽하는 비결은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 俗 

人들은 말한다. 그래서 먹기 위한 음식을 담 

는 그릇에 수 없는 長壽의 念顯을 담은 表現 

을 한다. 떡 살무늬의 상당수가 이 長壽와 연 

관 맺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 있기 때문이 

다. 長壽의 의미는 길다는 것으로 形容 된다. 

無窮의 의미를 표현하려 함이다. 떡살의 국수 

발처럼 생긴 平行線만의 무늬 (삽도참조) 가 그 

것을 가장 소박하고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돐상에 국수 놓아 주고, 초례하는날 국수장국 

을 대접하는 습속이 長春思想어i 서 유•내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수저 주머 니 , 벼 개 모, 이 불, 의 복, 머 디 맡와 

평풍에 十長牛.의 무늬를 놓는 것도 이에 연유 

된다.

人牛•은 苦海라 한다. 自然의 變異에 서 혹은 

不意의 事故로 또는 病魔로 사람은 늘 위협을 

받는다. 長壽하려면 이들의 장에를 물리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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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소기의 목석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인 

간은 적극적이 된다. 邪惡한 모든 雜鬼를 자 

기로 부터, 자기의 주변으로 부터 몰아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僻知의 사상이 싻트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무늬 가 표현된다.

둥....... 이 다채릅게 전개되는데 이 런 무늬는 

창살무늬, 기와무늬, 쇠장석, 木器, 紙器, 草 

器, 革器와 떡 살무늬에서 쉬게 찾아 볼 수 있 

다. （挿圖참조）

인성에게는 諦念이라는 것이 있다. 連众이 

라고도 하는 제갈 길이 있게 마련이다. 俗謠 

에「七星님께 命을 받아……」하는 귀전이 있 

다. 七星님은 命을 점지하셔 탄생히는 것도 

관여 하지 만 영원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괸 

계 한다. 死者에게 七星板을 주는 것이 이 런 

표현인데 이 때의 七星은 역시 圓으로 표현 

된다. 다시 말로 귀 착되는 것이다.

厂 떡살무늬에는 花卉등이나 奇鳥등을 표현하 

기도 한다. 情緖가 露呈되는 것이다. （揖區참 

조）

이처럼 떡살에는 의미가 심장한 무늬가 있 

다. 무심한듯 하면서도 表現이 있고 거기에 

內容이 있으며 그 匹容엔 里想의 背景이 긴중 

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오늩에 이런 무 

늬를 공부하는 까닭은 막연하게 圈窠히거나 

모방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직품에 표 

현하는 방식을 배우려는데 있으므로 차분하게 

자기를 몰아 볼 수 있도록 옛무늬라는 거울을 

자기 앞에 세워둘 핕요가 절실한데서 비트듼 

다. 门我의 發現이 문제가 되는 旳代이기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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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의 포도文과 쌍학文

傳铳美의 継承⑵ 吸煙具

李 亨 求
車巧扌恨文化財擔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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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時代中葉 以後의 工藝品 中에서 吸煙具가-차지하는 分量이 상당-수에 달하 

고 있고 이에대한 愛用은 담배라는 기호품이 存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李 

朝時代의 담배피우는 기구들에서는 民俗的인 工藝로서 흡연하는 이들의 기호와 

픔격에 맞게 발달 되었던 것같다.

우리 나라에 담배가 들어오기는 李朝中葉인 光海君 10年인 1618年이라고 記錄 

되 어 원산지 는 南美의 페무 （Peru） 와 멕 시 코 （Mexcico） 르서 서 기 5세 기 경 부터「타 

바고」（Tabaco）라고 하여 담배 가 藥用 내지 는 기 호물로서 흠연 되 었다고 한다. 그 

후「쿤럼너스」의 아네리카 대륙 발견으로 유검에 상륙하였고 이어서 동방과의 항 

해로부터 필리핀이나 쟈바를 거처 16세기에 일본에 들이와 17세기 초에 우리 나 

라에 담비와 씨앗이 수입되어 상류층에서부터 일반에 번지기 시작하였디-.

담배 는 煙草로서 南옥에 서 들어 왔다하여 南草, 타바고 라는서 양말을따라淡 

篓詁라고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들은 葉궐련, 紙궐련, 살담배 등 있으나 吸煙具 

에 피 우는 것 은 잔살담배 （細刻煌草）이 다.

흡연구가 처 음 사용되 기 는 역 시 南美의 원산지 인 페루와 멕시 코로서 이곳에 있 

는 古墳들에 서 는 담배 대가 출토되 고 있 다 한다.

우리 나라에 는 역 시 일본에 서 수입될 때 담배 대가 같이 들어 왔을 것으로 이후 

상류사회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 까지 갖가지 증류의 담배대가 보급되었다. 

16세기에 일본에 서부터 들어 온 담배 대는 李朝 특유의 長竹으로 발전되 어 한껏 덧 

을 부리게 되었다.

담배대는 갈게 썰은 잔살담배를 비벼서 넣는 단배동（煙草桶）과 대나무로 만든 

선대 （簡竹） 부분과 입에 물리는 물뿌리 （吸口） 부분으로 나뉜다. 桶과 吸□는 上 

流에서는 金이나 銀 또는 수마노（水瑪瑙）, 磁器玉 등으로 사용되나 일반 서 민층 

에서는 구리 • 적동, 놋쇠 등으로 만들며 簡竹은 보통 참대나무, 까만烏竹 또는 

참대 나무에 실을 적 당한 간격 으로 감은 뒤 에 불에 그을리 든가 아니 면 임색 하여

鐵製銀入糸 담배합과 재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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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製銀入糸 담배합 玉돌 담배합

만든 대 나무이 며 인두에 불을 달구워 문양을 지져 그틴 洛竹을 사용하여 피운다 

설대의 크기는 상류로 갈 수록 한발에 가깝도록 길어지고 일반 상민의 것은 5寸 

정도 작아진다.

담배합은 옥돌이나 대리석을 다듬어 장방형의 사각이나 원현으로 파고 합을 만 

들어 같은 재료로 뚜껑을 덮는다. 대개는 받친부인 밑부분에 芸를 刻하거나 간 

단한 선각 정도로 그치고 돌이 가지는 自然美를 살려 만든다. 이는 담배의 습도 

를 잘 지 켜 주기 때 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 었 다. 그리 고 금속재 담배합으로는 천 

제담배합으로 두들겨 만든 철판을 붙인 아무런 무늬가 없는 소문（索文） 철제담〜 

배합도 있지 만 철이 가지는 차가우면서도 까칠까칠한 표면에 銀을 상감하여 여 

러 가지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격 조를 높이 는 銀入糸 鐵製담너합이 있 다. 철제 은 

입 사는 거 멍쇠를 두둘겨 얇은 판을 만든 후에 합이 되도록 네귀 를 붙인 후에 철판 

을 여 러 가지 문양대로 파내어 銀을 嵌入한 것 이 다. 이 는 白銅에 銀을 입 사하는 

白銅銀入糸 흡연구도 같은 수법 으로 원래 中國에 서 부터 발달 되 었으나 우리 나라 

에서는 三國時代, 新羅에 상당한 기술적인 발전을 보아 銅鏡 등 傍具에 많이 사 

응 되 었으며 高麗時代에 도 높은 수준에 까지 오른 한국공예 의 우수한 金銀細工 기 

법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佛殿에서 사용하는 佛具인 香爐와 淨瓶같은 靑絹製 

에 은을 상감한 기법이 많이 발달하였다. 이조에 넘어와서는 기법이 서민의 일 

상생활에 나 儀禮的인 데에 도 많이 사용되 었고 담버 가 수입 된 이 후에 는 담배합을 

비롯해서 담배대, 담배대통 등 흠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디-. 가만 철판을 詣 

土로 메 꾼뒤 상자형 으로 만든 후 붕사를 바르고 鍋, 銀, 鉛의 합금으로 네귀 를 너 

읙 가운데 에 가는 세 공으로 萬爵無彊 둥 瑞祥文字와 十長生 등 吉谭文樣을 쪼아 가 

는 銀糸로 상감하며 사이 사이에는 卍字文, 雷文 등을 상감하여 다듬고 무늬를 넣 

은 부분에 밀납（蜜蠟）을 발라 가늘고 정교한 은사와 검은 바탕이 조화를 이무고 

있다. 이러한 은상감수넙은 담배합이나 재떨이 의에도 불씨를 담게 되는 화르인 

手爐에 도 비 슷한 文樣에 같은 기 넙을 사용하여 담너합과 함거 어 울려 깔끔한 운 

치 를 자아넨다. 그리 고 방 한구석에 는 같은 銀入糸 鐵製촛대 가 아늑한 방안을 밝 

혀 즐 때의 정취는 李朝人들의 멋진 정경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긴 장죽을 빨 

고 있는 선비의 품은- 고결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물론여기에는當代의 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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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技巧는 더욱 빈틈 없는 名匠으로韓國工藝의 길잡이 중에 하나임에 틀림 없다.

正祖시 （18세 기 후엽 ）의 實學者 柳得恭이 쓴「京都雜志」에 보면「평 안도 三登, 

成川 지방에 金絲烟이란 담배가 생산되는데 속칭 西草（서양담배라는 뜻일 것임） 

라고 하며 朝官들은 반드시 煙盒이 있는데 이는 쇠로 만들었고 梅花와 대나무를 

銀으로 새겼으며 자색의 麓皮로 끈을 달았다는데 煙盃와 같이 앞 뒤에다 차고 다 

녔다」고 한 記錄이 있어 당시의 철제 은입사 홉연구가 上流충에 유행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鐵製 銀입 사 이 외 에 銀이 나 白銅판 위에 烏銅을 入糸한 담배합과 제 

떨이, 담배대는 李朝 이후 근자에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것으로 지금도 南原이나 

蔚山지방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烏銅入糸는 銀이 나 白銅에 전자의 철제은입 사 

와 같이 오동을 嵌入하는 것으로 白銅의 경우구리와 주석을 1대4의 비율로 니켈 

을 1가량 섞어 黑鉛 가마솥데 800度의 높은 열에 끓인 다음 白銅판을 만들어 담 

배합이나재털이 담배대통, 물뿌리 등의 기본을 만든다. 다듬어진 白銅판에 吉祥 

文이 나 瑞祥文 또는 窗文이 나 卍字文을 새 겨 金과 銅을 1대 20으로 혼합하여 엷 게 

당치질한 烏錮판을 가늘게 오려 새김질한무늬에 집어넣은 다음 염분이 섞인 漢紙 

를 발라 한시 간 반가량을 양지에 말려 활대로 윤기 를 내면 까만 赤銅色으로 發色 

된다. 이 작업을 烏銅入糸라 하는 것으로 吸煙具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담배대가 

는 아무런 상감을 하지 않은 素文인 만자 백 통 담배 대 와 오동을 상감한 담배 대 가 

현제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오등입사 담배대에는 여러 가지와 文樣을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문양은 雙鶴文, 雙松鶴文, 葡萄文, 梅花文, 喜字文, 蓮實文, 喜 

銘雙鶴文, 太極文 등이며 이러한 무늬를 복판에 새기고 양단에는 雷文이나 卍字 

攵으로 帶를 두른다. 鐵製銀入糸가 정교한데 비해 白銅製'烏銅入糸는 소박하고우 

아한데 잔잔한 멋이 풍긴다.

이 밖에 흔히 볼 수 있는 흡연구 제품으로는 놋쇠인 眞鑰器로서 역 시 李朝 후기 

에 많이 발달한 일상생활응구 중에 홉연구로도 많이 보급되었음은 전기 유득공 

의 京都雜志에서「풍속적으로 놋그릇을 중요시 하여 사람들은 반드시 밥, 국, 나 

물, 고기까지 일체의 食卓用에 놋그릇을 사용하며 심지어는 요강, 세숫대야에도 

놋쇠 로 만든다」는 이조 중엽 이후의 풍속을 記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유기는 

銅과 亞鉛의 合金으로 보틍 銅의 함유량이 50%에서부터 95%까지 차지하고 있 

다. 이 合金으르 만든 흡연구로는 手爐와 담배 대 를 걸어 두든 담배 대 꽂이 를 만들 

었다. 담배 대 끚이는 놋쇠 등경 걸이 나 촛대 의 器型과 같이 원형 이 나 多角型의 받

鐵製銀入絲手爐 鎭製手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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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 놓이고 二 중앙에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모를 죽인 竽柱 위로 길죽하게 뽑 

아 올라 가면서 중앙부의 배가 부르고 （엔타시스） 상부에는 蓮峯을 장식 하고 여 

러 갈래 줄기를 만들어 이를 담배대 물뿌리 가 걸리도록 장식 하였다. 유기 제 둥경 

걸이나 촛대의 조형 미 보다 훨씬 세련되고 시원스런 감각으로 李朝民俗공예품의 

또 다른 간결한멋을지니고 있다. 이상의 金屬製의 吸煙具 이 외에는磁器類의 담 

배대와 담배합이 있어 자기로서의 운치를 자아내며 또 玉類의 담배대는 옥으로 

서의 회-사한 맛을 준다. 그리고 木製의 담배 합, 재떨이, 담배 대 꽂이 가 木質의 소 

박함을 기 물로 시 딘층에 서 애용했으며 이 밖에 담배쌈지 인 草匣은 기 름먹 인 종이 

로 만든 주머 니 와 헝겊에 수놓아 만든 쌈지,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쌈지도 흡연 

구로서의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흡연구에도 현대의 유행 이 밀물처 럼 쏟아저 

나온 서양 물뿌리에 이제는 한갖 古物이나 史劇物아니면 서양사람의 한국여행 기 

념품으로 팔리 고 있는 실정 이다.

서양물뿌리를 애응하고 열심히 수장도 하고 있지만 소홀했던 우리 先老들이 애 

용하던 吸煙具들도 보호하고 서양吸煙具와 같이 長足의 發展이 있기를愛煙家의 

한사란만으로서가아니라도 크게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이 기회에 專賣廳당국은 

韓電의 燈火器小博竹营을 마련했던 例（지금은 文化財管理局에 기증移管）나 체신 

부의 睇政紀念館（堅志洞）의 좋은 前例를 따라 吸煙具 關係의 資料錄이 마련되어 

우리 나라의 吸煙具나 民俗내지 工藜史에 큰 영역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에 크 

게 이 바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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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아크의 디자인센터

「덴 • 페르마넨테」
(Den Permanent이

劉 槿 俊
시을美大 副敎授

덴마아크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 증에서도 가장 

공예미술의 전통이 오랜 나라이며, 사실상 스칸디 

나비아의 디자인을 대변하는 공이산업국가로 잘 알 

려져 있다. 뿐만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와 

비교적 친근감을 가지게된 덴마아크인 만큼 그들 

의 디자인활동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二 주고 

있다. 필자는 짧은 기간 이곳에서 가진 디자인 세 

미나를 통해 그들이 오늘의 디자인 수준을 이룩한 

배경을 살폈고, 그둘의 생활 속에 디자인이 얼마 

나 넓고 깊게 스며 있는 가를 실감하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왕립도자기제작소도 인상 

적이었고 자기집 한 구석에서 물레질하는 텁수룩한 

도예가도 인상적Oi었匚上 산업디자인의 생횔화나 

고도화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어느 것 하나 덴마 

아크에서 디자인과 관계없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준 것은 그들의 역 

사도, 시설도아니며, 정부지원이나높은생횔수준 

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창의이며 그 창의建 실 

천하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현실화 하는 뛰어난 

조직력이다. 어떠 공예가도 디자이너도 자신이 직 

접 노력하고 그 결과가 공정히 평가되는 것을 기대 

하며, 자신의 작은 노력의 결과가 조국 덴미아크 

의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하기를 흐망하는 진실한 

자세이다. 정부 베이스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이 

들은 정부의 협력을 기대하며 그 결파가 작으나마 

외화획득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공예, 디자인 홭동은 철저하게 민간 베 

이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여기에서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디자인센터의 이口区가 우리와 전 

혀 다른 것도 이런 여건 때문일 것团다.

여기에 소개하는「덴 페르마닌드」(Den Perma- 
nente)는 결코「디자인센터」가 아니匚卜. 그것은 이 

름 그대로 상설전시 장 (The Permanent Exhibi- 
tion) 이며, 1931&에 설립된「덴마아크 공예미술상 

설전시 장」(The Permanent Exhibition of Danish 
Arts and Crafts) 이다. 그러나 그 刁능과 활동은 

세계의 어떤 디자인센터도 능가하는 능률과 아이 

디어를 자랑한다. 여기에「덴 페트마넨테」의 현회 

장인 이반 엥겔 (Ivan Eng이) 의 소개문을 간추려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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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페르마넨테 본관/전시실

公조 직

「딘 페르마넨테」는 한 마디르 서로 전문을 

달리하는 수많은 공예가, 기업가의 거대한 븍 

합체 이 다. 기 구상 그것 은 하나의 협 회 (Assoc
iation) 이지만 단순한 인간집단의 협의체에서 

여 러 아이 디 어 외- 활동의 집 합체 에 이 르는 득 

수한 성격의 협의체이다.

협회는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다. 덴마 

아크에서 공예품이나 응용미슬줌을 생산하는 

남녀 는 신청 자의 작품의 질을 검 사하는 사정위 

원회 (The committee of censorship) 의 심 사를 

거쳐 누구나 회원이 里 수 있다. 회원은 누구 

나 혐 회 의 중요한 사항을 직 접 또는 간접 으르 

토론한 수 있는 발언권을 갖는다. 연례총회에 

서 모든 회원은 자신의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똑 같은 한 표를 힝사한다. 다시 말해 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고 제품규모가 적은 공예가 

나 대단위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 가가 모두 같 

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은 협회의 

제 반사항을 관장하는 최 고권위 기 구인 총회 에 

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직접 영향력을 발휘한 

다. 이사회의 결정은 모두 총회에 회부되어 

토의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전년도의 사업 

에 관한 보고를 하며 , 마찬가지 로 협 회 장은 전 

년도의 회계보고를 한다. 총회는 이들의 보고 

를 토의하게 되며, 만일 합의에 도달치 않을 

경우 투표로 정한다. 회원은 일체의 연관사항 

을 총회의 토론에 회부시킬 권리를 가졌다.

협 회 규정 의 개 정 은 총회 에 서 만 가능하며 이 를 

위해서는 총투표 중 75% 이상의 찬성을 얻는 

높은 지 지 율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인원은 모두 13명이며 3년 임기로 

선출된다. 따라서 매년 4명의 새 이사가 총회 

에서 선출되게 되는 셈이다. 이사회는 이시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회 

원과 다른 4명 을 추가로 선출한다. 집헹위원 

회는 협회의 일상업무를 주관한다. 협회장은 

이 사회 의 만장일치 로서 임 명 한다. 총회 는 사 

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사정위원회는 

「덴 페르마넨테」의 전시활동에서 핵심의 역할 

을 한다. 위원회는 새 회원의 작품을 심사하 

여 협회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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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전 시

다1 따라서 회원의 

출하여 심사를 받게

작품은 모두 위원회에 제 

된다. 이렇게 사정위원회

는「덴 페 르마넨테」의 사업전 반에 걸쳐 가장 

큰 비중과 의의를 갖는 책임부서이다. 이 위 

원회가 선정하는 물품은 그대로「덴 페르마넨 

테」의 기능을 대변하는 우량품의 상징이며 나 

아가서는 덴마아크의 디자인의 얼굴 역할을 

한다.「덴 페르마넨테」의 명성과 의의를 유지 

하고 있는 것도 바로•이 위원회의 수준 높은 

신사결과 때문이다.

「덴 페르마넨테」의 주 목적은 정관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협회의 목적은 

덴마아크의 공예와 응용미술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일을 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상설전시가 개최된다. 덴마아크 지역 내 

에서의 공예와 응용미술의 작품의 전시 및 판 

매는 상기 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만 가능하다 ”

따라서 협회의 목적은 사정위원회에서 결정 

한 수준에 서 엄 선된 전시 품들을 전시 판매 할 상 

설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그 수 

한다. 따라서 협회는 덴마아크 지역 내에서 생 

산된 최고수준의 공예품과 응용미술품들을 전 

시 해 왔을 뿐만 아니 라 그 작품들을 극내 외 수 

요자에게 판매하는 이중의 노괵을 다하여 왔 

다.

「덴 페 르마넨테」가 융통성 없 는 박물과 같은 

전시회의 인상을 주지 않고, 언제나 덴마아크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고수준의 작품 

들을 선정 하여 변화있고 생기 가 있게 선시하 

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런 노력의 결과 상설전시회는 사실상 니［마아 

크 디자인의 이정표 구실을 해오고 있다.「덴 

페르마넨테」는 실제로 소개업자와 외국거래선 

에 큰 영향텨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을 어띻게 전시할 것 인가 

하는 문제 에 있 어 서 는 언제 나 심 각한 논의 가 

있게 마련이디-. 물품들은 마땅히 알맞게 전시 

듸어야 한다. 그러나 등시에 그것을 사람들-이 

사가고 싶도록 해야하기 때문이 다. 현제 상설 

전시는 2명의 전시 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 내용은 가구및 장식재료, 조명 , 도자기 , 

금속제 품, 직 물, 목제 품, 유리제 품, 미 술픔, 

그리고「선물부」（주로 관광수용품）로 구성되 

어 있다.

서 만이、아니 라 실 제 판매 결 과에 서 입 증되 어 야

준을 이 끌어 올리 는 노력 은회원작품의 전시 에 전문 담당관을 둔 장식부는 전시장의 일상 

전시 업 무를 주관하는 부서 이 다. 전시 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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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사를 거친 5천점 이상의 물품들을 각 품 

목별 특별 전시 장과 진열장, 그리고 부속 전 

시실에서 적절하게 최신유행감각에 맞게 진열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는 장식없는 배경에 문제의 물품들을 단순히 

전시장 같이 진열하여 물품 스스로가 관객의 

시선을 끌게 하는 방법이 구매욕을 자극하는 

데는 의외로 성공적이 아니었음을 경험이 가 

르치고 있다. 수 많은 전시품들을 약간 높은 

전시대 위에 「전시분위기」가 나게 늘여 놓고 

그 많은 관광객들을 임의로 전시장 내에 흩어 

놓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이었다. 이런 경 

우 관객은 그 멋있는 물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 

발할런지 는 모른다. 그러 나 그 물품에 손을 대 

고 사가지 고 싶은 생 각은 좀처 럼 나지 않는다.

「덴 페르마넨테」의 설립취지의 또 하나는 분 

명 우수 디자인의 판매에 있다. 이 판매기능 

때문에 협회가 존속한다 해서 사실상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장식부의 담당관은 변화있는 

전시 내용과 형식에 통일을 줄 뿐만 아니라상 

점 과 전시 장을 하나의 분위 기 에 로 유도하는 눈 

물겨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직매 (소매)부 

역시 특별전이나 개인전을 기획 전시하여 판 

매기능을 촉진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부 

서의 활동은 이 제 까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 

왔고 특히 상설 전시장의 분위기를 생기있게 

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덴마아크의 

매스콤은 이곳에서의 전시기획과 내용을 취급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이 부서의 

전시회는 개별 공예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은 이 곳에 서 자기 작품을 비 교연구할 기 

회를 가지 며 자기 작품을 전체환경 속에서 되 

살려 구상하는 귀한 경험을 쌓는다. 연간 5,6 
회의 특별전을 가져 온 이 장식부의 .전시 예 

산은 10만 크로네 한도 안에서「덴 페르마넨 

테」가 부담하고 있 다. 전시내 용은 극히 다양 

하여 , 기 성공예 가나 신진들의 초대 전, 재 료특 

별전시, 그룹기획전, 공모전, 순수미술전, 해 

외디 자이 너 초청전시히 , 봄잔치 특별전시 회 등 

언제나 새로운 구상과 작품이 선보인다. 협회 

는 앞으로 이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며, 예산 

이 허락하면 좀더 새로운 체제를 갖출 희망을 

가지 고 있 다. 현재 의 전시 내용을 보다현대화 

하고 대형화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알맞는 공 

간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와 같이 자체예산을 

투입 하고 전시 기 간 중 그 장소를 달리 이 용 못 

하는 불편은 감당하기에 너무 출혈이 큰 부담 

이 다.「덴 페 르마넨테」는 덴마아크 공예 및 산 

업 디 자인 협 회 (The Danish Society of Arts and 
Crafts and Industrial Design) 와- 외무부의 협 

조를 얻어 해외 특별전을 개최 하며, 필요에 따 

라 외국의 미술관이나 관련기관의 협력을 얻 

어 해외전을 가지기도 한다.

PR 활동에 도 상당한 비 중을 두고 있다. 선전 

활동은「덴 페르마넨테」자체에 유익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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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 라 덴마아크의 공예미 슬을 주장하고 

이해시키는 데도 큰 역핱을 한다. 상설전시장 

에는 쉴새 없이 외국기자들과 라디오，TV관 

계 인사들이 찾아 든다. 이들은 전문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공받는 

다. 또, 요청 에 따라 출품한 디 자이 너 오卜 직 접 

만날 수도 있다. 협회측은 방문객에게 최대의 

서 어 비스를 한디-. 전시 장 안내와 자豆 제공은 

이들의 경우 단순한 관례의 수준을 넘어선 디 

자인 전략의 표현이디-. 그들 스스로 이 렇게 

하여 방문객이 본국에서 덴마아크의 디자인 

숨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믿고 있다.

PR환동의 또 한가지 기능은 의국 저명인 

사들은외무부, 관공협회, 농산협의회, 상공 

회의소, 기타 여러 기관의 추천을얻어「덴피 

르마넨테」에 초청된디-. 이들의 초청 목적은 

물론 우수제품을 보어 덴마아크의 올바른 이 

미지를 심는데 있다.

火 수출부

「덴 페르마넨테」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점차 커 가는 파트가 이 수출부이 다. 이 

렇게 예산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인 만 

큼「덴 페르마넨테」의 활동 전체를 재정적으 

로 뒷받침하고 동시에 덴마아크의 공예미술에 

대한 이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 등 그 

중요성 이 날로 커 가고 있 다.

수출부는 성격상 상설 전시회의 직매부보다 

더 철저한 상업주의 정신에서 운영되며, 또그 

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수출부는 주 

로 이곳을 틍해 5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작은 회 사와 공장에 서 대 량생 산한 수출상품들 

의 전시판매로 이루어져 있다. 수출상품의 도 

매는 베스테포오트에 있는 수출부의 전시 장에 

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구매자에게만 개방 

하고 있 다. 판매 촉진은 서신을 통해 서, 혹은 

카탈로그를 통해 서 추진되 며 , 여 러 나라에 서 

의 무역박람회에 참가함으로써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은 4명의 실무 

자를 유럽, 북남미, 아시 아, 아프리 카의 여 러 

나라에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 

게 하는 방넙 이다.「덴 페 르마넨테」는 1971년 

1월 뉴요크 5번가에 판매사무소와 전시실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곳에는 

3명의 덴마아크인 실무진이 상주하고 있다.

수출부는 현재 1명의 수출담당관 아래 25명 

의 직원을 두고 있고, 4岂 전에는 카스투르프 

국제 공항에 수출전용 창고와 포장실을 두어 상 

당량의 상품들을 포장하고 운송하는데 현대적 

장비와 시설을 이용케 하고 있다. 이렇게 공 

항에서 현장처 리함으로써 수춛업무는 연간 2 
만점 이 상의 물품을 세 계 각국의 수요자에 게 수 

송하는 작업을 담당해온 베스티포오트의 장소 

와 작업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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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의 실적은 19기년도에 이 미 1천만 크 

토네 의 총매 상고를 기륵하였 고, 그 증가비 율 

毛 직매부의 그것을 훹신 상회하고 있다. 이 

즐 은「넨 페르마넨테」의 판매 전 략에 새 로운 문 

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A 재 정

r덴 페 르마넨테」의 재 정은 결코 안정 베이스 

에 있지 못하다. 비교적 넉넉치 못한 경제여 

건 때문에 운영이 잘 된 해에도이익금의 적립 

W 사실 상 불가능한 형 편이 었 다. 지 난 2, 3년 

이래 상태는 다소 호전 되었다고 하지만, 수 

차의 수난기에는 회원이 직접 부담하는 어려 

둔 상황을 겪었고 심각했던 어떤 해에는 직 

전 외 부기금의 도움을 얻기 도 하였다. 원칙 적 

■으로「덴 페르마낸테」는 자급자족해야 한다. 

「딘 페 르마넨테」는 소기 의 이 익 을 확보해 야 하 

며, 이로써 최소의 적립금과 신규사업을 위한 

전원의 확보가 이루어저야 한다.

지정 안정은 협회가 구상하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 브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경 영 진은 협 회 의 제 반활등을 통해 필요한 이 

익금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균형 잡힌 운영 

을 해나가야 하는 중대한 척임을 진다. 최근 

협회활동의 합리화와 확장으로「덴 피르마넨 

테」의 경 제 사정 이 디-소 호전된 것은 다행 이 아 

닐 수 없다. 그 걸과 125만 크로네의 적립금 

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액수는 날로 격심해가는 경제불안 주세에 비 

추어 너무나 미 약하다. 협회는 이곳을통해 매 

상과 이익을 보장받아야 할 많은 회원들을 책 

임 지고 있으며, 최소한 1백명이 나 되는 협회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점에서 경영 

진은「덴 페르마넨테」를 협회의 설립취지에 맞 

게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편 바로 이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운 책 

무를 담당한 셈이 다.

A 작업 분위기

현재 제품생산에 관련하여「분위기」란 말이 

즐겨 쓰이고 있지만,「덴 페르마넨테」와 같은 

목합적 성격을 띈 거대한 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전체적 인 작 

업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협회의 운영에는 회원의 전폭적 지지 

와 성원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두엇 

보다도 회원 스스로가 팔고자 하는 자기 상품 

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점은 협회의 회원이 본질적으로 

그 성향에 있어 현금 보다는 인간성 이 나 예술 

성을 더 존중하는 공예가, 작가, 디자이너들 

인만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협 

회의 간부들도 가능한 폭 넓게 작업장이나 공



岁弋-

장, 기업체, 큰 기업체 둥 관련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 런 노력을 통해 

그들은 판매하는 물품과 생산자, 소비자에 대 

한 특별한 인간관계를유지해야 한다. 이를위 

해 협회는 현재 회원들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제품과정을 익히며, 무엇보다도 제작자를 현 

， 장에서 만나 친숙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 
眞' 고 있다. 회원들이 제품과정 이 나 판매과정에 

S 관해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정기적으 

手 로 열린다. 협회간부와 회원들의 접촉을 위해 

비공식 파아티가 개최되며 이 런 자리를 통해 

i, 상호간 협회운영과 수출전략에 관한 의견을 

卷 교환 한다. 협회는 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 집행하기 위해 전용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卫이밖에도 참고자료실과 도서실을 운영하고 

丁 있다

也 협회의 간부진은 현재「책임 있는 자유」를 

之 운영지침으로 삼고 그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

7 다 이들은 상설 전시회의 작업 분위기를 즐거 

女 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 편 그들 

* 스스로 작업에서 보람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 

다. 그들은 협회와 상설전시의 운영이 실리적 

- - 이기 위해 노력 하며 특히 판매촉진에 노력 하

u 고 있다. 판매 자체에서 아무런 커미션을 받

? 지 않으면서 판매촉진에 관해「덴 페르마넨 

£ 테」방식의 디자인센터가 특별히 덴마아크에서 

: 성공한 이유를 그들은 덴마아크 사람의 타고난

협동정신에서 발견하고 있다. 바로 이 협동정 

+ 신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이질적 인 제품들과

: 그 제작자들을 하나의 목표에로, 하나의 조직

* 에로 통합시켜 공동운영하는 협회가 탄생하 

V. 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통합

； 이 유지되고 협회간부와 회원이 공동의 이익

•;> 을 위해 노력하는 열의를 보이는 협회간부진

勺 의 성실이 없으면 협회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

: 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런 헌신

上 적 자세에서 이루어진「덴 페르마넨테」이기 때 

K 문에 세계의 여러 디자인센터는 이 협회의 성

v 공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최근 벨기에,

设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이「덴 페르마넨 

『 테」방식의 새로운 디자인센터를 설립할 계획

에 있다.

? 한「덴 페르마넨테」는 디자인센터로서의 본 

래의 기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火사정위원회

1931년 12월 5일부터 코겐하겐에 있는「덴 

페르마넨테」상설전시 장에 판매된 일체의 제 

품은 사정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것들이다. 많 

은 숨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 

나갈 것이지만 사정위원희가 스스로 42주년을 

자축할 기획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정 자체가 바로 이 사정의 대상이 되는 회 

원들로 구성 된 총회에 서 승인된 사정 원칙을 기 

본정신으로 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며, 그들 자 

신이 선출한 사정위원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2년 또는 3년의 임 기 동안 사정 대 상으로 내맡 

기기 때문이다. 그러 나 사정위원회의 실태가 

「덴 페르마넨테」의 설립당시부터 완전무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초기에는 이사회와 협회 

간부들이 위선 마련한 전시 장 스페 이스를 채 우 

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모인 

물품들을 건축가인 방 (Jacob E. Rang) 과 박물 

관장인 슐츠 (Sigurd Schultz) 가 주 1회 씩 전시 

장에 와서 검열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서도 

특정물품 (예컨데, 담배와 쵸콜렛 생산업자, 

“Premier Ice Cream” 업 자, 니 일 센(M.H.Nielsen} 
의 틀이 둥)들은 사정 이 면제되는 특혜를 얻었 

다. 이 런 면제조치는 1943년 사정위원들이 이 

사회에 건의하여 수정되었고, 상대적으로, 신 

진공예가들의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건축가 방은 공예협회 (The Arts and Crafts. 
Association) 의 장인 묄 러 (Viggo Sten M011er) 
의 협력을 얻어 5년간 사정을 집행했디-. 1938- 
년에 는 팔메 (Anna Palme) 여 사가 예 술자문위 

원으로 위촉되어 일상사정업무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덴마아크 내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사정대상이 되게된 1939년에 이르러「덴 페르 

마넨테」는 사정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사회 

와 간부진은 전시회와 출품자들의 질서 를 유지 

해 야 했다. 가구공예 가인 크예 르 (Jacob Kjaer) 
가 품질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사정에 임 

한 것이 이 해이다.

1940년 이사회는 건축가 라쎈 (Morgens； 
Lassen) 을 사정위원으로 임 명하여 방과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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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전시품들을 검 열케 하였고, 3년 후에 

는「덴마아크 공예 및 산업 디자이너협히」의 

사정위원회가「덴 페르마넨테」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재심사하는 역할을 했다. 3명의 사정위 

원이 총회에서 선출된 것은 1949년의 일이며, 

그 후 1950년에 와서 실무위원 1명이 임명되 

었다.

1954년의 일반사정이 있은다음특별 임시총 

회 가 소집 되 어 일 반사정 (General censorship) 을 

폐 기 하는 원칙에 합의 하였 다. 사정 위원회의 

신임표결은 기대 18의 결과를 나타 냈었다.

1957년 총회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사 

정위원회의 사정원칙을 법규화하는 안을 통과 

시 켰 다. 사정법 규는 즉시 발효하게 되 었 다. 

그 결과 이듬 해에는 협회장이 보고서에서 “사 

정원칙을 규정하고 사정을 엄격히 하여 품질 

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 

나 판매적 응력을 가진 우수제품들이 전시장 

에서 실격, 추방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 

다.”고 밝혔다.

1962년「덴 페르마넨테」는 사정위원회를 규 

제 하는 정 관을 최 종적 으로 확정 하였 다. 이 에 

따라 사정위원회는 3명의 정위원과 4명의 전 

문위원 (2명 은 가구전문위원이고 다른 2명은 업 

종별로 선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듬해 협 

회 는 정 관 제 7조를 수정 하여 이 렇 게 적 었 다. 

“사정위원회는 상설전시회의 질을 예술면에서 

그리 고 동시 에 기 술면에 서 향상시 킬 의 무를 진 

다” *

그리 고 1967년에 는 나사가 더 조여 저 사정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정관 제3조에 이런 부분이 삽입되었다. “사정 

위원회 의 임무는 협 회 가 상설전시 장에 서 전시 

가능하다고 인정 한 회원들의 줄품작 중에 서 고 

도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가진 것들을 엄선 하 

는데 있다.

그 선택은 덴마아크의 공예와 응용미술의 경 

향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복잡하 

고 엄격한 재조정의 역사를 거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덴 페 르마넨테」전시 품이라면 ! ” 

하는 우량품 의식을 당연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표준을 측정할 수 없 

다. 예술형식은 끊임 없이 새롭게 개발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면에서 완전한 제품이 

라도, 一특히 실험적인 시작품의 경우, 그것 

이 예술성에서 반드시 완전한 법은 없으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 우수품을 선정 하고 불량품을 실격시키는 

일은 오랜 논의와 공정한 평가를 필요로 한 

다. 사정위원회의 임무의 대부분이 서로 다른 

집단을 조정하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위 

원과 출품자 사이 에 불가피하게 '부정 이 개 입 

될 수 있는 계기가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전통있는 기성공예가의 제품이 신진들의 그 

것 보다 우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고 젊은 층에게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은 결 

코 아니 다. 이 들은「준회원」으로서 1년간의 예 

비 기간을 가지 면 이듬 해의 출포성과에 따라 

정회원이 되는 명예를 갖는다.

1970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T 사정위원회」 

(Censorship committee) 란 명 칭을「심 사위원」 

(Jury) 으로 개칭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부결되 

고 말았다. 그 이유는 새 명칭.이' 너무 거만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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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haus 에 서 現代까；지

（1）

—現代 造形 - 디자인運動의 展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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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잔느의 遺産

4)—8) 發何學的 精神

9)-10) 機破技術의 發展

11)-12) 독일:E作連盟

13) Bauhaus 의 탄생

1) 近代의 모든 造形의 發想은 세잔느(Cbzanne)부터 라고 해도 결코 지 나 

친 말은 아니 다. 槍晝가 絶晝 그 자체 로서 自 律性을 회 복한 것 과 近代造形에 

發何學的 정신을 심어준 것은 분명히 COzanne 의 遺産이 기 때문이 다. 19世 

紀 後半 印象主義에 이르기 까지 槍晝는 視覺의 印象을 화면에 옮기는 것으로 

서 의 역 할로서 지 탱되어 왔다.

빛에 의한 變化를 쫓아 外界의 참모습을 걷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印象派 

에 회의를 느낀 세잔느는 事物의 本質은 一時的인 光派에 의한 表面現象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 라 不變하는 形態 속에 內在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같은 表面現象이 아니 라 形態 속으로 파고든 태 도는 自然을 構造的으로 파 

악할려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自然을 圓筒과 球와 圓推로 환원될 수 있다」 

고 한 그의 유명한 말은 곧 自然을 이처럼 構造的으로 볼려는 태도를 暗示 

시켜주고 있다.

自然을 構造的으로 볼려 는 態度는 자연 단순한 客觀的 現實의 再現에 서 벗 

어난, 自 然을 主觀的으로 解釋할려 는 의 도를 내 포하게 되 었 다. 自 然을 主® 

的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미 對象과 晝家와의 相對的인 관계에서 對象보다 

晝家의 편에 절대한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비록

반도스 부르크「세라믹 스퀘어」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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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이란 對象이 있드라도 그 對象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對象을! 

어떻게 晝面에 表現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세잔느가 선택한 自然은 이미 主題로서의 對象이 아니라, 모티브로서의 

對象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즉 무엇을 그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는가가 문제였다. ■對象의 의미는 ®面株序를 위한 단순한 매체 

에 지 나지 않을 뿐이 다.

세잔느의 만년의 작품은 造和있는 •面의 構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 다.

2) 具體的인 自然現實보다 晝面구성 에 치우친 경 향은 점 차 晝面 속에 서 現 

實的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自覺시켜 주었다. 여기에 세잔느 

가 남긴 槍•의 自律性의 회복의 단서가 엿보인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하는 

主題의 문제가 물러나고 포름과 色彩를 어떻게 線合하여 •面을 더욱 풍부 

하게 할 것인가하는 관심은 자연 現實的인 이미지를 벗어나고도 槍®가 존속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의 發見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槍晝는 具體的인 現 

.實이란 對象을 벗어난 槍晝 그 S體로서 獨§性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반도스부르크는 하나의 線, 하나의 色, 하나의 表面 以上으로 具體的인 

것은 다시 없다고 말하여 휴t# 그 자체가 가장 具體的인 現實이란 의미를 

강조하였다.

3) 세잔느의 構造主義的 관심에서 힌트를 얻은 큐비즘의 •家들은 晝面을 

더욱 철저한 平面 그것으로 還元시켰다. 거리의 表現’ 空間의 묘사에 필요 

한 明暗과 빛과 空氣의 表現은 일체 사라지고 오직 直線과 曲線에 의한 色 

面의 누적으로 몰고 갔다.. 線合的 큐비즘에 와선 세잔느의「圓維, 圓筒, 球 

體」는 平面的인「三角形, 長方形, 圓」으로 還元되어 槍®가 구체 적 인 이 미 

지를 빌리지 않고도 순수한 三角形, 長方形, 圓으로 장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이 와 같은 순수한 發何學的 圖形의 展開는 立體派 以後에 서 抽象 

主義에 이 르기까지 의 槍晝世界에 절대한 영향을 남겨 놓았다. 세잔느의 遺産 

은 이처럼 造形의 自律性의 회복과, 自然을 構造的으로 파악할려는 의도에 

서 脈格된 緩何學的 정신으로 남아난 것이다.

4) Bauhaus 역 시 이 처 럼 19세 기 에 서 20세 기 에 이 르는 造形의 過程에 서 

부터 그 準備가 潛在的으로 진행되 어 왔다고해 서 _괴히 틀린 말은 아니 다. 

Bauhaus運動이 開花하기 까지에는 많은 造形的인 準備過程이 지속적으로 잠 

재해왔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비록 과거에 연결 

된 縱的인 準備過程만이 아니 라 同時代의 橫的인 連帶過程에서 도 그것은 지 

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라도 정신적인 背景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큐비즘 以後에 등장한, Bauhaus 가 創立되 기 직전에 일어 난 

일 련의 경 향一즉 純쮸派 (Purism), 데 • 스틸 (De stijl), 構成派 (Constructivism) 

등은 주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5)큐비 즘의 晝家들이 그들의 視覺을 아직 도 완전히 '自然에서 독립 시키 지 

못한 그러한 무렵, 이러한 일련의 경향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 對象을 더 

욱 單純化 내 지 抽象化의 길로 몰아갔다. 造形의 純뿌性 내 지 S何學的 精神 

을 더욱 高揚시켰다. 그러면서 이들 제 이즘의 최대의 특징은 非運動이 

란 점 에.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Bauhaus 運動이 建築이 나 디자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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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De Unie”의 파사드（데 스틸 멤버였던 Johannes Pieter作 1922）

그 어느 것 의 독자적 인 展開라기 보다는 그러 한 제 장르를 線合하여 고 

도의 造形的 完成에 이 르는 것 을 目 的으로 한 것 같이 퓨리 즘이 나 데 . 스틸, 

컨스트럭 티 비즘은 다같이 發何學的 精神이 란 정 신적 인 유산 속에 연결된 너슈 

運動이었다는 점이다. .

소） 이같은 緩何學的 정신을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파리에서 일어난 

純쮸派 （Purism） 이 었다. 1918년에 서 로 만난 오장팡 （Ozenfant） 과 쟌느레 （J수 

nneret—建築家 Le Corbusier 의 초기 이 름） 는 공동으로「큐비 즘 以後j,（Apresle 
Cubisme） 란 저 서 를 발간하고 이 어 1919년부터 「새 로운 精神j（L, Esprit 

Nouve짜）를 장간하였다. 이 잡지는 25年에 폐간되기까지 槍晝와 建築, 彫 

刻, 丁藝, 音樂, 演劇, 社會科學에 미치는 광범한 분야를 다루면서 發何學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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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形에서 출발한 科學的 合理性을 전개시 켜 나갔다.「人間은 發M學的 精神에 

의해 活動하는 緩何學的 動物이다」고 주장할 정도로 槍®에 있어 힐체 감정 

적 인 요소를 배 제 하고 :r業化되 고 規格化된 生産物과 같은 位置로 槍晝를 

볼려고 하였다. ft晝도 기계제품과 같은 하나의 규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다.

自然對象物에서 해방되어 時, 空間에 얽매이지 않는 純뿌造形言語로서 

||晝를 •抽象化하였다. Bauhaus 의 실질적 인 背景이 되 었던 독일：E作連 盟의 

機關誌를 편집 했던 베 렌트 (W.C. Behrendt) 의 다음과 같은 意見은 새로운 技 

術과 새로운 材料에 의한 造形理念의 형성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해준 것이 

라 생 각된다.

「美的인 問題라 하기보다 오히려 構造的인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完成된 形式이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을 

在來의 美의 槪念으로 評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 

리들은 造形의 푸로세스, 形式에의 길, 즉 形式生成의 問題에 제휴되어 있 

어야 할것이다J

7)파리에서 純W派 宣言이 있을 무렵 전 유럽을 통해 이와 유사한 造形理 

念이 붕아되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緩何學的 精神의 유대를 

이름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構成 

主義(Constructivism)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레비치 (Malevich), 타트린 

(Tatlin), 가보(Gabo), 펩스너 (Pevsner)등에 의해 추진된 構成主義運動은 社 

會主義政策에 의해 비판을 받기 까지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친 러시 아의 

造形理念의 주축을 이룰 수 있었다.

타트린은 설계만으로 끝난 作品이지만「제3 인터내셔날 記念塔」에서 최초 

로 鐵과 유리를 소재로 한 建築을 설계하고 있으며’ 마레비치는 十字形과 

短形의 圖形만을 表記해간 禁飮的인 •面을 통해 槍®에 있어 일체의 연상 

을 제거한 科學的, 合目的的 기계미를 추구하여 造形과 기계生産의 문제와 

를 훌륭히 연결지 웠다. 마레비치는 이 보다 앞서 1913년에 槍晝의 絶對化를 

내세운 슈프레 마티 즘(Suprematism)을 주창하였으며 이 에 상응된「검은 十字 

架」「黑과 赤의 正方形」,「흰 布地 위 의 8개 의 短形」,「흰 布地 위의 黃色의 4 
角形」,「흰 布地 위의 적은 十字架」등 절대한 緩(可學的 圖形만으로 作品化 

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知覺하는 모든 事物은 面과 形體로 還元된 色彩의 맛스」란 그 

의 말은 緩何學的 정신의 高揚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8)「自然의 外觀은 變化하지 만 리 어리티는 一定 不變한다」고 말한 몽드리 

앙 (Mondrian) 의 말은 세잔느의 自然®과 아주 유사한 점을 시 사해 보여 주고 

있다. 自然을 構造的인 덩어리로 볼려는 그의 생각은 종국엔「字fi와 個人 

의 三元論的 均衡」이 란「水平線과 垂直線만으로」조성된 抽象世界를 창조하 

는데 이르렀다.

오란다에 서 일어 난 데 • 스틸 (De stijl) 은 이 와" 같은 몽드리 앙의 정 신에 서 발 

달되 어 반도스부르크, 반돈케 로등 晝家들과오우든, 리 드펠드, 에 스테렌 등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1917년엔 기 관지 (De stijl)를 발간하므로서 그대 로 新樣 

式運動으로서 R開되었다. 특히 이 운동은 1920년 파이 닝거 에 의해「De stijl 
誌」가 봐이 말 • 바우하우스에 소개되 면서 , Bauhaus 와 가장 밀접 한 연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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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tijI 誌의 내면 表紙 (1917년 발간) Bauhaus 의 表紙

만들었다.

9) 이상의 造形運動이 숙명적으로 遺遇하게 된 生産技術 내지 機K技術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純釋한 世界의 造形을 機«文明의 한 發展 속에서 볼려는 

태도를 가져오게 하였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生産革命을 경계로 한 生®技 

術의 手T業형 태에서 기 계기술에로의 변질은곧造形에서의 現實的 이미지를 

배제하고 순수한 緩何學的 圖形에 의한 造形性만의 추구와 공동의 보조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하학적 도형의 전개는 기계기술 

의 상징적인 진보에 호응한 기호로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 새로운 機WT業의 製品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어필한 것은 185.1 년 

런던서 .열린 제 1회 世界萬國博覽會 때부터라고 말해진다. 이 때 처음으로 사 

람들은 기계가 갖는 놀라운 可能性에 자못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고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手丁業的 生産方法에서 機K的 生産方法- 

으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技術과 材料의 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새로운 材料는 새로운 形態를 만든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있어서도 그대 

로 적 용된다. 手丁藝的인 傳統的 形態는 파괴 되 고 새 로운 技術과 材料에 어 

울리는 形態가 創造되었다. 이와 같은 形態의 新案은 분명한 에포크的인 

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최초의 時代的 계기를 획득한 것은 역시 産 

業革命을 가져올 수 있었던 英國이었다. 英國에서 발달된 새로운 造形의 方 

法은 유럽'大陸 全域에 파급되어져 갔다.

11) 19世紀 末에서 20世紀 初에 걸쳐 獨逸이 현저하게 丁業生産이 증대하고 

기계기술이 발전하며 여기에 상응하여 새로운 建築과 디자인의 樣式이 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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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 것은, 일찌기 英國의 '새로운 機KX業과 그에 따른 새로운 造 

形의 創造를 재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럽大陸 內에서 가장 빨리 先進 

國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직접적 背景도 실로 여기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독일 내에서 그 具體的인 움직임의 선단은 역시 1907年에 結成된 독일T作 

連盟 (Das Deutshe Werkbund) 의 創立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X作連盟의 

結成으로 인해 지금까지 독일 내에서의 디자인分野에 있어 한 에포크를 지운 

계기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藝術 • T業 • 手T藝의 協調에 의 해 當®問題에 대 하는 敎育宣傳 및 態度; 

表明을 통하여 X業製品의 向上」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X作連盟이 

갖는 독특한 理念을 엿볼 수 있을젓같다.

즉 단순한 X藝運動이 아니라 藝術家, 丁業家, 手T藝家，販賣業者를 結 

集함에 의해서 여러 측면에서 디자인의 近代化를 추진시켜 나갔다는 점이 그, 

것이다. 藝術과 技術과의 제휴, '藝術家와 販賣者와의 연결은, T作連盟의〕 

目標인「丁作勞動을 一般의 文化勞動」으로 끌어올린 것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美術과 T藝, 판매자의 최고의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자연 生産 

品은「質의 . 向上」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그것은 단순한 質을 넘어서 量 

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規格化의 길一즉 國際的인 樣式 

(International Style) 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였다. ,

12) 최초 영국에서 발생된 美術丁藝運動은 英國의 先進文明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든 독일에 가장 현저하게 開花될 수 있었으니, 그것은 X作連 

盟과그것 의 脈終 '속에 나온 Bauhaus 의 탄생 이 그것 이 다.

美術X藝運動에 의한 I業製品의 品質向上에 가장 열을 올린 나라는 독일 

연방 속에 서 도 Weimar 에 수도를 둔 샥센 • 와이 말 • 아이 젠앗하大公國이 었 다. 

와이 말이 란 도시가 美術T藝運動이 일어날 특수한 여건은 없었으나 文化的 

으로 가장 성숙한 時期에 놓여져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거기다 다른 연 

방국가들보다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가 

장 들어 난 하나의 例로서, 丁業製品의 水準을 높이 기 위하여 벨기에의 앙리 

• 반 • 데 . 벨데를 예술고문으로 초빙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벨데는 英國의 모리스의 藝術思想과 造形運動을 유럽大陸에 소개한- 공로 

자로서, 최초로 技術과 藝術과의 유기적인 유대 속에서「以前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美의 特質」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기차와 증기선과 기 계 등 技術的인 

所産, 또는 I業生産品인 大量産品도 藝術的所産과 같이 아름답다고 인정한 

것도 그였다. 이처럼 Bauhaus의 理念의 싻은 벨데의 思想 속에서도 잠재되 

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3) 1902년에 벨데가 開設한 私設T藝學校인「丁藝세미 날」이 1906年 大公 

立T藝學校로 發展해가는 過程에서도 역시 Bauhaus 의 준비과정은 찾아진 

다.

이 학교는 藝術家와 丁藝家와 製造業者와의 긴밀한 유대에서 존립될 수 

있었던 丁房중심의 敎育체제로서, 이러한 敎育시스템의 좀더 적극적인 발전 

단계가 Bauhaus 란 새로운 敎育기관을 탄생시키 게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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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1980년대의 수출목표인 100억불 

달성올 위하여 전 산업계가 경주하고 있다.

지 금까지 우리 나라 수출량의 40 % 를 차지 하고 . ： ；쪄 

있던 섬유업계는 세계 각지역의 퀴타(Quota)문 ；昌 

제와 원료사정의 악화 둥으로 상품의 계열화 '，혀 

는 물론이거 니와 기존 상품도 가격을 더 받을 J 
수 있도록 고급화를 기 하게 되 었다. 지 금까지 ' . 셔 

섬유제품 중에 남자 기성복은 많이 수출 되었 '셔 

으나 여자 기성복의 수출은 아주 미미하였다. ..
상품의 계열화, 고급화 멏 신규상품을 개 * ' 鸣

척하려는 이 때에 여자 기성복과 장식품 

(Accessories) 이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부각케 

되었다. 이 논문의 취지는 외국시장 특히 미 

국의 백화점과 같은 의류소매상을 중심으로한 

여자용 의류와 섬유로 된 장식품 등의 횃션 

(Fashion) 과 디자인 (Design) 형성과정을 고찰 

하고 여자용 의류수출 진홍과 관련된 디자인 

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II

여자용 의류나 장식품을 생산하는 제품업자 /

나 직 접 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가격 (Price), 품질 (Quality) : 
및 유행 (Fashion) 이 다. 이 세가지 요소 중 가 

격이나 품질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우 , 

이 세 웅
동아염 직주식 회 사 상무이 사

고 있으나 유행성은 다소 예측은 할 수 있어 

도 완전히 자신을 할 수 없는 가변성 요소이 

다. 그•러므로 여자용 의류나 장식품과 같이 

유행성을 민감하게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의 

류 제품업자나 소매상들은 다음에 4가지 사항 

에 대하여 항상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

1 . What are “high style" will be. In other 
words, what Paris is approving and 
wearing and using, and what changes the 
styles of the moment fore shadow.

2 How these . styles must be modified to 
suit his own customers.



3. What colors, fabrics, shapes, and sizes 
will be popular.

4. Where and when he can buy the right 
goods at prices that will allow him to sell 
them at a profit.

그러면 의류 소매상 뿐아니라 제품업자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횃션 (Fashion)은 무엇 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횃 션 이 라는 단어 를 정 의 하는 데 는 여 러 가 

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Style)이라고 정의를 내틸 수 

있 다. 마아케 팅 용어 로 정 의 한다면 소비 자에 

계 어필 (Appeal) 할 수 있는 색깔 및 모양의 

배합 (Mix) 이 잘 이루어져 판매의 지속성이 최 

소 경제 단위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힘 

(Attractiveness) 을 말한다.

인간은 자기 가 입는 옷이 나 장식품에 대하 

여 한 가지에 만 만족치 않고 곧 실증을 느끼 

는 습성이 있으며 항시 미 가 있는 변화를 추 

구한다. 이러한 새롭고 더 아름다웁게 꾸밀려 

는 욕망을 충족시 켜 주는 것 이 횃 션이다. 대 

부분의 여자들이 횃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으나 지 역 적 제 한성 및 경 제 적 여 건 등으로 인 

하여 횃션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횃 션이 라는 용어와 스타일 (Style) 이 라는 용 

어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면밀히 

검토하면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다음의 例로서 설명할 수있다. 

한동안 여 자들이 바지 를 입 는 것 이 유행 하 

였으나 금년 가을부터는 다시 스커트로 되 

돌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 스 

커트의 모양이 한동안 유행하던 미니모양이 

아니고 1940년대에 유행하던 모양에다 앞이 

길게 트인 스커트가 유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 시즌에는 40년대의 

스카트가 다소 변화된 생김 생김이 되어 인기 

가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한동안 유 

행한 미니스커트나 40년에 유행하던 모양의 

스커 트를 하나의 스타일이 라고 부르며 금년 가 

을부터 유행할 모양의 스커트를 횃션이라고 

부른다. 역시 횃션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보그 (Vogue) 와 홰 드 (Fad) 란 단어 가 있 다. 보 

그란 말은 어느 시점에서 볼 때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는 힘이 강한 스타일이나 경제적 지역 

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말하며 홰드는 일 

반 대중에게 어필하는 힘은 없으나 특별한 계 

층의 사람들에 게 짦은 기 간등안 유헹하는 스 

타일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계틍이라 함은 

빈부를 뜻하지 않고 사회계통이 나 어 떤 목적 

하에 모인 그룹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스타일은 일정한 주기 (Cycle)를 가지 

고 있다. 한 종류의 스타일이 홋션이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미 가 있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그 스타일의 횃션은 

지나게 된다.

그러 나 스타일 자체는 일정한 주기 를 갖고 

원래 모양에 다소 가미가 되어 다시 유행케 되 

는 것이 특징이다. 40년대에 유행하던 스커트 

가 금년 가을부터 다소 모양이 변형된 스타일 

이 유행할 것 둥은 좋은 예이다.

디 자인 ①esign) 이 란 용어 는 이 러 한 횃 션 의 

기반이 되는 스타일을 구상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미가 있는 변화를 창조하 

는 것이 디자인이다. 그 디자인이 창의한 스 

타일이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고 최소 경제단 

위 기간등안 판매 되면 햇션이 되는 것이다.

III

의류 제품업자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Stylist 나 Fashionist 라는 직 책을 두어 그들의 

임무는 순전히 소비자의 기호가 어떻게 변하 

는가를 연구 관찰하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단순히 

미적 감각을 갖고 미가 있는 변화를 찾는 인 

간의 등향만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책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관찰한 동향을 경영충에 

보고하면 그 경 영 충은 사업 적 인 판단을 가미 

하여 디자이너에게 이러이러한 경향의 움직임 

이 있다는 아이 디 어 (Idea) 를 가르켜 주면 디자• 

이너는 그 아이디어오］•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 상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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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독립된 디자이너가 자기가 창의한 

스타일을 의류제품업자나 백화점 둥에 판매하 

는 경우가 있으나 파리에 위치한 몇몇 디자이 

너 외에는 대부분 제품업자나 백화점 둥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다.

디자인의 소재중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 

리 (Paris) 의 동향이 다. 파리 는 루이 시 대 부터 

미술과 문학의 중심을 이루었고 세계적으로 

교통상의 중심을 이루어 수많은 디자이너의 

배 출 근원지 가 되 어 왔다. 그러 므로 파리 에 자 

리잡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햇션의 절 

대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러한 디 자이 너 들의 작품중 90 % 정 도는 제 품화 

되 어 소비 자에 게 소개 되 지 못하고 나머 지 10% 
정도만이 현실화 되 는 실정 이 다. 파리 가 새로 

운 스타일의 발상지로 가능케 된 큰 원인 중 

하나가 파리를 중심으로한 이 탈리 아 및 스위 

스 둥으로부터 각종 원단 (Fabric) 의 공급이 가 

능 하였 기 때 문이 다.

세번째로 중요한 디자인의 소재로는 사회적 

으로 저 명 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과 기 호이 다. 

현대 사회에 와서 사회적으로 저명하다면 경 

제력이 크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이러한 층의 

사람들의 기호 변화에 따라 그 당시의 횃션이 

크게 잉향을 받는다.

마지 막으로 중요한 소스는 그 당시 • 사회 전 

반적인 무드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 

건의 영 향을 소재 로 한 스타일의 발생 이다. 

例를 들면 전쟁의 무드가 감돌고 있으면 침침 

한 색상이나 검소한 스타일의 옷이 유행하고 

평화와 번영의 무드가 지배하고 육체의 노출 

을 중시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세계 곳곳에서 

밝고 명랑한 색상의 활용과 대담한 스타일의 

의류가 횃션을 이루고 있다. 작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하여 여 

자용 기성복과 장식품 둥이 중국의 고유 스타 

일을 모방한 모드가 한동안 횃션을 이룬 것 등 

은 좋은 例이 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스까 고분 발 

굴을 계기로 하여 한등안 스커드 둥은 고분을 

소재로: 한 스타일이 유행할듯 하였으나 그 후 

고분 발굴에 관련된 사람들이 차례로 불행을 

당하게되자 고분에 관련된 소재를 사용한 장 

식 품둥은 판매 가 갑자기 떨어 졌 다. 분명 허 아 

스까 고분 발굴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충격 적 

인 사건이었으나 그 후 사태로 인하여 비록 스 

타일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충격적인 

사건이 의류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좋은 例이다. 미국에서는 60년대에 남자 

용 옷에 소위 네 루 자케트가 유행 하였 다. 이 는 

네루 수상의 옷을 모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이루어 횃션을 만든 좋은 例이다.

Stylist 나 Fashionist 가 수집 한 정 보를 가지 

고 다시 Designer 7} 하나의 새 로운 美를 창조 

하여 일반 소비자로부터 호감을 받아 횃션을 

이룬다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이너 

의 일은 학문이요, 판매 기술을 발휘 하여 그 

스타일의 판매를 이룩하는 과정은 산업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IV 우리 나라의 형편

세계 여러 지역 과 비 교하여 볼 때 서 울과 같 

이 여자용 맞춤집이 많은 곳도 드물다고 본 

다. 다소 상가가 있는 곳이면 드레스 싸롱이 

라고 간판을 붙인 곳이 눈에 뜨인다. 많은 사 

람들이 서울에 드레스 싸롱이 있는 만큼 디자 

이너도 많을 터인데 여자 기성복이 왜 수출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시 하곤 한다.

상기에서 횃션과 스타일의 차이를 설명한 바 

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양장점을 경영하 

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정통적으로 말하는 

디 자이 너 가 아니 고 외 국에 서 이 미 발표된 스 

타일을 모방 내지는 가미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디자이 너도 아니고 스타일리스트도 아닌 

계층의 사람들이다.

더우기, 스카프와 같은 장식품 업계의 형편 

을 보면 완전한 모방에 그치는 형편이 다. 한 

가지 스타일이 창조되려면 그 이면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하다.

여자용 의류나 장식품의 수출이 부진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다 

음의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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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리와 같은 새로운 스타일이 창조되는 곳 

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어둡다.

현대의 시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외국의 의류 제품업자는 파리의 디자이너들 

에 의하여 시즌 전에 발표되는 스타일에 대하 

여 즉각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나라 

는 지역적 장애와 언어 및 비옹 관계로 파리 

'와 같은 중심지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어둡게 

되어 시대성올 갖지 못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낄 기회 

가 없으면 차선책은 서적을 틍하여 정보를 얻 

는 것이다

그러나 고작 우리 나라에서 구독할 수 있다 

는 책들이 명동 국제우체국 앞 뒷 골목 양서 

파는 곳 뿐이니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막연한 

형편이다. 구독할 수 있는 책들도 시효성이 

지난 것이 대 부분이 고 훌륭한 책 이 가끔 나오 

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여 볼 형편이 

못되곤 한다.

외국에서는 현대의 시기를 주제로 한 영화 

가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하는데 큰 몫을 차지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영화도 

2년 때로는 외 국에서 시 영된지 몇년 후에 소 

개되므로 영화와 같이 동적이 며 실감이 있는 

매개체도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② 디자이너의 교육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

디 자이 너 는 새 로운 것을 구상하여 현실화 하 

는 창의인이 다. 현대와 같이 모든 것 이 복잡 

하고 인간의 상상력이 비약하는 시대에 소비 

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구상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다. 즉 디자이너의 자 

격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 

라에는 복장학원 둥이 많이 있으나 일부를 제 

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고교 정도의 기초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또한 복장학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대부분 

재단이나 색상 배합관계 둥 기초과목이므로 

이들로부터 美學 및 심리학이 응용된 스타일 

을 구상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물 

론 훌륭한 디 자이 너 가 반드시 고등교육을 받 

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천성적인 소질이 

있어도 제대로 가꾸고 훈련올 받을 기회가 없 

으면 천분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 

기 때문이다.

③ 원단 (Fabric) 의 다양화가 부족하다

현재 수출용 원자재 목적 외에 일반 소비자 

사용이나 여자 기성복과 같이 소량씩 여러 가 

지 원단을 필요로 하는 여자 기성복 수출업계 

는 아무리 좋은 스타일을 구상하여도 그 구상 

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도구인 원단이 없으므 

로 곤경에 처 하여 있다. 전장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파리가 새로운 스타일의 본 고장이 된 

원인도 각증 원단의 수입이 가능하였기 때문 

이다.

V 진흥방법

여러 가지의 여자용 기성복과 장식품의 수 

출업계가 모색하여야 할 방안은 너무나. 방대 

하고 막연하다. 더우기 •여자용 의류의 횃션 

기간이 짧아 외국에서 스타일을 제공하고 우 

리 나라에서는 봉재만 한다고 하여도 실패할 

위험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여자 의 

류 수출업계가 시급히 서둘러 채택하여 

야 할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 를 제 안한 

다.

① 해외 횃션에 대한 정보기관을 활용하여。卜 

한다

우리 나라 디자인 계의 형편에서 언급하였 

드시 우리 나라는 해외 정보에 어둡다. 일반 

상품에 관하여는 무역진흥공사의 수출정보센 

터 둥이 있어 체계적 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나 

횃션관계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필자가 근 

무하는 회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일 

본 시 장에서 실크 스카프에 스타일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처음 개발 당시에는 

실크 스카프가 수출 상품으로 좋겠다 하는 비 

지네스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패턴 스타일 관계 구상은 막연하여 개발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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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 나라 고유의 소재■ 개발하여야 한다

® 디자이너의 해외 견학 제도■ 장려하여Qg
한다

루고 있던 중 디자인포장센터의 기술적인 협 

조와 스타일의 제공으로 크게 성공을 보게 되 

었다. 즉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비지네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디자인포장센터는 훌륭 

한 스타프 디자이너와 해외 정보를 동원하여 

하나의 수출상품을 개 발하는데 성 공한 것이 다. 

의류 수출업계는 이러하 전문화된 기관을 활 

용할 때 크나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항시 

기술이나 스타일 구상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 

요하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의 

색깔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하늘의 색깔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보가 

어둡고 색상에 대한 뉴앙스가 다른 우리 나라 

에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소재를 개발하여 해 

외 에 소개 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 이 다.

이러한 우리 나라 고유의 소재 를 개 발하려 

면 디자이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디자인포장센터와 같은 기관이 중심이 되어 

개발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설: ；； 

치하여야 하며 이미 발표된 스타일이나 소% 저 

를 다른 특허와 같이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Y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 성격을 띄우고、:;

전문화된 기관인 디자인포장센터가 주도적 역 

할을 하여 야만 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斗 

라의 고유 소재를 개발한다고 하여도 요국 소- 

비자들의 취미에 맞게 응용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

그러므로 많은 디자이너가 해외에 연수하• 

여 그 지역의 풍습, 습관 둥 지역연구에 대 

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수출 대상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추상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 

라의 고유의 것만 주장하나 외국의 문물과 융 

화가 되지 않은 구상은 현실화될 수 없는 단 

점을•갖고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 - 디자인 개발로 

수叠목표 달성하자



디자인과 現代生活의 意味

李 大 源
弘益大美大學長

디 자인의 語源이 Latin 의 designare(데 지 그나레) 에 서 연유된 것은 주지 의 

사실이 나 그 뜻하는 바는 소위「指示한다」는 의미로서 混沌 (Caos) 의 상태에 

대해 一定한 意圖에 따라서 事物을 정돈하여 一定한 秩序를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어진 秩序라는 것은 形式의 의미이지 반드시 圖面이나 模型같은 

•造形의 의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디자인이 

라고 하면 보동 後者를 의미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그 사용된 영역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그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例를 들어서 繪畫에 있어서 

Dessin 이 라고 하면 索描를 말하고 建築에서 디 자인이 라고 하면 設計를 뜻하 

고 洋裝에 서 디 자인이 라고 하면 Styling 말하는 것 이 다. 그러 나 보통 사용 

되는 용법은 具體的인 것을 만들기 위한 形式으로서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 

으로서 이러한 廣義의 의미에서의 디자인은 어떠한 効果를 가진 하나의 정 

돈된 全體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분을 서로 連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물 

건을 만들기 위한 形式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디자인은 建築, 工業 • 工業製 

品 둥의 제작에 널리 쓰여지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즉 디자이너 (Designer) 
인 것이다. 보통 純粹藝術에 있어서는 디자인은 創作過程 그 자체라고 해석 

되는 수가 많으나 工學技術에 있어서는 적당한 槪念이나 경험을 具體化한 

간결한 記錄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建築이 나 工業디자인에 있어서는 디자인 

의 創作的인 면과 工學的인 면이 겹쳐져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중요한 요소 

를 망각한 디자인은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生活과는 거리가 멀어 

지게 마련이다. ,

근래에 와서 혼히 디자인이라는 用語는 매우 새로운 것 같은 감올 주지마 

는 실은 그 語義 그대로 우리 人間의 歷史와 함께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穴居住居 •土器 • 石斧 • 石劍 둥의 생활용구에 이르기 까지 人間 본래의 디자 

인 精神에 따른 生活의 合理化가 지금과 程度의 차이 가 있었을 따름이지 엄 

연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당시의 人間의 지능 文明의 발전도의 범위 내에 

서 는 오랜 經驗과 그 使用目 的에 따라서 効率的으로 디 자인 되 었 다고 볼 수 

있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의 一例로 보아도 新羅 • 高麗 •李朝의 陶工들은 匠人 

으로서, 即 디자이너로서 時代的인 相異한 社會的인 與件下에서 그나름 

대로 우리 先祖들의 生活欲求를 充足시켜 주었으며 오늘에 와서 우리들이 

자랑하는 工藝美術品으로 받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훌륭히 디자인 

된 生活용구로서 받아드려 졌던 사실올 잊어서는 안된다. 陶磁器 뿐만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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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많은 金屬工藝品이 나 木工藝品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며 그들은 오늘 우리 

가 요구하는 디자인의 要素, 機能性 또는 効率性 같은 것을 그 당시로서는 

具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工藝美術品의 優秀性을 뒤늦게나 

마 再認識하고 이를 계승하고 새롭게 發展시 켜야 한다는 問題點을 惹起시키 

게된 것도 이러한 점에 연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匠人으로 賤待를 받았던 우리들의 선조 디자이 너들은 오늘날의 디자 

이너들과 비교할 때에 그 素朴性의 이미지에 있어서 別個의 것으로 착각 

될지 모르지 만 그들은 훌륭한 디자인 精神을 구현한 디자이 너로서 손색이 

없었으며 그 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豊足하게 만들어 준 의미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한 바는 近代 디자이너들에게 솔색이 없다꼬 보아야 할 것 

이다.

&러한 우리 나라의 과거의 디자인 精神은 近代에 와서 西歐의 急激한 디 

자인의 발전과 그 영향의 물결을 避할 도리 가 없게 되 었으며 이에 따른 여 

러 가지 問題點을 초래 하게 되었다.

近代디 자인이 특히 西歐에서 論議되기 시 작한 것 은 18世紀 末 產業革命이 

이러난 뒤의 일일 것이다. 英國의—!혼소의였던黑릐어—보라스曾坦쯔핀 

Morris 1834〜1896)는 產業革命에 따른 機械生產에 의한 大量S효 副作用 

으로 오는 비극을 보고 人間生活의 尊嚴性을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藝術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밑에서 추악한 機械製品에 성 실한 手工藝 

(Handicraft) 의 復興을 도모 하였으며 고틱 (Gothic) 復興의 풍조 속에서 中世 

主義를 강조하고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오늘의 英國美術이 民族生活과 密有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것을 

생각할때 Morris 의 영향이 컸던 것上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一는 이러 

한 점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美術家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工藝運動 

(Arts and Crafts Movement) 일으켰던 것이다.

또한그는 美術家만이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美術家들은 

產業革命으로 인해 잃어버린 礬團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W다는 것이 그의 

信條 였었다.

그러나 Morris 의 藝術的 浪漫主義는 技術을 否定하고 裝飾性만을 강조하 

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는 工業世界의 새로운 요구에 應할 수 없 

게 되었지만 近代 디자인 精神의 발달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계기를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Morris 의 영향의 결함을 극복한 것이 19世紀末의 技術의 약진이었 

으며 1855年의 나이 아가라 (Niagara) 의 吊脚 屿88年의 에 펠塔, (EfFel Tower) 
1889年의 Paris 萬國博覧會와 같은 技術的인 大構造物을 구축해 낸 工業技術 

者들은 Morris 가 부르짖은 藝術的인 面보다는 오히 려 여 기에 대항해서 새로 

운 디자인 曬念을 설정해 냈던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디자인이라함은 材料 ' 

를 有効하게 사용해서 機能을 合理的으로 충족 시켜주는 生產性을 의미했던 

것 이 다. 이 렇게 Monis 의 Arts and Craft Movement(工藝運動)와 技術者들 

의 合理主義와 서 로 對立하는 흐름 속에 서 하나의 妥協의 必要性이 모색 되기 

시 작한 것 이 디三，：

이 때에 獨逸에서는 震質生產을 지향한 建築家와 工藝家의 聯盟인 獨逸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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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聯盟 (Werkbund-D.W.B) 이 조직되어 폐 터 베에 렌스 (Peter Behrens, 獨. 19, 
68〜1940)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創造에 의한 美術과 工藝의 調合이 機械의 힘을 통해서 이 

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새 로운 운동은 獨逸 뿐만이 아니 라 英國 •瑞 

典 - 和蘭같은 나라에서 도 받아드려 지 게 되 었으며 그의 제자였던 봘터 그로 

피 우스 (Walter Gropius) 는 P. B아irens 의 정 신을 받아들여 1919년에 유명 한 

바우하우스 (Bauhaus) 를 봐이 마르 (Weimar) 에 설립 했고 그는 美術과 工藝의 

總合을 建築이라는 全體 속으로 總合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Bauhaus 
는 나치스의 二次世界大戰으로 중단되 었으나 (1933) W. Gropius 를 비 롯 

해서' 이 운동에 참가했던 유능한 디자이 너들은 그 후 美國으로 건너가서 

Bauhaus적 교육운동은 다시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으며 그 기본이념인 증대 

하는 機械文明의 人間化사lumanize) 라는 슬로건은 学代다잔이읜 發慢이 라고. 
도 할 수 있으며 形態 (From)는 知性에서만 생 기 句彳WWW7T裔涯活의 

慾求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個人과〜大衆 空間과 時間에 밀접한 관 
계를 지니며 어디까지나 우리 人間生活의 精嬴的 物質的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것이라야만 할 것이다. 창조적인 現代디자인은 科學을 藝術로 昇化시키 

게 하였으며 오늘날 船舶-航空機-汽車 둥으로부터 家具• 食器•電氨用品 

에 이 르기까지 의 새 로운 감각에 영 합된 現代디 자인의 源泉을 바로 Bauhaus 
의 기본이념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공헌을 높게 평가하지 露을 수 

없다.

한 편 美國의 現代디자인의 발전에 있어서의 과정은 오늘의 디자인의 새로 

운 局面을 고찰하는데 도움이될 것이 다. 즉 美國의 經濟恐慌時期(1930년대) 

는 美國에 있어서 하나의 스타일링 (Styling)을 낳게 했으니 이것은 제품의 

외관에만 치중하고 機能과 性能과의 有機的인 관련성을 갖지 않고 있는 새 

로운 디 자인의 變種으로서 Bauhaus 의 기 본이 념 을 고지 하는 사람들에 게 는 지 

나친 商業主義的이고 機會主義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지만 이러한 美國. 

의 Stylist들의 디자인 중에는 肯定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들도 많았던 것 

이 다.

이 문제는 現代디자인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최근에 英國의 레이너 밴험 

(Reyner Banhum) 같은 사람은 美國의 Styling을 일종의 民衆藝術이라고까지 

긍정하는가 하면 반대로 獨逸의 토마스 말도나도 (T. Maldonado) 같은 사람 

은 現代의 디자인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 즉 造形, 經濟, 技術을 생 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藝術적 造形적 요소만을 주장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現代經濟에 있어서의 自由競爭體制下에 있어서는 製品에 부단의 변 

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항상 

造形面에 있어서만 이루어저야 한다는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Styling이거 나 Good design 이거 나 하여간 外觀의 造形만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時代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디자인은 造形과 함께 늘 經濟와 技術이라는 큰 요소 

가 함께 있어서 이 세가지 요소를 여하히 調整 總合하느냐 하는 문제가 디 

자인의 主眼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디자인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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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를 總合하는 일이라고 생 각한게 되었으며, 그는 디자이너의 역할 

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보고 있다. 족%期에는 企劃者로서의 디자이너로, 2 

期에는 造形을 담당하는 藝術家로서의 디자이너로 그리고 3期에는 각방면의 

專門家와 협력해서 生產과 消費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구를 調整하는 總合

者로서의 디자이너로 발전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렇게 최근의 디자인은 消費者측의 요구를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市場調査나 購買動機調査 둥의 소위 앙케이트방식은 과학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는 정 보이 론울 비 롯해서 行動 • 知覺心理學 • 記號學 둥이 

도입되어서 需要와 慾望의 과학적인 연구가 함께 광범위하게 이루어저야 할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生產面에 있어서는 生產性의 향상과 製品單價의 引 

下와 아울러 品質改善이라는 面에서 ♦모든 可能性이 고려되게끔 디자인이 보 

조를 맞추叶야-하게 되었다. 이렇게 現代工業은 단순히 제품의 化粧을 목적 

으로하는 생 각으로부터 이 탈해 서 일정 한 計劃, 設計에 의 한 제 技術의 調整 總 

合이라는 한충 本質的인 영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으로 보 

아 최근의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도 이러包 시대적 조류와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韓國의 경우에 과연 이러한 西歐의 급격한 디자인의 발전을 얼마만 

큼 吸收 消化시 켰느냐 하는 점은 과거 36년간의 日 帝 통치, 해 방 후의 혼란, 

6. 25동란 둥의 공백 기를 거쳐 1950년 후반기에 이르러 비로서 現代디자인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인식과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 

며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활발해진 공장생산품과 아울러 貿易의 발전에 

따른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商品競爭은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새 

로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그 절실한 긴요성이 급격히 느껴지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배출된 우리 나라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西歐의 現代디자인의 정신을 바탕으로한 디자인을 수행해 왔다 

고 볼 수 있으나 過渡期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언급한 디 

자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한 소위 機能과、効率과 유리된 外形적 인 造形에 그 

친 디자인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淤졋인 후진성올 

자인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근래에 우리가 이룩한 급気盲인 生產발전 

과 아울러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급속히 그 후진성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중 

요한 문제 이 며 나아가서 는 현 대 韓國人의 生活을 중족시 켜 주는 새 로운 디 자 

인의 출현이 이루어지므로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近代化가 성취될 것이 

고 세계적인 디자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새로운 韓國의 現代 디자 

인이 국제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나라의 과거문화를 고찰할 때 대개 그 문화발전 단계에 있어서 외태 

문화의 도입, 모방으로 시작해서 이의 吸收 同化로서 고유의 문화 발전을 이 

룩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니 디자인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발전단 

계 를 따를 것 이 분명 하나 時間과 空間이 나날이 단축되 어가는 현세 계 의 정 

세하에서는 그 발전속도도 급격할 것이 분명하며 우리가 독창성 있는 韓國 

의 새로운 디자인을 이룩할 날도 가까운 장래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국 디자인의 발달은, 즉 우리 나라 고유생활의 발달올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활을 떠난 디자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디자인의 발달없이 또한 생활 

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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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人의 디;斗인

— 木彫디 자인 一

(8)

우리 는 아프리 카洞窟繪畫가 보여주는 아프리 카人 特有의 表現技 

法의 多樣性과 그 풍요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 

기서 이 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즐겨 다루며 日常을 通해 表 

現해 내고 있는 木刻品들의 디자인要素에 關한 것이다.

아프리카人들의 木刻用具들은 다른 물질에 의한 表現作渠보다도 

우리 의 주목을 끌게하는 패 턴요소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 는데 이 

는 그들의 表現態度가 一般的인 欲求에 의해 아무런 意味없이 表現 

하는데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木彫刻品들은 單純性과 有用性을 그들의 表現基調르 하 

고 있는데 木造表面의 裝飾的 처리와 單調로운 表現性은 우리에게 

항시 친근감과 여 유를 갖게하는 패 턴과 훠름으로 表出되 고 있 다.

寫眞①의 Mass 는 中心部의 몸체 를 兩分하여 두개 의 動體로 커 팅 

彫刻한 피턴으로 美와 調和를 연결하는 作業을 通해 安定된 調和美 

를 보여주고 있 다.

•5 8-



(1)

나무로 된 用器나 그릇들（寫眞②）은 이러한 그들의 調和美에 얹 

혀 아프리카人의 패턴이 지니는 最大의 壯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用器의 表面에 彫刻되어 있는 紋樣들의 흐르는듯한 디자인들은 

현격한 프로포션과 숙련된 彫刻手法에 의해 목과 밴드 부분을 스스 

로 균형잡히게 하고 있다. 이는 오늘의 인상적 이며 심풀한 디자인 

에 多大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彫刻되는 디자인의 表現形態〉

아프리카人들의 木彫刻品들은 항구불변의 美와 견고性을 지니는 

木材를 그 材料로 택하고 있으며 作業은 熟練된 그들의 크래프트맨 

쉽과 自律的 目的에 의해 多樣한 종류의 디자인들을 创出해 내고 

있다. .

이것은 실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에어리어를 넘어서는 根源 

的인 美의 探究가 아프리카人의 世界에는 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大多數의 木刻品들은 自然과 物質性을 最大限으로 살려 

그 目的에 있어시는 祭式과 崇拜儀式으로 使用되어지고 있기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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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한 일과 目的으로 

조각되 거 나 또는 그들 內部의 虛의 空間을 장식 하기 위한 象徵主義 

的 性格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아프리카 木 

彫莉들은 한조각 한조각이 美와 그들의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美學的 센스로 잘 알려진 民族인 아이보리 코스트의 Baule 
族이 만든 물고기 들로 조각 장식 한 木門（寫眞③）이 그것 이 다.

이 木門에 필리프로 彫刻된 물고기는 自然主義的인, 그러면서도: 

中國美術이 지니는 熟鍊件과 形態面에서의 연관성을 느끼게 하고 ; 

있는데 委商 릴리프의 텍스튜어는 능숙치는 못하지만 照明없는 大 j 

地와의 環境에서 물결이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关의 調和를 이루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손의 作業을 通해 이루어지는 綜合的 効果는 우리들이 現 

代 디자인에서 찾아 보고자 하는 努力과도 일치되는 것이 다.

이들의 또 다른 木門（寫眞④）은 거 대한 形과 人物들로 가득 체우 

고 있는데 이는 나이 제리 아의 Yoruba族이 지 니고 있는 모험 적 인 점 

과도 일치되 는 수법 의 디자인이 다.

이 木門에 는 扌旨導者의 變遷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유덤人 

의 발자취 내지는 흔적과 이들로서 의심할 바 없는 歷史的 傳統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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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史實을 記錄하고 있다.

이들의 表現은 多少 狂的인 패턴과 센스를 주테마로 하고 있으나 

大部分은 人物과 祈願, 혹은 裝飾들을 디자인의 分割로 묶고 얽히 

게 하여 즐거운 視覺處理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잔지 바르로 부터 Yoruba의 木彫作業形態들은 아프리카人 

의 모든 것 이 라고 하기 에 는 다소 무리 가 있 다. 왜 냐하면 이 들의 디 

자인과 木彫는 아랍의 傳統的인 Swahili 크래프트맨의 作業을 위한 

또는 그 영향력의 그늘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와 같은 아랍的 影響은 東部아프리카의 海岸을 끼고 도 

는 地域에서는 그 濃度의 度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性格은 그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흐르는 듯한 굴곡성 

과 지팡이 형태들이 보여주는 그들 獨自의 것과는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다.

〈黑과 白의 木彫디자인〉

黑과 白을 木彫의 表面에 릴리프 形式으로 彩色하는 技法은 東部 

아프리 카와 그 외 의 地域에 서 効果的인 技法으로 사용되 어 오고 있 다.

그 중 小數의 것 들은조롱박裝飾의 （寫眞⑤） 것 들로 우리 들의 기 억 

에 남아도는 것들이다.

이들 오브제는 黑色을 바탕색으로 하여 모든 면을 칠한 다음 그 

위에 칼로 彫刻하거 나 흰색을 칠하는 方法을 보여주고 （寫眞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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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깨끗하고 鮮明함으로 해서 아프리카人들의 永遠性을 暗示하고 

있다.

이 외의 타입들 즉 국자, 용기, 륵히 나무부채 （寫眞⑦）들은 海岸 

을 끼고 도는 우간다의 Lacustrine Bantu와 東部 콩고地方에서 사- 

용되는 화살과 화살통（寫眞⑧） 또는 밀크 비축용기들과 함께 黑白. 

色調를 基低로 하는 아프리카 디자인인 것이 다.

〈나무위에 그려지는 形態〉

아프리 카의 多數種族들은 木造방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東 

部아프리카 地域의 多樣한 방패들이 그 代表格이라 할 수 있다. （寫 

眞⑨） 이 地域의 방패들은 대부분 나선형의 훠름을 이루며 심볼과 

표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패턴들로는 마스크, 카누 등 

나무 위에 保護, 祈願 둥에 대한 그림들을 간략화된 表現一마치 現 

代디자인의 요소一으로 그려 내고 있다.

〈他材料와 병합하는 木彫 裝飾디자인〉

아프리 카人들은 나무를 주로하며 약간의 他物質을 이에 병합시켜 

그 裝飾面에서 커다란 디자인的 効果를 이무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 형태들 즉,. 금속조각, 구슬, 금속못들올 나무와 병합시켜 美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 켄야의 Kamba人들이 만 

들어내는 床（寫眞⑩）, 의자의 다리 장식들이 代表格에 위치한다.

이러한 表現技法은 現代디자인이 要求하는 디자인上의 調和로서 

아프리카人의 土俗的 表現樣式의 순수미에 많은 關心이 필요한 것 

이 다.

（African Design : Margaret Trowell著에 서 발췌）

李 度 錫譯



: 美術과 産業

r 金 世 中

「 서울大美術大學學長

우리들이 日常으로 사용하는 그 

릇, 의자, 만년필, 핀에서 자동차, 

기차, 비행기같은 交通手段에 이르 

기 까지 오늘의 우리 生活을 편리 하 

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주는 수 

많은 것들이 모두 產業美術에 속한 

다.

구태어 디자인관계 專門書籍을 

들추지 않드라도 거리에 나가 늘어 

선 商店들의 쇼우윈도우나 百貨店 

에 즐비한 商品들을.보면 우리의 

生活 속에 產業美術이 얼마나 깊이 

스며 있고 또 그 影響이 얼마나 至 

大한 것인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실로 全人類의 歷史를 통해 機械에 

의한 大量生產이 可能한 오늘날 만 

큼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은 일찍이 없 

었을 것이다.

오늘의 世界는 크고 작은 都市들 

農場, 鑛山, 漁村들이 秒速化한 通 

信과 高速化한 交通手段으로 거미 

줄 처럼 복잡하게 얽힌 巨大한 組 

織體이 다.

우리 는 工場이 나 農村에 서 生產되 

는 각종 生產品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이 나 스칸 

디나비어에서 生產되는 工產品들 

역시 쉽게 接할 수 있는 실로 좁고 

편리한 世界에서 살고 있다.

거리에는 國產車와 外製車들이 

홍수처럼 밀려 다니며, 슈퍼 마아 

켓에는 國產과 外製통조림이 나란 

히 팔리고 있어 우리의 日常生產은 

갈 수록 高度化, 多元化한다.

이렇게 숨가뿐 生產과 消費의 世 

界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人類의 生活方式은 잠 

시도 멈추지 않고 變化를 계속해 

왔으며, 그에 따라 藝術品이나 日 

用品을 만드는 方法에도 끊임없는 

變化와 革新이 推進되어 왔다.

한 個人의 손에 의한 一品製作에 

서 機械에 의한 大量生產에의 轉換 

은 美術의 歷史에도 重大한 變化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人間의 生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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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式 自體에도 一大 革新을 가져다 

주었다.

產業디자인은 美術, 工業 및 商 

業의 綜合體이다.

產業디자인의 歷史는 道具나 武 

器를 보기 좋게 다듬던 原始人의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勞力에서부터 

그 始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產 

業디자인은 대체로 1920年代의 產 

物이다. 그 歷史는 참으로 더 디고 

말썽 많은 것이었다. 金錢과 量產 

밖에 모르는 生產家들이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冷待하던 美術을 그들 

의 商品生產과 販賣에서 要求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美術」이 機械製品에 應 

用되게 되었고, 그 應用은 이른바 

「남다른 趣味」를 가진 業主들에 의 

해 멋대로 決定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알고 

있는 應用美術과 裝飾의 槪念이 成 

立된 것이다. 生產家들에게 있어 

應用美術은 文字그대 로 테 이 블 클로 

스의 色이 나 文樣올 바꾼다거나 타 

이프라이터 에 뚜껑 올 씨 워 文字板 

이 보이 지 않게 하는修正行爲 이 외 

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第一次 世界大戰을 

고비로 한 世紀의 轉換期에 이르러 

應用美術은 產業社會의 重要한 要 

因으로 登場하게 되었고, 이어 革 

新을 거듭해온 現代의 生活方式 및 

生產方法은 必然的으로 專門디자이 

너의 出現을 要請하게 된 것이다

오늘 날 우리 生活周邊에서 直接 

혹은 間接으로 專門的인 디자이너 

에게 影響을 받지 않은 物品을 찾 

기는 어 렵다.

產業디자인은 바야흐로 建築이나 

都市計劃에 못지 않게 複雜한 專門 

分野가 되었고 또 이들 分野에 못 

지 않게 우리의 生活慾求를 充足시 

키는 重要한 分野가 되어 버렸다.

모든 分野의 專門家들이 食器에 

서 飛行機에 이르는 모든 것들의 디



자인을 위해 智慧와 技術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產業디자이 

너는 自身에게 주어진 問題들을 어 

떻게 接近하며 어떻게 解決하고 있 

는가?

產業디자이너가제일 먼저 着手 

할 일은 實態調査이다. 그는 自己 

가 디자인 또는 再디자인 해야 할 

製品에 관한 充分한 情報를 가지 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有力한 競爭業 

體에 대한 正確한 情報를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

' 그는 生產과 販賣의 現場에서 情 

報를 入手해야 하며 그 情報資料를 

效果的으로 分析, 處理해야 한다.

다음段階에서 디자인이 시작되 

는데, 이 段階는 여러 形態의 豫備 

스케치와 모델을 통해 디자인 아이 

디어를 檢討하는 時期이다. 이렇게 

하여 硏究를 거듭해 얻어진 스케치 

는 오랜 比較硏究를 거 쳐 代表的인 

것들이 選定되어 模型製作에 들어 

간다.

模型은 그 形態와 機能의 觀點에 

서만 分析 評價되는 것이 아니라, 

實際의 寫眞撮影을 퉁해 廣告效果 

까지 檢討된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業主 間에 製品을 위한 最終 討議 

가 열려 可能性이 評價된다.

그 다음이 試作品을 만들어 實際 

테스트를 하는 段階이다. 이 段階 

에서는 主로 製品의 機能과 管理가 

檢討될 것이며, 實際生 產을 위한 

마지막 손질이 加해질 것이다. 이 

에 겻들여 끝손질이 나 色彩, 商標, 

包裝둥이 決定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最終結果에 

따라 한 商品은 大量生產에 들어 갈 

것이며, 그 量產品 中의 어느 하나 

가 消費者의 손에 들어 오게 될 것 

이다. 흔히 디자이너의 役割은 여 

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 나 產業디 자이 너에겐 또 하 

나; 最終段階가 남아 있다. 그것은 

販賣促進이다. 이 일은 一般的으로 

세일즈팀이 全擔할 性質의 일인양 

그릇 理解되고 있는데, 販賣促進 

역시 廣告宣傳의 한 形態인만큼 最 

善의 理解者가 最適의 販賣者가 될 

것은 너무 當然한 일이다.

產業디자이너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宣傳行事를 계획할 것이며, 

새로운 製品을 一般에게 公開하는 

廣告, PR을 效果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 디자인된 

商品이 그 누군가 消費者의 손에 

넘어가 제 機能올 發揮할 때 비로 

소 그 디자이너의 役割은 一段落되 

게 된다. 어떤 商品의 製作에는 몇 

週日이 걸리나 다른 商品의 製作에 

는 뎣年이란 오랜 세월이 必要한 

것도 이 때문이다.

產業디자인의 基本問題는 무엇인 

가?

첫째는 製作者의 問題이다. 規模 

가 크고 오랜 生產業體일 수록 그 

生產施設이나 販賣組織 그리고 消 

費者의 公信力에 대한,投資規模 역 

시 큰 法이다.

따라서 變化는 그것이 아무리 必 

要하고 조그만 것 이 라도 좀처 럼 받 

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런 경우 작 

은 變化가 곧 큰 投資를 意味한다.

그러니 規模가 커질수록 保守的 

性格이 짙어지는 것도 理解할만 하 

다. 한 業者가 企業을 維持하는 根 

源은 그가 美術에 敏感하기 때문에 

가 아니라 事業家로서의 手腕을 타 

고 났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一 

般人의 態度이다.

그러나 오늘의 事業的 手腕을 構 

成하는 要素의 하나가 바로 디자인 

센스이라는 事實을 기억한다면 製 

作者의 問題는 보다 새로운 次元에 

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消費大衆의 問題이다. 產 

業디자인의 마지막 審判官은 消費 

者이다. 흔히「消費者는 王이다」라 

지만 消費大衆이 좋아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가려 디자인하고 製作 販 

賣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市場調査, 傾向分析, 事前措處 

• 6 5・

는 이 點에서 產業디자인의 必須條 

件이다.

消費者는「새 것」도 좋아하지만 

동시에「익숙한 것」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가장 進步的이면서도 받아들여지 

는 것」이 要求되는 셈이다.

그러니 디자이너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새로운 일을 하기 란 언제 

나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 自身의 問 

題가 있다. 디자이너의 任務는 自 

身의 美的, 社會的 理想과 消費者 

의 趣味, 生產者의 慾벼을 調和시 

키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理想에는 여러 가지 

가 있겠으나, 크게 보아 生活을 보 

다 편리 하고 보다 즐겁 게 하는데 

目標를 두는 디자이너와 그 時代의 

共感을 傳達하는 社會的 機能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 디자이너의 두 

形態가 있다. 디자이너는 社會에 

대해 비위를 맞출 必:要도 없고 둥 

을 돌려 댈 必要도 없다. 그에 게 必 

要한 것은 社會의 理想올 把握하여 

그것에 形態를 주는 能力이다. 이 

어려우나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디자인 센스를 길러야 

하며, 材料와 生產過程을 알아야 

하며, 이웃 사람들의 要求에 共感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야 한다.

以上에서 美術과 產業의 關係를 

產業디자인의 一般的 立場에서 살 

펴보았거니와 輸出總力戰을 展開하 

고 있는 우리의 時點에서 美術은 

보다 넓고 깊게 產業全般에 浸透할 

수 있고 또 침투해야 함을 강조하 

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世界는 豫測을 不許하는 

치 열한 輸出競爭 속에서 自國商品 

의 優秀性을 主張하여 所期의 所得 

成果를 거두어야 하는 숨막히는 狀 

況에 있다. 때는 디자인時代라 일 

컬어지고 있지만 오늘 날 만큼 輸 

出工產品의 高級化에 디자인이 切 

實히 要求된 때도 없었다.「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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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

않는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다」라 

는 主張도 이 런 現代社會의 樣相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만큼 오늘의 經濟政策은 輸出 

指向的이어야 하며, 生產過程은 能 

率化되고 製品은 高級化되어야 한 

다. 이 일은 결코 政策立案者만의 

일도 아니며 業者나 產業디자이너 

만의 特別한 作業도 아니다. 이것 

은 美術과 產業의 協同으로서 만 可 

能하며 이 可能性은 政府와 國民의 

總和의 터전 위에서만 現實化 될 수 

있다.

美術과 產業의 協同은 일찍이 

1919年에 바우하우스의 誕生을 가 

져왔고 이로부터 現代社會는 美術 

과 產業의 協同, 形態와 機能의 調 

和, 理想과 現實의 一致라는 새 時 

代의 產業倫理를 實現하는 進步的 

方向을 推進해 왔다.

產業에 있어 美術은 이미 表面裝 

飾이나 값진 꾸밈이 아니다. 그것 

은 不良品을 눈가림하는 僞裝手段 

이 아니며 非能率的인 課外支出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미 能率 自 

體이며, 機能 自體이며, 產業 自體 

이 다.

現在 우리 周邊에서 優秀한 製品 

이 디 자인 不良으로, 그리 고 무엇 보 

다도 그 生產業者의 디 자인 센스 不 

足으로 販賣效果를 걷우지 못하는 

例를 얼마던지 보는데 참으로 유감 

. 스러운 일이 아讨 수 없다. 이 點에 

서「단 한 사람의 디자이너」에게만 

도움을 請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크다

「디자인 포장센터」의 役割이 오 

늘 날과 같이 切實히 要請된 때도 

달리 없으리라 생각한다. 센터는 

그 本來의 設立 趨旨대로 硏究機能 

을 强化해야 할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情報機能과 展示機能을 擴大 

하여 우리 產業界와 敎育界의 現場 

에 參與하는 指導力을 發揮해야 한 

다.

오늘날 우리의 生活에서 디자인 

과 관계 없는 것은 찾기 어렵다. 

핀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의 우리 生活을 構成하는 모든 것 

들이 美術과 產業의 協同의 結實이 

다.

工藝家이건 商業디자이너이건 工 

業디자이너이건 우리의 生活올 보 

다편리하고 즐겁게 하며 時代의 

共感을 自己 것으로 받아들이는 參 

與意識을 가진 디자이너는 自身의 

役割과 責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것이다

現在各大學은應用美術, 生活美 

術, 工藝, 產業디 자인, 裝飾美術둥 

의 여러 專攻科를 設置하여 每年 

우수한 디자이너들올 길러내고 있 

다. 뿐만아니라 繪書, 彫刻, 建築, 

寫眞 둥의 各 分野가 저 마다의 理由 

로 뛰어난 作家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直接 間接으로 디자인 

을 專攻한 社會의 엘리트 들이다. 

이들의 디자인 센스와 테크닉에 관 

한 한 이들의 能力은 단연 世界的 

이다. 문제는 이들의 能力을 어떻 

게 社會가, 產業이, 企業家가 活用 

하느냐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主張을 商品을 통해 어떻게 世界에 

펴 나가느냐에 있다.

美術과 產業의 關係는 時代가 進 

步할 수록 보다 密接하고 새로운 

方向에서 끊임 없이 改善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現社會가 

要求하는 비젼있는 디자이너를 育 

成하도록 디자인敎育의 目標, 內容 

環境을 改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젊고 有能한 디자이 

너들을 各 生產業體에서 받아들이 

는 立法措處도 必要하다. 디자이너 

의 作業은 디자인保護法을 통해 保 

障되어 야 한다.

디자인포장 센터는 보다 能率的 

으로運營되어야 하며, 센터의 意見 

은 곧 政策에 反映되어야 한다. 生 

產者는 디자이너를 採用만 하는 消 

極的 姿勢에서 벗어나 그를 活用하 

는 디자인 센스를 기를 것이며 可 

能하면 그를 社會經營陣에 直接 參- 

與시킬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外國 디자인의 模 

倣을 일삼는 安逸한 態度에서 벗어 • 

나우리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내 놓는 良識이 

있어 야 한다.

디자이너 個人이나 디자인포장센 

터 는 물론 디 자인을 必要로 하는 모 

든 生產者와 販賣者들은 디자인情報 

活動을 積極的으로 펴 나가야 한다.

오늘의 情報時代에서 팔리는 디 

자인을.保障받는 길은 情報活動의 

强化뿐이다. 따라서 이를 現實化하 

기 위한 制度的, 法的 措處도 必要 

하다. 우리는 뛰어난 手工藝國家로 

서의 빛나는 傳統을 繼承하였다. 

오늘의 世界는 機械製品에 못지 않 

게 人工이 加해진 手工藝品을 要求 

하는 多樣性을 보이고 있디-. 따라 

서 手工藝家의 保護育成을 위한 政 

策과 教育이 중대한 問題로 登場하 

고 있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 

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보람 

없는 일은 없다. 우리가 보다 나은 

社會, 國籍있는 生活을 위해 애쓰 

는 것도 이 때문이며, 美術과 產業 

의 關係를 보다 새롭고 密接한 것 

으로 改善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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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일러스트,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말이 

요즈음 쓰이고 있는데 兀來는 揷畫, 圖版 둥 

의 뜻으로 해석되었는데 요즈음 外來語가 성 

행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流行語로서 등장 

한 것으로 생 각된다.

하기 야「일러스트레이션」하면 어 쩐지 어 감 

도 어감이지만새로운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 없는 사실이 지만 語原을 

따지자면' Illustration 빛에 의하여 블｝게 나 

타난다, 啓發한다는 둥 속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事物을 밝게 浮刻시킨다는 뜻을 지니 

고 있다

다음 Illusion (幻想, 幻影, 忘想, 錯覺 둥) 은 

극히 가까운 낱말이지 만서 도 槪念으로서 , 前 

者의 例證性上에 성립된 뜻이 포함된 것에 비 

해, 後者는 心理的인 상태 를 가르키고 있는 듯 

하다.

그러 나 Illuminati (明 知, 靈感을 지 닌 사람) 는 

中世紀의 독일에서 秘密結社를 만들었다는 說 

도 있으며, Leonard Da Vinci 같은 사람은, 

Illusionist 의 代表者격 이 라고도 한다. 그는 현 

실을 露出시켜서 現存하는 물건을 정밀히 밀 

착시켜 정 확히 그려 냈기 때문에 생 생 하면서 도 

幻想的이고 魔術的이고 보면, 現實을 파헤치 

면 파헤칠 수록 錯覺의 세계에 사람들을 빠뜨 

리게 할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따라서「일러스트레이션」이란 暗焦의 현실 

속에 들어가 거기서 人間自身의 眼光이 빛을 

발하게 하여 그것을 한 충 돋보이게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 각된다.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보통「일러스트」 

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한동안 그 

래픽 면에 서 상당히 성 행 했으나 최 근에 는 좀 

잠잠한 느낌 이 든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다시 이것이 評價 

되어 유명한「모던 • 패키징」의 前社長 챨스 • 

부레 스킨 (C.A. Breskin) 은 이 에 대 하여 言及하 

기를「고객들을 납득시키는 尖兵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取扱方法이 抽象이든 具象 

이던 간에 일러스트는 이미지 傳達의 직접적 

인 요소이며 商品에 대한 印象을 좋게도 나쁘 

게도 또한 새롭게도 할 수 있는 第一의 關門이 

기 때 문이 라고 본다.

다음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일러스트와 레 

이아웃(Layout)을 생각할 경우 두 가지의 중 

요한 포인트가 있음직하다. 그 하나는「패키 

지의 內容品을 전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패키지의 內容品을 판매하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패키지의 최종적인 使命이며 

일러스트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面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모면이나 눈가림 따위 

로 不信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패키지 各面의 웨이트를 살펴 보기로 

한다.

패키지 各面의 Weight

面. 內 容 지금까지 앞으로

表 而 이 面은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 70% —f 85%

裏 面 지 금까지 는 使用法, 成分表의 表示 등으로 Design 도 表, 裏가 區別되 어 

20% 以下 정도였는데 최근은 表, 裏의 區別없이 表面처리로서 취급되는 

例가 많다.

그런 경 우 使用法 成分表는 側面에 처 리된다.

20%ff 40%

上 面 이 面은 Design 面에 서 중요하지 만 종래는 大體로 둥한시 되 어 왔다. 앞 

으로는 活用이 다각적으로 기 대된다.

6%->f 15%

側 面 이 面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동안 販賣者 以外에는 별로 영향이 없으므 

로 가치관은 낮다.

3% — —> 10%

底 面 이 面은 지금까지 家庭에서도 볼 수 없는 面이라해서 유의할 필요없는 곳 

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最近에 美國의 슈우퍼마아켓 둥에서는 고객들에 

게 바닥도 볼 수 있게끔 진열방법이 개량되어 가고 있다.

f 20%

10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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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가 行하여지는 면을 패키지 特定의 

面이라고 생 각해서 도 안 된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全面을 일러스트로 

덮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大體로 패키지를 前面, 裏面, 上面, 側面, 

底面 둥으로 區別하게 되는데, 各面을 비교해 

보자면 前記의 表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

이 統計는 하나의 例이지만 이 表에서 100% 
-"70%하면 약간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 

만, 現今에서는 이만큼 많은 要表가 요구된다 

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 일러스트레이션을 10項目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 Timelessness
② Abstract Design
③ Symbolic Design
④ Trade Charactor
⑤ Trademark
⑥ Product Illustration
⑦ Novelty Illustration
⑧ Ingredients
⑨ Atmosophere
⑩ Type and Lettering

① Timelessness

타임레스니스란 時期的인 성격을 도외시 한 

다는 뜻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취급할 때, 제 일 

먼저 着案해 야 할 문제 이며, 대체로 두 가지 

方法을 고려하게 된다.

。전연 時期的 要素를 받아들이 지 않는 方法 

。流行感覺을 최대한도로 活用하는 方法 

등이다.

② Abstract Design

이는 물론 抽象的 디자인이 란 뜻으로 近代 

패 키지 디자인의 일러 스트로서 는 骨格에 해 당 

될 것이다.

元來는 商品名의 백 • 라운드로서 試圖되었 

던 것인데, 대외적인 추세는 물론 일반 消費 

者들의 審美感 둥의 向上에 따라 具象에서 탈 

피하려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하 

튼 고객들의 시선을 商品名으로 유인해 주는 

色採취급의 對稱性과 直線的인 機能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③ Symbolic Design

象徵的 디자인이란 뜻으로 文字에 익숙치 

못한 外國人, 어린애들에게는 効果的인 상품 

소개의 방편이 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따라서 從來의 우리 나라 색동무늬, 太極, 

瓦堂 등을 脫皮한, 보다 참신하고 호소력 이 

넘치는 創案이 요구된다.

④ Trade Charactor

販賣特徵을 말하는 것인데 디자인 制作에 

임하여 販賣特徵이 명확하면 명확할 수록 디 

자인 効果를 거두는데 더욱 有利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트레 이드 캬락터 를 잘 선택하 

고, 잘 이용해 나간다면 廣告面에 있어서도 

多樣한 형으로 타이업이 되어 한 충 효과적이 

다.

말하자면 購買時點에서의 意志決定의 基礎 

作業에 해당됨으로 소위 表現技術 以前의 商 

品化計劃 段階에서 충분한 검토와 活用에 注 

力해야 할 것이다.

⑤ Trade Mark

商標는 바로 상품의 얼굴이며 생산공장의 

信用度와 직 결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商蟆가 좋은 인상을 주고, 디자인도 우수하 

다면, 企業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패기지 디자인 面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 나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큰 장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눈에 띄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고충도 있는 것이다.

⑥ Product Illustration

이것은 製品을 표시하는 일러스트라는 뜻이 

다.

옛날에는 商人이 상품을 山積시켜 놓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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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露出된 상품을 그대로 사갔지 만, 衛 

生, 定量, 長期的인 保存, 遠距離輸送 둥의 

문제로 인해, 包裝이 발달된 셈이다.

그러 므로 그 表面에 자기 가 사고자 하는 商 

品을 보고싶어 하는, 가장 原始的인 손님들의 

慾求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 * 

일러스트인데, 이것을 한층 改良시킨 것이 透 

明包裝材料의 活用이다.

⑦ Novelty Illustration

新奇性을 지닌 일러스트를 뜻하는 것인데, 

흔히 漫畫랄지, 美女圖 등 소위 스캔덜 디자인 

(Scandal design) 이 라는 것 도 생 각할 수 있 다.

최근 텔레비젼 둥의 영향으로 패키지 表面 

에 漫書처리가 무척 늘었는데, 菓子, 빵, 玩 

具, 운동화 등 主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 

이 많지 만, 점 차 成人用으로 파급되 어 가고 있 

다. 그러나 同一한 디자인으로 長期計劃은 어 

려다는 弱點도 있을법 하다.

⑧ Ingredients

원래 成分이 란 뜻이며, 그 商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原料와 成分의 표시를 생각하면 

된다.

아름다운 장식적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 상 

품의 원료와 성분을 연상시 키 는 것을 주목적 

으로 삼고 있는데, 無難한 방법일런지 모르지 

만 進步的인 일러스트라고 볼 수 없다.

가령 패키지에, 오렌지쥬스에는 오렌지를, 

포도酒에는 포도를 그려 넣는 것이 分類에 속 

한다.

⑨ Atmosophere

氣分, 雰圍氣 등을 노린 디자인을 가르키는 

데 장식적인 面보다 기분이라는 관념으로 分 

類되어 야 할 것이 다.

다른 그림처럼 박력을 내 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부드러운 무드가 한결 바람직 하다.

특히 乳兒, 淑女用 둥에 많이 적용될 것이 

다.

⑩ Type and Lettering

여기에서 타입이란 活子를 말하는 것인데 

레터링은 別項에서 詳細히 검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活字, 文字 등은 일러스트로서 생 

각할 여지가 없었지만, 視覺的인 의미에서 또 

한 世界的인 流行의 추세로서 많이 쓰이게 되 

었다.

以上이 일러스트의 大略이지만, 이 밖에도 

寫眞에 의한 寫實的인 몽타쥬 手法, 油儒, 水 

彩書 등의 繪濡的인 手法 둥이 있다.

10. 레이아웃 (Layout)

레이 아웃이 란 말이 요즈음 자주 쓰인다. 辭 

典에 따르면, 割當 - 計劃 - 設計 등으로 풀이 

되고 있는데, 소위 레이아웃이 란, 視覺을 主 

體로 삼을 경우에는, 그 要素를 최대의 효과 

를 올릴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 속에 配列시 

켜, 視線을 計劃的으로 목표에 유도하는, 일 

증의 設計技術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레 이 아웃의 一例를 들어 본다.

都市 - 建築 - 室內裝飾 - 庭園 둥의 레 이 아 

웃.

일러스트레이션, 디스프레이, 寫眞, 레터 

링 등의 레이아웃.

以上의 例는 視覺的인 것 들이지만 때에 따 

라서는 經營의 레이아웃이라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패키지 디자인 面에서의 레이아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理論的 體系가 필요로 하 

겠지만, 디자인의 構成 面에서는, 初期의 位置 

에 속한 성 질의 것이므로, 거 창하게 생 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취급의 中心이 되는 商品名, 商標, 일 

러스트 內容 등이 各樣 各色이어서, 디자인의 

配列도 자연 다각도로 검토가 加해 질 것으로 

본다.

다음에 레이아웃의 特性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a) 레이아웃의 材料

패키지 디자인의 레이 아웃은 形態, 機能을 

통하여 空間으로 연결되어 지 겠지만, 일반적 

으로는 그래픽과의 關係가 가장 밀접 하다.

우선 패키지 디자인의 記載條件을 레이아 

웃的으로 分類해 보자면,

j商品名

造型的條件商標
〔 일러스트레이션

/ 카피

켓치프•레이스

內容的條件說明文•原料配合表示 

코스트•含有量 表示
〔 社名 및 所在地 明記

(b) 레이아웃의 尺度

主眼點올 明確히 살린다.

아름답게 構成한다.

눈에 띄게 構成한다.

文章은 읽기 쉽게 統一性을 주고 個性的 

으로 다룬다.

以上의 것 둥이 대범한 레이아웃의 尺度가 

되어, 骨格을 이루고 있지 만 한 마디 로 요약하 

자면, 「아름다움」과「魅力」으로 融和가 되어 

야 한다.

다음은 디자인 要素의 見地에서 레이아웃의 

構成理論을 살펴본다.

非均衡(Asymmetry)
심메트리는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 

지 만, 現實 面에서는 오히려 形보다 힘으로서 

의 相稱構成이 더러는 美的인 安定感을 준다.

空白(White Space)
시원한 空間이 잡다한 羅列보다 오히 려 효 

율적인 경우가 있다. 성질은 약간 다르지만 

東洋晝面의 空白部分의 처리와 일맥상통할 것 

이다.

連績(Continuiti)
單一的인 디자인도 디자인美學의 엄격한 기 

율에 좌우되지 만, 현실적으로 連續과 重複의 

例가 許多함으로 再考의 여지가 충분할 것이 

다.

活字의 字體 (Type and Lettering)
이에 대한 중요성 은 別項에 서 언급되 겠지 만 

레이아웃으로서의 규모와 配置에 대해서도 더 

욱 추구할 필요가 있다.

奇抜한 創案 (Gimmicks)
新奇한 형 태 에 기 발한 레 이 아웃으로 임 한다 

면 치열한 市場競爭에서 폭 넓은 注目을 끌기 

마련일 것이다.

境界(Border)
가장자리의 경계線을 긋는 작업인데 레이아 

웃이나 일러스트 面에서는 이미 낡은 수법이 

다 라는의견도있지만, 古典속에서 새로움을 

모색하는 최근의 추세이고 보면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닐 것이다.

11. 레터 링 (Lettering)

(1) 레터링의 基礎條件

레 터 링이 란 우선 글씨 를 쓰는 것 과 文字 自 

體를 가르킨다.

人間이 서로 意思를 소통시키기 위해 말이 

탄생하고, 나아가서 이를 보다 광범하게 보 

존, 전달시키기 위해 文字는 탄생했을 것이며 

마침내 오늘과 같이 매스-커뮤니케이트의 重 

責을 걸머지고 發達했다.

특히 商業美術分野에서는 옛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비층의 美的 感覺이 向上 

되고 있으므로 文字 自體가 지닌 使命과 意味 

는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겠지만 文字의 表出 

方法은 時代와 함께 進出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더 우기 요즈음은 패키지 디 자인 처 리 면에서, 

레터링만으로 디자인을 構成하는 경우가 현저 

하게 불어나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레터링에 

注力을 쏟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購買時點에 있어서 時間이 단축되었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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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호
康안외 
違器社

(그림 1) 이미지를 부각시킨 商品과 屋號의 例

다는 點, 门動販賣가 점차 陽性化되어 간다는 

"點, 디자인 처 리 면이 더 욱 간결화 되 어 가고 있 

음을 미루G 볼 때, 레터 링에 대한 期待는 더 

욱 더 높아 질 것이디-.

따라서 페키지 디자인의 表面處理에 있어서 

레터 링은 色彩處理와 함께 二大要素를 形成하 

工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은 게더링의 基礎條件으로서 漢字와 英 

文字의 공동적 인 條件을 살펴 보기로 한다

(a) 文字의 機能性

우선 可祝的 要素로서 읽 기 쉽 고 눈에 잘 띄 

어 야 한다. 이 러 한 요구를 중족시 키 기 위 해 서 

는 단순하고 명 확해 야만 하는데 특히 슈퍼 마아 

케트와 같은 大量의 商品 속에 서 는 더 욱 더 이 

런 점이 强淵되어야 할 것이 다.

(b) 文字의 視覺性

먼저 美的 要素로서 아름답게 統一이 이루 

워져 야 하겠고 個性과 時代感覺을 충분히 지 

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個性이란 企 

業컬러와 裔標의 경 우외- 마찬가지로 그 會社 

•의 特有한 이미지를 文字體에서 발산하도록 

노력 하라는 점을 말한 것이 다.

특히 요즈음 都心에서 宣傳看板이 亂立하고 

類似한 屋號와 商品名의 競合이고 보면 감히 

소홀히 目過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 각된다. 

(그림 ① 參照)

(2)漢字體

漢文은 아시 다시피 元來 中國傳來의 書體이 

지 만 오랜. 時 日 을 두고 우리 나라의 한글과 

並行해서 사용해 왔기에 이제는 全然 異質感 

이 없을 뿐더 러 한글과의 混用도 극히 •자연스 

겁 게 調和와 共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

한 때 漢字 廢止論이 대두된 적도 있었지만 

生理的으로 順應해 오던 오린 習性1과 悠久한 

傳統을 막을 길 없어 새로히 常用漢字가 制定 

되고 한 편 大學의 敎科課程에서도 이를 받아 

드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더 커머셜의 强力한 

武器로서 그 힘을 발휘할 것으로 期待되는데 

그러니 만큼 보다 아름답게 보다 合理的으로 

漢文體를 창안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 나 漢文은 字劃 自 體가 복잡함으로 단적 

인 표현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個性的인 表 

現이나 매끈한 처리는 힘이 든다. •

이 런 연유로 일부 디자이 너는 安易하게 英 

文字로 도피하는 경향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合理化된 英文體를 

아름답게 느끼 는 경우처 럼, 外國人들은 오히 

려 漢文體나 한글에서 異國的인 무드를 느낄 

것이 분명하다. 이 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 

는 단순히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며, 

특히 輸出關係의 패기지의 경우에는 一考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a)明朝活字體

漢文은 明朝體가 基盤으로되어 있는데 事實 

모든 분야에서 그 使用度를 살펴보면 거의 90 
%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그 理由는 우선 읽 기 쉽고, 全體的으로 균 

형이 잡혀 있고, 機能的으로 純化되어 造型感 

覺이 아름답기 때문이 다. 물론 우리 나라 한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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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明朝體와 角꼬딕, 圆꼬딕體의 例

글도 明朝體에 基因된다.

(b) 꼬딕體

明朝體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體가 꼬딕 

인데 이는 文字로서 構成美가 있고, 힘찬 表 

現에 能하기 때문이다.

꼬딕體에는 角꼬딕과 圓꼬딕의 二種이 있는 

데, 패키지의 說明文 등에 많이 사용된다. 하 

지 만 過用하면 오히 려 딱딱한 感을 주는 그런 

험이 있다.

(c) 其他의 字體

漢文體의 基本形으로는 그 밖에도

宋朝體

淸朝體

正楷書體一行書一草書

隸書體

篆書體

등이 있는데, 隸書體, 篆書體는 그동안 패키 

지에서 별반 사용된 例가 없었지만 古典的인 

特殊한 무드를 자아내고 있어, 최근에는 이를 

試圖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한글에 있어 

서 는 前記한 兩書體를 현저 하게 받아들이 는 경 

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림 ②③ 參照).

(그림 3) 正楷, 隸書, 其他 文體

(3)英文體

英文字의 字劃構成은 漢字와 마찬가지로 西 

紀 2000餘年 亩j, 典型的인 로마卞體에서 發長 

해 왔다.

英文字의 基本形은 漢文의 明朝體와 마찬가 

지로 아름다움과 自然的인 安定感에서 로먼 

스타일을 취하고 있는데 보통 一般에서는 英 

文活字體라고 부른다.

(a) 로먼 스타일

로먼 스타일과 明朝體의 宇副을 살펴보면 

어딘지 相通하고 類似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 

다.

더우기 멀리 떨어진 東西兩國의 잡體가 異 

質感은 있으나, 字劃 面에서는 서로 共通點이 

발견되고, 近代的 感覺을 느끼게 한 까닭은, 

이러한 相似된 構造때문이라고 본다 (그림 4> 
參照).

(b) 꼬딕스타일

꼬딕 스타일은 漢字의 明朝體의 깅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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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ol

同一한 構造를 지 닌다.

同一한 굵기의 等分構成으로 이루워졌기 때 

문에 太細에 따라 强弱의 表現이 가능한 점은 

明朝體와 흡사하지만 같은 꼬딕이라도, 1/2꼬 

딕 , 祖目꼬딕 과 같은 날신한 무드를 풍겨 주는 

體도 등장한다.

(c) 商品名을 主流로 한 自由字體

패키지디자인에 있어서, 特定된 商品名의 

自 由字體는, 모든 字體에서 開放되어 그 文字 

를 필요로 하는 목표에 따라 각별히 製作되어 

야 할 것이다.

그것은 치열한 類似商品의 競爭 속에서 自 

社의 商品이미지 를 강렬히 소비자에 게 호소하 

는데 도움이 되 겠지 만 商品名의 字體만으로도 

상품의• 내용을 가장 단적으로 表現하는 獨自 

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극단적인 字體變形이 

나 데 터 링 으로서 의 기 본적 인 柔軟性을 잃 을 

염려가 있으니 그 점 留意해서 상픔내용과 상 

치되는 個件的인 創造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 

림 ⑤ 參照).

(d) 字體의 使用期間

패키지 디자인에 사용되는 文字는 대체로 長 

期에 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商品名은, 10 
年을 더 넘 는 그런 例가 許多하다.

하기야 포장에 따르는 印刷技巧외-, 자꾸만 

변천하는 流行的인 時代感覺에 뒤져서도 안되 

겠지만, 이러한 추세에 명목적으르 적응시키 

려는 처사는 일단 再考의 여지가 바람직한 것 

이 다. 더 구나 그동안 오랜 時日을 두고 쌓올 

린 고객과의 親近度도 있고 보면 會社의 風格 

을 具備하고 대 변해 주는 守體의 改革은 그다 

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e) 其他 레터링의 關連事項

O로고타입 (Logotype) 合字 治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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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녀의멋 진선口|

J까라나이스

벨리刖젼 띠!드•코리아

1HI 스타저 ■ L」・ W 宣

우罂1 쎄网
(그림 5) 흔글의 正字(宮體)가 여러모로 변모한다

O모노그毡 (Monogram) 組合 文字

로고타입이나, 모노그랜은 일종의 集合卞體 

를 말하는데, 特히 아라비 어 數字나 漢攵 數字 

를 다룰 때는, 순간적인 理解는 물론이지만 

아울러 裝飯的인 効果도 염두에 두고 組合시 

키는 일이 莒例로 되어 있다.

O네 이 밍 (Naming)
네 이 밍 은 人間의 作品을 姓名으로 나타내 주 

듯이 商品名 도한 중요한 요소를 차지 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네 임 說定은 디 자이 너 의 領域은 아니 지 

만, 통상 商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우기 

쉽고, 또한 스기 쉬운 點 등을 고려할 때. 經 

營側과 디자이너의 怠見交換은 無益한 일은 

아닐 것이다.

12. 텍스튜어 (Texture)

텍스튜어란 元來 紐物界에서 쓰여진 말인 

데, 材料의 조직 구조에 의한 材質感을 가르킨 

다.

패키지 面에서는 바탕, 살결, 감촉 등으로 

해석되 며 , 디자인 製作上 처 음부터 완성 단계 까 

지 視覺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튜어는 色彩와 形態에는 구애됨 

이 없이 感覺面을 위주로 삼으면 족하다.

매끈하다 ——까실까실 하다

광택이 난다——윤기가 없다

透明體이다 ——不透明하다

規則的이다 —不規則的이다

등의 감촉을 말할 수 있는데, 텍스튜어는 그 

組立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게 

되고, 패키지 商品의 이미지 構成 面에서도, 

적지않은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지금 여기에 黑一色으로 단장한 

婦人을 두고 생 각해 보자. 黑髪에 검 은 純毛 

의 셔 츠로 몸을 감싸고, 黑皮 핸드백 에 검 정 애 

너벨 靴를 신었다면 과연 그 素材마저도 分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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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을 것 인지 ?

우리는 그 光澤의 有無와, 表面의 윤기 등 

으르 그 물건이 무엇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능 

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 디자인은 材料가 千態萬象이 

기 때문에 거창한 활용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이다.

덱스튜어는 우선 視覺에 의하여 바탕을 짐 

작케 하는데, 이것을 비쥬얼 택스튜어 （Visual 
Texture） 라고 한다.

또한 觸覺에 의하여 알아내는 경우가 있는 

데, 실은 이 方法이 택스튜어의 本然의 것이지 

만, 이 것을 택 틸 텍스튜어 （Tactile Texture）

라고 한다. .

최근 材料學이나「加工技術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近代繪盡 面에 서 濫面 바탕을 마티 엘 （Matiere） 
이라고 稱하지만, 그 뜻은 택스튜어와 同一視 

되어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가령 유리병이라는 증래의 유리병 나름의 

質感이 있겠지 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同一 

한 택 스튜어가 탄생 을 보게 되 었 디-.

또한 高度한 加工法으로 알루미둔을 사용해 

서 플라스틱 패키지처럼 소프트한 感을 나타 

낸 包裝이 현저 하게 商品化 되고 있다 （그림 6 
參照）.

（그림 7） Texture （質感）의 例

픈라스틱과 같은 소프트 텃치인 알루미늄 패키지 （칠기촛대） 목재 • 카汴 • 진유판

디자인 개발로

수출경쟁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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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Package 칼럼

디자인•包裝 2題

李 慶 成
弘益大博物館長

1

벌써 몇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돌을 던지면 金 

氏 아니면 李氏가 맞을 정도로 많지만 日本에서는 거리에서 돌에 맞는 । 

것은 디자이너라고 한다. 그만큼 일본의 디자이너의 수는 많기도 많 । 
거니와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결같이 일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

약 한달전 弘益大 工藝學部에서 特講을 하고 돌아간 大阪藝大 敎授 | 

西脇友一氏는 약 2주밖에 안되는 韓國來訪 때문에 집에 돌아가 보니 
! 일이 山積해 있고 그 산더미 같은 일을 처 리하느라고 잠을 잘 시간도

없다는 便紙가 날아왔다.

그것을 보면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가 있고 또 日本이 大니:消費時代로 점어든지 이미 오래 되었 । 

다는 것이 짐작이 간다. 한국에서는 큰 會社에서 따로 디자이너를 두 i 
고 일을 처리하는 곳이 몇군데 안되거니와 專門的인 디자이너事務室 
도 閑寂하기 짝이 없다. 하기야 市場에서 物件을 사면 헌 新聞紙에다 । 

।싸서 주는 집이 아직도 있는 터이니 包裝紙디자인이니 히-는 것은 일 | 

। 부에서 만 通用되고 있는 지나친 虛飾이라고 느껴질 정도이기에 말은 
' 다했다. 하도 바쁘다기에 昨年 가을에 □本갔을 때 西脇氏나 역시 大 

i 阪藝人 교수이며 디자이너인 田中健三氏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다 

। 지도 바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일은 크게는 건죽내부설계에서부터 , 

； 작게 는 성 냥갑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가지 각색이 라는 것이 다. 또 하나 ； 
| 놀라운 것은 그 디자인料가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비싸다. i 

; 그러니까 企業主나 메이커는 그들의 生產費 속에 그 비싼 디자인料를 ； 

! 加算해서 받기 때문에 결국 消費者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 消費者 

i 들도 눈의 貴族들이기에 商品을 선택할 때 디자인이 좋은 것을 골라 i 

j 사는 것이다. ।
I 이처럼 오늘날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心理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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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들어 生存의 意欲을 자극하고 그 자극으로 인하여 삶의 보람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디자인 

의 魔力에 관해서는 미국담배「럭키 스트라이크」의 이 야기 가 가장 대 

표적인 예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원래의 「럭키 스트라이크」가 빨 

간 圓彫이 아니 었든 것인데 하도 담배가 안팔리 기에 圓形을 赤色으로

! 메꾸어 보았드니 과연 팔리 기 시 작했다는 것이 다. 럭키 스트라이크라 

는 담배는 같은 것인데 그 디인자의 한 요소인 色이 白色이 냐, 赤色 

이 냐에 따라 大衆의 잠자는 購買衝動을 일깨워 주고 視覺의 適應作用 

을 충족시키 었든 것이 다.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 전 청자담배의 디자인을 金色에서 다른 것으 

로 바꾸어 보았드니 購買力이 低下되어 할 수 없이 그 전의 金色으로 

還元한 일이 있다. 이처럼 디자인을 바꾸어서 成功하는 例와 디자인 

을 바꾸어서 失敗하는 例가 있다. 要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大衆心理 

속에서 디자인이 올바른 發動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商品들이 國際市場에서 지는 것을 그의 質보다도 그의 

外裝, 즉 包裝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比較할 수 있는 경험이 있 

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 包裝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商工美展, 包裝展 등이 

개최되어 外觀上에서는 變化를 일으키었으나, 果然 근본적인 곳에서 

관찰하면 진정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같은 美術이면서 彫刻이 나 繪書의 遲遲不振한 變貌 및 進展에 비하 

면 디자인은 反對하는 保守的인 바탕도 없고 가로막는 保守勢力도 없 

어 그의 展開는 놀라울 정도이다. 더구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1953 
年 以後 美術大學을 나온 30代, 40代의 젊은이 들이다. 이 한국 디자 

인의 特殊事情이 작용하여 한국의 디자인은 확실히 젊다. 이 젊다는 

表現 속에는 두가지 相反 되는 意味가 內包되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디 자인의 특성 의 하나가 그의 젊음의 소치로 말미 암아 活氣가 

있고 流動的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나쁜 면은 그의 無主體性을 들 수 

있다. 활발하고 화려하고 움직이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의 外勢에 끌 

리지만 專門家의 눈에는 그것은 한낱 빌려온 衣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借用은 이미 美術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응용미술과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관한 課題 

를 내 주면 학생들을 도서관에 있는 日書나 洋書를 샅샅이 뒤져 그 

册 어느 구석에서 자기가 바라고 있는 原型을 찾아내고 그것을 擴大 

하여 作品化 하는 것이다.

이 傾向은 한때 한국의 現代美術이 일본에서 발행되고있는美術手 

帖을 母體로 하고 있다는 일부 現象과 相通되는 일이다. 그래서 도서 

관을 제일 많이 利用하는 것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그들이 

제일 많이 보는 册은 역시 外國의 디자인 관계의 册이라는 말이 오고 

갔다

그러기에 이 젊은 한국 디자인이 그 나름대로의 獨自性과 自己를 發 

見할려면 時間이 必要하지만 지금의 形便으로는 오히려 대담한 模倣 



을 묵인할 수 밖에 없다. 模倣은 創造의 샛길이고 創造는 模倣의 彼 | 

岸에서 얻을 수 있는 最終價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現象을 그리 나

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2

요사이 한국 공예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는 日本 陶藝家들의 

來韓 展示를 들 수 있다. 中里太郎石衛門父子展（唐津燒）, 高取燒展示 
둥은 그의 대표적인 것이다. !

이들은 壬辰倭亂 때 日本 將軍들에게 잡혀간 陶工들의 後孫으로 13 ； 

代, 14代를 이어 오면서 陶藝의 길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

그들의 陶藝는 솔직히 말해서 수준 높은 우리들의 눈에는 별로 차 ! 

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들 陶藝展을 보고 느낀 것은 宗家인 우리는 ； 

그의 傳統이 끊어지거나 타락되었는데, 分家인 그들은 그 技術4 陶 

藝를 소중한 것으로 간직 하여 그 나름대로 발전시 켜 온 그 사실이 다.

더구나 父祖의 業을 天職으로 삼고 13代나 그것을 이어온 그 토양 

과 風土가 그지 없이 부럽기만 하다. 하나의 그릇이나 陶磁器를 生活 

의 마당에서 아끼고 간직하고 사랑하는 그 耽溺의 태도는 너무나 대 

조적 인 우리 의 心性이 기 에 새 삼 부끄럽 기 만 하다. 지 금 비 단 陶藝의 

길이 아니드라도 한국에는 傳承의 氣風이 사라지고 있다.

日本에서는 李朝 陶工들의 血脈이 綿綿이 이어 오지만 그 보다도 

월둥히 낳은 우리 의. 陶藝史는 中絶된지 오래 다.

지금 慶州一帶에서 새로운 生命을 타고 일어나고 있는 傳承陶藝 自 

體도 그의 歷史가 짧고 자리 가 잡히지 않았지 만 과거 에 中絶된 陶藝 

史를 생각 할 때 무척 多幸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 우리의 陶藝는 이다지도 뒤떨어졌나. 그것은 陶藝 자체의 타락 

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生活의 亂調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다. 자 

기의 職業을 天職이라고 생각하여 그 繼承과 亨受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傳承技術者가 과연 몇 名이 나 된단 말이 냐.

한국인의 生活의 亂調는 크게는 政治的인 것과 經濟的인 理由를 들 

지 않을 수 없다. 生活의 貧困이 이다지도 큰 精神의 결함을 몰고 올 

지 누가 알았든가. 그래서 한국에는 傳統을 아끼 는 精神姿勢가 사라지 

고 文化財는 과거의 遺產으로만 남게 되어 오늘과는 관계가 없는 한 , 

낱 過去之事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生의 終末的인 廣場에는 아름다움도 가치로움도 빛을 잃 

은채 오직 살아야 한다는 野欲만이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이 판국에 | 

디자인이며 藝術이 아랑곳 없었다. 한국의 山川이 한국인에 의해 헐 | 

벗듯이 한국의 美도 藝術도 不行한 後孫들에 의해 헐벗고 말았다. 그 | 

리하여 모처럼의 韓國畫의 胎動도, 工藝의 技術傳統도 原點으로 돌아 

가 이 땅에 무서운 美의 不毛가 일기 시작 했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의 眞正한 再生은 잃어버 란• 歷史 意識과 드높은 

創造精神의 再發見을,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韓國美의 再發 

見에서 시작되는 韓國 美術의 創造야말로 한국 디자인의 原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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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合時代의 包装디자인

韓 弘 澤
大韓產業美術家協會長

最近 商品의 流通機構에 있어서 包裝디자인은■無言의 세일스 맨이 

라 할 수 있을 程度로 商品市場의 構造와 그 氣風이 急進的으로 변모 

하고 있다.

過去와 같이 單純한 商品 內容物의 保護만이 아닌 競爭製品과 對決 

하는 勝算을 為한 包裝디자인 또는 디스플레이 効果를 가질 수 있고 

消費者가 使用하기 便利한 諸機能의 要素를 지닌 商品만이 바로 競爭 

時代에 있어 購買要件을 갖춘 商品이라고 말할 수 있다. 勿論 消費者 

가 包裝디자인만을 評價해서 購入한다는 말은 極端이나 우선 內容物 

인 製品의 優秀性과 一般에게 利益을 가져다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하 

고 包裝디자인이 販路에 있어 그 모든 影響을 주게 마련이다. 디자인 

의 視覺的이고 昇華된 美를 보고 우선 消費者의 視覺反應이 있다는 

事實은 商品心理學者들의 異□同聲의 理論이 아닌가 한다. 商品의 特 

性, 價格, 서어비스, 信用度, 其他 여러가지 要素가 消費者의 欲求를 

滿足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디자인의 優秀性 둥으로 販賣가 

左右된다고 본다. 包裝디자인을 製作하고자 하면 우선 商品學, 廣告 

學, 印刷學, 需要者系層의 心理까지도 파악한 다음 디자이너는 製作 

에 임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왜냐하면 過去에는 適當한 色度로 適當 

한 紙質을 가지고 製品을 消費者에게 꾸려 전달하거나 他社에서 또는 

남이 하니 까 나도 한다는 式의 企業人과 启자이 너의 安易한 思考方式 

에서 이를 製作해 왔으나 現在와 같이 西歐의 製品이나 其他 여러나 

라 商品이 쏟아져 있는 이 마당에 있어 從來의 販賣方式 가지고는 販 

賣는 고사하고 올바른 自社製의 이미지 하나 올바로 傳達하지 못할 

것이다. 디자인을 製作하고자 하면 製品自體의 性格이 나 文字 그대로 

商品에 對한 商品學을 實際로 硏究해서 商品內容에 對한 充分한 自信 

이 서야만 한다. 即 다시 말해서 傳統的인 製品이라든가 商品의 市場 

性 또는 經濟性이란 角度에서 硏究 檢討되어야 實感이 가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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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作하게 될 것이며 마아케팅 立場에서의 어프로치, 經濟學的 어프로 

치 둥의 角度에서 試圖됨이 基本的인 製作態度가 아닌가 한다. 또 商 

品의 位置에서 보고 생각하고 그 內容物과 同時에 機能面으로 包裝이 

優秀해서 消費者의 購買動機를 刺戟하게 되는 것이다.

競合이 심 하지 않았던 過去에는 아무 紙片이 나 또는 적 당한 圖案의 

包裝디자인이 通해서 一般 消費者들은 아무 不平없이 商品을 지니고 

다닌 때도 있으나 昨今과 같은 國民生活 水準의 向上과 國民 所得率 

의 上昇으로 一般 生活樣式이 高度化되 었고 따라서 消費者들의 商品 

購入態度 역시 過去와 같은 購買方式으로 商品을 對하지 않는다. 이 

러한 市場의 現況은 急變하고 있다. 앞으로는 消費者와 메이커와의 

i 接點을 發揮하고 希며한다면 時代的으로 오는 消費者들의 要求와 더 

i 불어 商品 包裝디자인을 商品과 띠어서 생각할 수 없을 程度로 重要 
! 性을 가지게된 事實에 反하여 各種 商品의 包裝디자인을 살펴보면 더 

러는 模倣的인 優秀包裝도 있으나 거의가 常識的인 디자인의 包裝物 

들이다. 商品의 促護나 機能面, 造形美에 이르기까지 視覺的인 것을 

: 忘却하고 必要치도 않은 部分을 디자인에서 强調했다든가, 機能은 고 

사하고 디자인과 色調의 幼稚한 것들이 許多하다는 것도 否認할午없 

는 現實이다. 이러한 商品들이 아직도 우리 周邊의 市場을 뒤덮고 있 

다는 것은 企業人의 良識不足 아니면 디자이너의 低俗한 趣味나 또는 

體驗不足으로 해서 發生되는 것으로 밖에 理解할 별도리가 없다는 것 

j 이다. 政府의 輸出目標와 產荣 近代化作業은 技術分野나 製品 뿐만이 

I 아닌 包裝디자인에 이르기까지 現時點에서 우리는 再檢討하고 反省해 

i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말해서 包裝이라고 하면 目的內容物의 

i 商品, 또는 製品을 物理的 化學的으로 그 品質을 保護하며 또는 美術 

； 的 手段으로 需要者에게 心理的 滿足을 미치게하는 둥 目的內容物 自 

! 體에게만 直接 풀러스되는 消極的인 것이 許多하였다. 그러나 現在의 

j 包裝이라는 뜻은 目的內容物은 勿論 需要者의 使用 目的에 便利하도록 

積極的인 機能을 가진 過去의 없던 積極性을 지닌 包裝디자인만을 現 
! 實은 要求하고 있다. 平面的인 包裝도 勿論 許多하고 平面처리 以外 

; 로 別方法이 없는 것도 있으나 製作者는 새로운 機能面의 處理方法 

； 까지를 特히 製作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昨今의 包裝디자인은 

: 外觀造形의 文字와色調에서 寫眞中心의 製作傾向으로 흐르고 있으나 

:寫眞이건 그림이건 文字건 間에 디자인을 製作하기에 앞서 디자인을 

i 담당한 產業美術家는 前後에 이르는 商品의 諸問題點을 企荣人과 같 

' 이 愼重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企業人은 흔히 早期販賣를 原則으 

! 로 雜製品 發賣에 對한 利益追求에만 처져 있고 디자인 製作者는 時 

। 間不足으로 디자인 政策의 不統一性, 製品의 理解不足 등으로 그 內 

； 容과는 아무런 關聯性도 없는 졸작을 製作하기 쉬운 경우가 허다하며 

। 市場調査하나 없이 急하다는 單純한 理由하나만으로 印刷에 들어가는 

； 例가 허다하다. 아무리 企業人의 贩賣가 急하다 하더라도 市場調査를 

〔 거처 유사製品의 有無나 消費者들의 （競合商品） 嗜好, 販賣 時期 둥 

을 充分檢討한 뒤 復合體가 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할 것이다.

包裝디자얀은 商品의 얼굴이자 메이커의 信用度나 권위와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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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서 販賣途中 디자인을 改正한다든가, 變更하는 따위의 整形手 

術이 加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現在 우리는 獨自的인 技術開發이 

어려운 나머지 外國企業體에 對한 技術面의 依存度는 있을망정 우리 

가 反省할 것은 外國完製品에 對한 國民들의 생각이 너나 할 것 없이 

弱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風潮의 機會를 틈내 디자인 마저 外國模倣의 

過熱된 印象을 가저다 주는 일이 하루속히 없어지기를 良識의 人士들 

은 바라고 있을 參이다. 企業人은 디자인이 自己 趣味나 嗜好物이 아 

닌 一般社會人의 것이라는 點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欲心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韓國的 한국商品을 爲한 디자인의 자세로서 

自社製品의 開發이 바람직한 것이다. 小賣店이 나 슈퍼마아켓을 가보 

면 이것이 外國商品인가할 程度의 包裝이 許多하다. 一見해서 韓國文 

字가 잘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化 되어 있는가 하면 韓國的인 이미지 

가 전혀 없는 패턴들의 商品이 즐비하다. 이러한 물건을 손에 쥐고 

이리 저리 돌려 보고야 비로서 알아 볼 수 있을 程度이며 그 內容의 

대부분이 外國語로 되어있는 商品들도 許多하게 있다. 이것은 消費者 

가 外來品에 弱하다는 증좌인 同時에 企業人과 產業美術人은 다 같이 

責任있게 再考할 錯覺商術問題가 아닌가 한다. 이 점은 特히 輸出商 

品에 있어서 强調하고 싶다. 內容은 勿論이려니와 外觀에 對한 디자 

인은 國際市場의 競爭性이 나 디자인의 國際的 오리지 널의 方向으로 

바른 認識이 必要하다고 본다. 한가지 년센스的인 것은 外國包裝디자 

인을 模倣한 植民性的인 製作物을 가지고 이것이 近代的이라든가, 또 

는 센스가 있다는 등의 無責任하고 無批判的인 發言의 企業人이 우리 

周邊에 以外로 많다는 事實이며 이러한 몰상식한 企業人은 맹성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問題는 外國商品 包裝디자인의 模徹아닌 自主的 

獨創性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個性을 基本的 要素로한 製品의 個性 

價格의 個性 販賣方法의 個性이 合친 그 自體의.構造美, 形態美 또는 

機能美를 지녀야만 한다. 產業美術人은 슈퍼마아켓이 지니는 이미지 

에 合致할 수 있고 國民性의 母體를 가진 獨創的인 디자인을 創作해 

야할 것이다.

企業人이나 디자인 하는 분들은 消費者가 製品에 對해서 外面하지 

않고 그 製品에 關心과 希望的인 購買動機의 心理的인 問題點을 가지 

고 最近 아래와 같은 外國의 한 消費團體가 調査한 結果報告의 例를 

들어보면,

① 容易하게 貯藏할 수 있는 것

② 開封하기 쉬운 것

③ 再封緘이 可能한 것

④ 耐久性이 풍부한 것

⑤ 디자인이 優秀한 것. 魅力的인 디자인

⑥ 形態나 크기 가 適切한 것

⑦ 適正한 價格의 表示 둥이 다.

이와 같은 報告를 同感하며 要는 企業人이 나 디자인 하는 분들의 

自覺과 實行을 爲한 高次的인 態度와 創意力으로 淺薄한 意識의 思考 

方式을 改善하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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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etizing 貨物의

Shrink Film 包装

金 瑩 昊
韓國包裝技術硏究所所長

1•序論

收縮包裝이라함은 플라스틱 필름의 熱收縮性 

을 利用한 方法으로서 使用材料로서는 收縮性 

鹽化비닐 필름, 收縮性 폴리푸로필렌 필름, 收 

縮性 폴리에틸렌 필름, 收縮性鹽化비닐리덴 필 

름 및 收縮性폴리 스치 렌 필름 등이 使用되 고 있 

으나 大部分이 폴리에틸렌 필름이나 鹽化비닐 

필름이 쓰여지고 있다.

物的流通構造의 改善으로製品을外部의 衝 

擊이나 理化學的인 條件으로부터 保護性을 가 

지면서 包裝, 荷役, 輸送, 保管의 時間的, 空 

間的, 經濟的인 面 다시 말하여 物的 流通 全般 

에 걸친 메릿트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 Palleti
zing 貨物의 收縮包裝이라 하겠다.

從來의 Palletizing은 包裝箱子나 不定形 物品 

올 Pallet 위에 固定이 나 結束없이 積載한다는 

것 은 大部分의 貨物에 는 큰 問題가 提起되기 

때문에 鐵帶에 依한 結束은 勿論 結束에 앞서 

天板으로 合板이나 木材를 使用한다든가 또 

는 箱子를 만들어 뒤집어 씨우는 번거로운 作 

業과 材料 面에서도 많은 費用을 必要하게 되 

/어 이것을 解決한 것이 Palletizing貨物의 收縮 

包裝이라 하겠다.

이 方法은 貨物을 Pallet 위에 얹어 놓고 收縮 

性필름으로 全面을 씨 워 씨 링 한 다음 收縮턴 

넬을 通過시키므로서 作業이 完了되는 아주 

理想的인 方法이다.

2. 收縮包裝의 長短點

가•長 點 '

(1) Palletizing 貨物이 므로 荷役費를 節減할 

수 있다.

(2) 필름收縮包裝이므로 他材料가 必要없기 

때문에 包裝費를 節減할 수 있다.

(3) 필름이 收縮되므로서 壓縮되이 貨物의 

遊動을 防止할 수 있다.

(4) 貨物 個個가 輸送, 荷役되지 않고 機械 

에 依한 一貫作業이 可能하여 製品의 破損을 

防止할 수 있다. • ,

(5) 필름이 貨物의 全外面에 宮着되어 있으 

므로 盗難이 어렵고 盗難이 있다하여도 即時 

發見할 수 있다.

(6) Barrier 材인 收縮性 필름包裝이 므로 野 

積이 可能하여 保管費를 節減할 수 있고 鐵帶 

使用이 不必要하다. '

(7) 作業이 簡單하고 機械化 作業이므로 人 

件費를 節減할 수 있다.

(8) 包裝貨物의 全外面에 Barrier 材가 密着 “

되어 있으므로 防濕度가 良好하고 雨雪被害로 

부터 保護가 可能하다. °

(9) Palletizing 된 貨物이므로 製品의 在庫把 

握이 容易하다.

(10) 別途의 包裝材가 不必要하여 包裝資材 

의 購入 및 在庫管理가 容易하다.

(11) 包裝을 單純化하고 플라스틱 필름을 使 

用하였기 때문에 包裝의 輕量化 및 容積의 縮 

少化를 期할 수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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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透明필름을 使用하기 때문에 商品의 

透視가 可能하고 識別이 容易하다..

(13) 收縮에 依한 密着包裝이므로 角形은 

勿論 不定形의 商品도 包裝이 可能하다.

(14) 單一製包裝이므로 解裝이 容易하다.

(15) 製品의 汚染이나 먼지를 防止할 수 있 

다.

나•短 點

(1) 收縮에 어 느 程度의 時間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在來 필름包裝보다 時間이 所要된다.

(2) 收縮필름은 全面이 均一하게 收縮이 잘 

안되 어 印刷를 한 경 우 비틀어 질 念慮가 있 어 

特別한 注意가 要望된다.

(3) Seal 이 不完全하면 收縮時에 收縮力에 

依하여 破損이 되기 쉽다.

(4) 필름의 種類에 따라 温度의 調節이 不 

可避하여 技術이 要求된다.

(5) .大型의 경우 턴넬의 放熱이 크므로 作 

業場의 设計가 重要하다.

(6) 한빈 破損되는 경우 補修가 困難하다.

3. 使用되는 필름의 種類 및 

特性

가.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은 工業用 收縮필름 中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필름으로서 우리 나 

라에서도 亞進化學(株)에서 農漁村開發公社가 

輸出하고 있는 양송이 통조림의 收縮包裝材로 

使用하고 있으며 世界的으로 需要가 擴張되 어 

가고 있다.

(1)長蕉

① 普通 使用되고 있는 收縮필름 中 價格이 

第一 싸다.

② Heat Sealing 性이 좋아 Sealing 部分이 강 

인하여 破損이 적다.

③ 耐寒性이 優秀하여 低温에서도 衝擊强度 

가 크다.

④ 필름의 生產이 容易하다.

(나) 短 煞

① 透明度가 낮아 商品의 透視가 困難하다.

② 表面光擇度가 떨어지기 때문에 商品의 

돗보이기가 困難하다.

(다) 用 途

위와 같은 短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包裝 

에 依한 商品價値 高揚이 要求되지 않은 工業 

包裝分野에서 需要가 넓어 生鮮食品, 野菜, 

Print 合板, 알미 늄삿슈, 耐火벽 돌, 織物原緞, 

板紙 및 硝子製品에 널리 使用되고 있으며 필 

름의 두께 는 0. 050〜0. 30m/m 程度가 一般的 

으로 使用되고 있다.

나. P.V.C•필름

透明度와 光擇度가 높아 商業包裝에 많이 

使用되고 있다.

(1) 畏 롶貞

(가) PVC 필름 두께 0.04mm는 .폴리 에 틸렌 

필름 0.075mm와 같은 强度를 가지고 있어 價 

格에 對應하는 메릿트가 높다.

(나) Sealing 이 容易하고 溶斷 Seal 이 可熊 

하다.

(다) 收縮温度가 比較的 낮고 等級에 따라 

適温이 廣範圍하다. (80℃-120℃)
(라) 透明度, 光擇度및 機械的 適性이 크다.

(2)短熬

(가) Seal 部分의 强度가 좀 弱하여 特別한 

注意가 要望된다.

(나) 溶斷 Seal 경 우 惡臭의 腐蝕性 分解개스 

가 發生한다.

(다) 衝擊强度가 낮고 低温에서 强度가 低 

下되기 때문에 對象商品의 適性에 따라 使用 

이 制限된다.

(라) 可塑劑를 含有하는 경우 可塑劑의 移 

行에 따라 비 닐製品이나 비닐코팅製品에 필름 

이 닿으면 光澤을 잃는다.

(마) 室温이 높으면 保管필름에 주름이 생 

긴다.

(3)用途

雜貨, 食品, 玩具, 靑果物 및 纖維類 둥 特 

히 近來에 靑果物의 Prepackage 에 많이 使用 

되고 있다.

다. PP필롬

收縮性 PP필름은 利用分野에서 PVC收縮 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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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競合되는 用途가 많고 物理的 性質도 收 

縮 PVC필름보다 떨어 져 現在 消費量 PVC 나 

PE필름보다 相當히 떨어지나 PVC 필름에 없 

는 特性을 살려 用途를 繼續 開發하고 있다.

長點으로서 는 透明度나 光澤度가 Cellophane 
과 거의 같고 필름의 强度와 收縮應力이 크며 

耐油性, 防濕性이 좋고 耐寒性이 커 低温에서 

의 强度劣化가 없으며 無味無臭여서 食品包裝 

에 使用된다.

短點으로서는 收縮温度가 높고 温度幅이 좁 

으며 收縮應力이 强해 內容物이 弱하면 쭈구 

러질 危險性이 크다.

需要分野로서는 織物, 機械部品, 生鮮食料 

品, 加工食品, 레코트나 가세트의 包裝에 利 

用되고 있다.

라. 鹽化비니리덴 필름

鹽化비니리덴 필름은 PVC필름이 나 PP필름 

에 比하여 卓越한 Gas Barrier 性을 가지 고 있 기 

때문에 이의 特性으로 用途가 開發되고 있다.

C(% 를 例로 보면 두께 3/100m/m 인 경 우 

透過度는 0. lg/m2/24hr/atm 로서 PVC 의 . 1/ 
100, PP 의 1/300, PE 의 1/200程度로 優秀하 

여 保存食品의 分野는 他필름의 追從을 不許 

하고 있다.

反面 PVDC 필름의 Heat Seal 이 되 지 않기 

때 문에 Al-wire 에 依한 密封結締方式과 高周 

波에 依한 方法을 使用하기 때문에 問題가 된 

다.

用途로서는 햄 소세지의 包裝이 代表的이며 

생선묵, 두부 둥의 包裝에도 利用되고 있다.

마. 폴리스치렌 필름

可塑劑를 含有하지 않고 吸收性이 극히적 

기 때문에 食品包裝用으로서 使用되고 있으며 

Sealing 는 高周波나 超音波씨링 을 하며 Heat 
Sealing은 매우 困難하다.

芳香族炭化水素에 溶解되는 特性을 利用 芳 

香族炭化水素를 含有한 按着劑를 使用하면 강 

인한 接着力을 얻을 수 있다.

使用分野로서는 개스透過性을 利用하여 果 

物, 野菜 둥의 收縮包裝에 使用된다.

以上 說明한 諸收縮性 필름의 物理的 特性을 

比較하여 보면 表 1과 같다.

4. Palletizing으로서의 用途

上述한 Palletizing 으로서의 禾IJ點, 收縮필름

＜表 D 收縮包裝用 플라스틱 필름의 物性表

種類1 
性索 單 位 試驗方法 PVC PP PE [ PS I

두 깨
幺1 13 〜200 12〜40 1 30〜300 1 10 〜100 

______________

最大幅 mm | 2, 000 1,200 । 2,000 i 1, 600

比 重 i1 1. 3-1.4 0.9 0.92 I 1. 05

引張强度 kg/cm2 JIS-Z-1702
1

400-1,100 j 1,100-1, 400 160-300
750〜850 1

最大Shrink % 60
1

60 70 !

引裂强度|
(Schopper) 〔 kg/cm JIS-K-6732 3 〜100 250〜300 i I 15

(Elmendorff) i 〃 | 5〜15 1 20〜90 I i

透濕度
g/m2/24hr/ 

________________
| JIS-Z-0208 300T 500 30〜50 | 40-100 1

耐油性 hr/0. 01mm JIS-Z-1515 3
■ "i

Shrink温度 | ℃ 40 〜160 80 〜130 100-130

Tunnel 
空氣温度

℃ 100〜160 120-180 160〜200 120〜140

Heat Seal温度 140〜200 170〜210 125—170 160-180

X資料提供(社)日本包裝技術協會關東支部包裝資料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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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收縮包裝에 使用되는 필름의 形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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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의 特性을 살려 다음과 같은 用途로 使用되고

袋包裝類 

瓶이나 Can 類 

乾燥食料品類 

벽돌類 

册 및 雜誌類 

골板紙箱子包裝品類

成型펄프, 卷狀新闡用紙를 包含한 紙製

아스팔트 

카페팅 롤 

機械 및 그 附品 

알루미늄塊 및 코일 

合板 둥

5・包裝方法

가. 使用되고 있는 필름의 形態

Palletizing 의 收縮包裝에 使用되는 필름의 

形態는 圖 1과 같으며 製品의 크기, 作業適 

性, 使用收縮包裝機의 種類에 따라 選擇使用 

하게 된다.

나. 收縮包裝에 使用되는 裝備

(1) Potable Heat Cannon.

(2) The Semi-automatic wrapper.
(3) Heat flames.
(4) In-and-out or reciprocating tunnels..
(5) Throughput tunn이s.
(6) Automatic continuous-motion.

다. 收縮包裝 工程

첫째 商品을 Pallet.위에 積載.

둘째 收縮필름으로 全面을 쌈.

세째 收縮필름의 端面을 잘 접어 씨링.

네째 收縮턴넬 通過에 依한 全面收縮으로 

商品을 固定.

다섯째 冷却의 順序로 作業이 끝나며 收縮 

턴넬의 熱源은 電氣의 경우 턴넬製作費의 1/2- 
以上을 電氣裝置費가 消要되므로 工場에 電氣 

施設이 좋고 固定式으로 使用되는 것에는 電 

氣式도 無關하겠으나 移動形에는 再考를 要한 

다.

電氣外에 重油, 都市개스, 프로판개스 둥이 

使用되고 있으며 公害關係로 重油는 問題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各社에서 많은 硏究開發이 

試圖되고 있다.

釜山에 있는 亞進化學 (株)이 保有하고 있 는 

턴넬은 프로판개스를 熱源으로 하고 있는 移 

動式 收縮包裝機이다.

•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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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收縮包裝의 實使用例

가. 美國의 例

（1） Maxwell Coffoee 의 二重收縮包裝

Maxwell Co仟ee 의 製造 元인 General Foods 
에서 는 2oz 커피 容器 24僞를 Lock Fast Solid

fibrebard 箱 子에 （partition 이 있 는） 넣 고 이 것 

을 收縮包裝한 다음 이와 똑같은 것을 거꾸로 

포개 어 二帀으로收縮包裝하여 輸送包裝單位로 

한 結果: Compact 되 어 容積의 縮少는 勿論內容 

竹이 透視되고 디 스프레 이 効果가 크며 먼지 가 

끼지 않아 小賣店에서 크게 人氣를 근고있다.

（2） Can 麥酒의 收縮包裝

F&M Schaefer Brewing 社는 日 本의 캔맥 주 

를 50〃두께의 폴리에틸 필름으로 收縮包裝한 

•結며: 包裝費는 70%節減되고 輸送費도 大幅 

節減되 었 다.

Storz Bie炉ng 社는 日 本의 캔맥 주를 38,〃의 

卩VC 收締필름으로 收縮包裝한 結 枭 St。" 社 

으 맥주를 取投하고 있는 여러 商店에서 賣上 

，이 大幅 增加!되었다.

나. 日本의 例

（1） 東洋 Glass （株） 의 硝子瓶의 Pallet 收縮 

包裝

東洋 Gia5s（株） 川崎工場은 從來의 赣出包裝 

方法은 골收紙筠子로 包裝하여 콘테 이너 輸送 

方法을 使川하고 國內用은 골板紙箱子나 木箱 

子에 包裝 愉送하여 왔다.

그런데 오스트랄리아에서는 人力이 不足하 

고 港灣施設이 좋아 Palletizing 하지 않으면 

験入할 수 없다고 하여 1969年 10月에 처음으 

로 收縮包裝機를 설치 하였 다.

同社壬 이 收縮包裝機를 設混하기 앞서 19 
68年 6月 에 專門包裝業者인 昭和라인 興 菜 （株） 

의 移動式 가겟트收縮包裝機를 使川 糸勺 1年間 

의 試驗을 한 結果 收縮包裝機의 設置가 必要 

하다는 結淪을 얻게 된 것이다.

?見在 同工場에서는 1100X 1100mm의 파렛트 

오卜 100〜16Q〃의 收縮폴리에 틸렌 필름을 便用하 

여 28本入 간板紙箱子를 1段 11個를 8段 積載하

（圖 2） 골板紙箱子에 包装된 것을 規定 파렛트 위 

에 벽돌쌓기 形式으로 積載한다.

（圖 3） 파렛트에 積載한 包裝箱子를 收縮性풀리에 

틸렌필름으로 싸고 端而을 잘 점어 씨 링한 

다.

（圖 4） 收縮性 폴리에 틸렌필름으로 包裝된 파래드 
貨物은 호크리 프트로 收縮 턴 넬로 옮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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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 收縮 턴喧이！서 收翁工程이 끝나면 콘베어에 

실려 턴넬 밖으로 나와 포오크리프트에 의 

내 貨物自埶車에 실리게 된다.

（圖 6） 가켓트 收话包装貨物은 無蒸車이 浩束없이 

皮載하여 부두까지 験送된다

（圖 7） 부두에 옮겨 진 파렛트貨物은 罚硅하기 좋

게 정돈시킨다.

（圖 8） 파렛트 收縮 包裝貨物이 船積되고 있는 

광경

（圖 10） 紙袋包装된 合成樹脂原料의 파렛트 收箭 

包裝의 例

여 收縮包裝하고 있다.

機械導入當初 파렛트收縮包裝의 最大 메릿트 

인 붕괴防止, 野積可能한 點 등에 서 海上輸送에 

서는 問題가 없었지만 陸上輸送에서 工場에서 

埠頭까지의 道路事情 등으로 因하여 붕괴가 일 

어나고 또 野積의 경우 핀一홀을 通하여 비가 

새 들어가 골板紙 사이에서 毛細管現象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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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포장 공정도 스니RINK FILM - PACKAGING）

四

턴넬 통고 L적재 상품의 포장 포장 와료

1. 상품의 파레트상 2. 수축 휠림으로 3. 수축휠림의 상줌

（圖9）

試驗하는 45°（圖 11） 파렛트 收縮 包裝의 强咬를 

傾斜法

（圖 12） 파렛트 收縮 包裝의 銀艾를 試驗하는 180。

・傾斜法

으켜 箱子의 强度가 低下되어 결국에서는 붕 

괴된다는 諸要因을 알게 되었다.

始作한지 4個月이 되어서 輸送上의 붕괴는 

機械操作, 필름의 두께, 파렛트, 골板紙箱子 

의 改善으로 解決하였지 만 핀一홀에 관한 것은 

필름메이커와 共同硏究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同社는 人員의 縮少, 친裝費의 節減 

및 最大의 効果로 野積의 可能 등을 앞으로 

全自動化를 推進中에 있다.

（2） 移動式 收縮包裝機룰 活用한 委託包裝 

（昭和라인興業（株） 關東營業所）

移動式 收縮包裝機는 親會社인 昭和海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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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에 開한 輸送業者인 關係上 船積荷物의 收 

縮包裝作業이 可能하다는 判斷아래 同社의 開 

發센터가 開發한 것이다. 昭和라인興業이 中心 

이 되어 슈링크 턴넬은 東芝機械 車輛部分에 

있 어 서 는 東急車輛, 필름은 (0.15〜0. 20mm) 
瀧川化學에서 共同開發하여 特許權을 獲得하 

였다.

移動式 劭縮包裝機는 倉庫, 埠頭, 工場 둥 어 

느 場所에서도 슈링크 턴넬, 電源, 燃料, 포 

크리프트 등 一式을 移動시 켜 作業함으로서 

여러 가지의 메릿트를 주게 되어 날로 企業이 

繁榮 擴大되고 있다.

다. 우리 나라의 例

亞進化學 (株)의 양송이 통조림의 파렛트 收 

縮包裝

이와같이 파렛트 收縮包裝은 收縮 前 包裝箱 

子를 파렛트 위에 積載한 以後부터는 파렛트 

에 依한 유니트 로드 시스템으로 포오크리프 

트에 依한 收縮턴넬에의 送入作業, 收縮이 完 

了된 包裝貨物의 上車 •下車, 船積둥이 파렛 

트에 依한 一貫作業이 可能하고 濕氣나 먼지 

에서 오는 諸問題를 解決한 近代流通方法으로 

서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包裝貨物 外에 貨物 

自動車의 積載部의 全荒를 收縮包裝하므로서 

氣象條件에도 關係없고 積載都의 面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어 貨車에 까지도 이 方法이 適 

用되고 있다. '

7•展望

우리 나라의 경우파렛트의 收縮包裝이 點 

有하는 比率은 計算이 되지 않지만 日本의 경 

우만도 파렛트에 依한 貨物의 物動量이 全 貨 

物量의 10%를 點有하고 있으며 그 點有率도 

急進的으로 增大되고 있다.

그 理由는 Pallet 自體의 메릿트는 勿論 파렛 

트의 普及을 為하여 여러 가지의 硏究 支援이 

繼續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파렛트의 普及 동향을 보면

첫째, Pallet 의 Modulation

이는 파렛트의 互換性을 높이 기 為하여 파 

렛트의 치수 標準化가 通產省, 運輸省, 國鐵, 

民間團體의 合同으로 이루어 졌고

둘째, 標準파렛트의 特惠措置

國鐵, 기타 輸送機關에서 다음과 같은 特惠 

措置를 받고 있다.

(1) 파렛트 輸送時 파렛트自重은 計算하지 

않는다.

(2) 파렛트 返送運賃은 30% 를 割引한다.

(3) 파렛트 返送時 파렛트도 1貨車를 使用하 

게 되면 70%를 割引한다.

세째, 파렛트의 互換

日 本通運 둥의 輸送機關에 서 는 파렛트 輸送時 

그것과 同數의 파렛트를 貨主에 게 돌려준다.

歐洲의 경우는 파렛트貨物로서 國境을 通過 

할 때 通關의 特惠를 주는 등 파렛트를 積極 

권장하고 있어 Palletizing 貨物의 收縮包裝은 

파렛트의 發達과 同時에 그 需要가 擴大되어 

가고 있다.

또 先進國에서는 貨車나 추럭에 貨物을 積 

載하고 카바나 結束 代身 收縮필름은 使用 包 

裝하는 方法이 流行되고 있다.

8•結論

지금까지 收縮필름을 使用한 收縮包裝과 

Palletizing 貨物의 收縮包裝에 對하여 記述한 

바와 같이 近代包裝의 새로운 方法으로 登場 

하고 있는 이 方法은 物的 流逋構造의 改善과 

流逋費의 節減 둥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使用 

할 時代가 到來할 것이다.

우리는 世界的인 趨勢에 適應하여 輸出增大 

에 寄與가여야 하며 이의 競爭力을 强化하려 

면 좋은 百品을 低廉한 價格으로 量產하는 것 

도 方法이 지 만 物的 流通構造의 改善으로 좋은 

商品을 安全하게 迅速, 正確 또 經濟的으로 

傳達하는 것도 重要하다.

이 Palletizing 貨物의 收縮包装方法도 그 商 

品의 特性, 條件, 바이 어國의 港灣條件, 慣習 

둥을 잘 調査하여 使用하면 企業의 合理化에 

크게 寄與되리라 믿는다.

參考引用

1 . Material Handling Engineering Handbook & 

Directory 1971〜1972.

2 .收縮包裝②市場將來性

3 .包裝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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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装規格化 作業의 実際

醫藥品 메이커 Y製藥會社의 境遇

尹 炳 奎
大韓產業美術家協會員

包裝이란 낱말이 우리 生活속의 한 用語로 登場한지도이미 오래다. 왠만한 

識者면 包裝에 對한 批評도 서슴없이 할 程度로 包裝에 對한 認識度가 매우 

높아 졌음은 자못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消費大衆이 商品을 購入함에 있어 

包裝의 價値, 意義가 直接 販賣增進에 커다란 영향올 미치고 있음은 旣存의 

事實이며 메이커의 運命을 좌우하는 直接動機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오늘날 消費大衆은 包裝에 對하여 깊은 關心과 次元 높은 안목으로 

購買動機를 包裝과 直結시키고 있는 것이다.

包裝은 製品의 性質에 따라 形態, 크기, 色, 材料 둥이 各樣各色으로 다르게 

마련이다. 例를 들면 食品類, 纖維類, 機械類, 電氣製品類, 醫藥品類, 靑果物 

類 둥……

製品의 性格에 따른 包裝의 變化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類型으 

로 構成되고 있다. 本欄을 通하여 筆者가 記述코자 함은 많은 類의 包裝物 중 

에서도 醫藥部門의 包裝物로 들어 그의 包裝政策 및 하나의 包裝物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서 이로 인한 問題點들을 再整備해 봄에 큰 意義 

를 느끼는 바이다.

一・槪 要

醫藥品 메이커인 柳韓洋行은 創立（1926年）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 綠色의 

버들 마아크를 商標로 使用해 오고 있다.

社內 自體에 서 쓰는 包裝用語 중에 자주 使用하는 말로 Standard Fsm（基本 

型）이 란 말이 있 다. 이 의 뜻은 文字뜻 그대 로 包裝의 基本型이 란 뜻이 다. 말



柳韓 Standard Form

하자면 包裝物에 있어 形態, 色, 디자인이 한 原則, 條件下에 全部 이루어 진 

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柳韓의 包裝物은 特殊한 몇몇 例外를 除하고는 全部 

한가지 모양으로 統一돼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企巢의 Symb이 Color 
는 綠色이 다. Standard Focn 에 依해 製作된 킨裝物은 언뜻보아 製品의 性質 

을 區分함에 있어 不便한 점도 없지 않다. 製品別 區分을 하는 유일한 方法은 

製品名만 다르다는 것 뿐이다. 製品名 字體도 全部 丸꼬딕體로 統一 되었다. 

이러한 包裝物들은 前述한바 區分에 있어 不便한 것은 事實이나 한 편 顧客에게 

주는 信賴感과 傳統이라는 企業自體의 企業理念을 부각시키는 데는 자못 큰 영 

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또한 個個의 製品包裝들이 集團化 했을 때 

의 展示效果는 廣告效果로서 는 훌륭한 매체역 할을 한다고 보아 有利한 面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一聯의 包裝政策은 消費者로 하여금 부드러움과 安靜感 

을 줌으로서 生命과 直結되는 醫藥品 메이커로서의 柳韓의 使命感을 表現함에 

있어 適合한 方便이 아니 었나 생 각되는 바다.

Standard Form 이 갖는 디 자인과 色의 單調함이 現代感覺에 예 민한 消費者 

로 하여금 지루함과 現代醫藥品 메이커로서의 時代的 使命感에 뒤지는 갇이 

전혀 없는 바도 아니나 오랜동안 消費者속에 깊이 심어온 이미지를 급작히 바 

꾼다는 것도 여간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經營層에서 도 賛, 反 論議의 對象으로 오랜동안 많은 檢討가 이루어 졌으며 그 

結果 몇 몇 개 의 新製品에 柳韓 Standard Form 에 관계 없는 새로운, 現代感覺 

에 主調를 둔 디자인이 試圖된 바 있다. 强烈한 色彩, 大膽한 構圖, 이러한 

試圖는 하나의 모험이며 亦是 그에 대한 反應은 즉각 나타나기 마련이 다.

强烈한 原色의 色彩, 大膽한 構圖가 視覺的으로는 크게 어필할 수는'있으 

나 醫藥品 메이커로서의 消費者에 對한 好感은 결코 어필하지 못한다는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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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랄하게 대두 되었던 것이다. 이에 對한 問題點은 社內에 심각한 包裝政 

策問題로 提起되어 원점으로 되 돌아가 包裝再檢討의 作業이 서서히 進行되어 

왔다

19기年 柳韓은 包裝政策에 一大 革新的 方案을 모색, 全包裝에 對하여 全面 

改造作業에 着手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디자인, 色彩 뿐의 外型的인 것만이 아니라 容器에 이르기까지 “包裝 

物規格化” 作業이 全社的으로 進行되었다. .

二. 包裝物 規格化의 實際

1•目 的

現在 使用 中인 各樣 各色의 包裝材料를 모양, 크기, 色相, 材質 등의 面에서 

規格化하여 하나의 統一된 方向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規格化作業의 目的은 

첫째 : 包裝材料 需給 및 在庫管理의 簡素化와 科學化를 期한다. 둘째 : 모든 

包裝資材의 經濟的 購買方法을 期한다. 세째 : 容器의 破損으로 오는 資材費의 

節減을 期한다. 둥이 主된 目的으로 설정 되었다.

2. 包裝 規格化의 主要原則

包裝容器는 大別하여 錠剤類와 水劑類로 區分된다. 이를 또 메이커별로 區 

分하면 柳韓自體의 生產品 目 과, 提携 外國메 이카의 製品으로 兩分된다. 이 들 

모든 容器는 小型으로부터 大型에 이르는 品目別 類別을 區分키 위해 略稱 

〜TQ. <3〜C» VS】〜SQ으로 分類하여 모든 製品容器의 크기 를 上記 基準 

에 모두 規格化하여 統一을 期한다.

（參考 : T—Tablt （錠劑의 略） S—Syrub（水劑의 略） C—Can（罐의 略）

」二記 規格基準에 依하여 規格化 對象製品을 品目別, 메이커別로 區分하여 

보면 아래 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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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格化에 依한 容器類別 現況

區 分 現 在 規格化後（類號記號） 增 減

錠 劑 類 38種 □種(Ti~T& G〜C3) 一27種

水 劑 類 11種 6 種(ST) —5種

計 49種 17種 —32種

Origin Maker別規格化對象製品

이들 對象品目의 包裝規格化의 細部案으로는 하나의 包裝物이 갖추어야 할 

모든 與件들이 일일이 체킹되어 具體的으로 計畫M匕 되어 있다.

〔容器〕

모양 : 從來의 4角에 서 圓型으로 規格化한다.

材質 : 초자병 및 Tin Can 으로 區分한다.

色 : 水劑類一全部 褐色으로 한다.

錠劑類一無色透明한 병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內容物의 性質上 

遮光을 要하는 品目과 內容物（藥品）의 型態, 色 둥이 透視되어 보이지 않도록 

함이 좋다고 認定되 는 製品에 限하여 는 褐色 有色병 으로 한다. （參考 : 모양에 

있어서 角型에서 圓型으로 規格化시 킨 것은 運送途中 角에 依한 破損의 數를 減少시키는 

데 目的이 있으며 遮光을 要하는 것은 製品의 變質을 抑制키 위한 것임）

〔뚜껑 （Cap）〕

모양 : 美國。。社 製品 （편의 상） 의 Cap 에 준한다.

材質 : Urea Resin 으로 한다.

色 : ① 柳韓製品一白色으로 하고 上部에 버들표 마아크를 각인한다.

② 外國 Origin 製品一Origin Maker 別로 고유색 을 適用하며 Cap 上部 

에 는 Maker 另lj Logo 를 각인한다.

〈例〉Organo社一하늘색,

Lederle社一북청 색,



打紙函 및 라벨부착部位

U.S. Schering—적자색

〔圖案〕

柳韓製品은 柳韓 Standard Fom 에 適用되 며 容器變更에 따른 紙函크기 만을 

聽整한다. 단 特殊한 製品 몇 몇은 例外로 한다. 外國 Origin 製品에는 各 Maker 
別 固有 圖案올 適用, 使用한다. 라벨의 경우는 前, 後面 2枚로 된 것은 前面 

1枚로 統一한다. （參考 : 前述한바 柳韓 Standard form 을 無視한 새로히 Design 된 包 

裝들은 차제에 대부분 Standard Fam 으로 환원, 再圖案 되었음）

包裝圖案 再調整에 依한 具體的인 細部內容은 다음과 같다.

〈柳韓製品 包裝圖案 規格化에 依한 細部案〉

1 .單紙函

① 모든 柳韓製品의 包裝圖案은 現在 使用中인 Standard Form 에 準한다.

② 容器의 變型（圓型으로 統一）에 따라 單紙函의 폭은 4面이 自動的으로 같 

게 된다. '

③ 마아크는 종래의 圓型에서 둘레에 4角의 테두리를 두어 使用한다.

④ 製品名 表示는 前面엔 한글, 後面엔 英文으로 表示하며 共히 丸꼬딕體로 

使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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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 마아크의 位置는 前, 後面 上部에 두며 마아크를 通過하는 噩劃線은 4角 

마아크의 肛부분 윗면을 等分線으로 한다.

⑨ 單紙画의 뚜껑 부분에는 버 들 마아크를 두되 마아크 밑 에 製品名을 한글로 

表示한다.

⑦ 商號表示는 下部 黑띠에 白字로 表示하며 前面엔 漢字 Logo 體, 後面엔 

英文 Logo 體로 한다.

⑧ 包裝單位 表示는 前面엔「아라비아 數字+한글」, 後面엔「아라비아 數 

字+英文」으로 하며 共히 右側에 位置케 한다.

⑨ Design 上의 面과 線의 等分 （圖面참고）

2• 라 벨

①「라벨」은 容器의 前面에 만 1枚로 부착하며 前面 正圖案은 柳韓의 Standard 
Form 에 準하며 右側옌 說明欄을 두뎌 說明欄의 上 •下都分에는 綠線으로 테 

를 둔다.

②「라벨」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規格化한다. <T「T3〉은 全體 병 

둘레의 +의 질이로 하며〈T,〜TQ〈输〜SQ은 병둘레의 糸길이로.한다. 正圖案 

과 설명문 表示 部分과의 비 례는 3 ： 2로 等分하여 統一化 한다. （圖面參考）

3. 打紙函

打紙函의 圖案은「라벨」만을 별도로 印刷하여 부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 

다. 디 자인은 單紙函과 같은 Standard Form 에 適用하며 부착 位置는 右側 側 

面 全部와 뚜껑部位에 一部를 부착케 한다. 폭과 길이 의 規格은 圖面參考.

4. Sealing

① 包裝 規格化 對象 製品中 모든 單紙函에는 上部 開閉口에 지함 Sealer 를 

封緘한다.

② <C1-C3> Can用에 속하는 品目의 容器에는 上-部뚜껑 Frame 에는 완절식

100^^10

제昔명

I
I

제番경

打紙画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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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깡통 따는式）장치를 하도록 한다. 上記表示 事項中 封緘 또는 開封時 單 

紙函 Can 上의 文字表示가 흐트러 지거나 末消되지 않도록 Sealer•의 規格과 圖 

案을 調整한다.

③ Sealer• 는 事前 接着劑가 添加된 Sealer 로 한다.

④ 水劑類中 Cough-Syrup-S, Codena-S 는 그 容器 Cap 주위를ZPVJTape 로 

Seal 한다.

⑤ 병구 Sealer ： 現在 使用中인 Paraffine Sealer를 없애며 內容物 流出 防止 

策은 Backing 의 改良으로 補强한다.

⑥ 單紙函 Sealer : 單紙函 下部 뚜껑 은:接着劑로 고정 하고 上部 뚜껑 은 紙函 

Sealer 로 봉함 한다. 表示圖案內容은

柳韓製品一버들표 標識

外國 Origin—「SEALER」文字表示로 Maker 別 關係없이 共用으로 使用한다.

5. Backing

材質 : 錠劑, 水剤類 共히 Polyethylene 으로 한다. （罐容器는 例外로 한다） 

構成部品 :〈「〜T»는 Cap 內部에 P이yethylene Backing 을 밀착시 키 고<工~ 

TQ은 防濕創가 부착한 Polyethylene Backing 을 內部에 밀착시킨다.

（以上 錠劑類） 은 Cap 內部에 Polyethylene Backing 을 밀착시 키 고

〈S3〜SQ은 Cap 과는 별도로 병 구에 Polyethylene Backing：을 한다.

6・防濕標

①「： 防濕劑를 揷入 않는다.

②「: Silicag이 Bag 을 製品과 함께 容器' 속에 넣는다.

③ T?〜Tg : Polyethylene Ba아cing 에 부착된 Silicagel 을 利用한다.

④ Ci~C3 ： Silicag이 Bag 을 內容物과 함께 Polyethylene Bag 속에 넣는다.

7. 중사지

① 모든 單紙函品目에는 중사지를 使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但 <T- 
T» <$>은 例外로 한다.

② <Ci~C3〉의 製品에 는 Can 內의 둘레 에 Corrugated Paper 를 삽입 한다.

（參考 : 小型包裝物은 중사지 삽입이 必要치 않음）.

&其他部品

①充塡物（Vacancy Filling Material）
錠剤類製品의 容器에는 製品 以外의 餘白을 Polyethylene 으로 充塡한다.

② P.E. Bag

〈3〜C»系列에 속하는 製品은 P.E. Bag 에 넣는다.

③ Paraffine Wrapper
錠劑類로서 單紙函을 使用치 않는 一剖 德用包裝은 P.W.로 싸도록 한다.

以上이 대체적으로 살펴본 包裝規格化의 主要細部原則인바 이 外에도 規格化 

施行方案을 3段階로 區分, 各 유형 별 容器規格圖로부터 木型製作, 類型別 容器 

Sample 製作, Sample 과 實際 內容量과의 比較 및 Space 檢討 둥의 一次단계를 

거쳐 確定된 容器 規格에 따라 包裝材料의 發注, 規格化 包裝에 依한 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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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荷 둥 하나의 製品이 나오기까지의 一聯의 過程을 各 해당 部署別로 區分, 

責任作業으로 進行토록 計劃化되어 計劃된 期日 內에 各部署 責任者들은 이、作 

業을 完了하여 그 結果를 新製品 開發運營委에서 最終 綜合檢討케 되어있다.

이에 따라 最終 確定된 包裝物들은 곧 實際 發注作業에 着手케 되며 各製品 

別 出品日程 日字가 定해져 이 基準에 依하여 1971年 9月 1日부터 12月1日까 

지 단계적으로 出品이 完了케 되어있다. 물론 이 出品計劃이 완벽을 期한다고 

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點에 對해서는 社 自體에서도 事前檢討된바 있으며 

計劃上의 차질을 前提하여 이에 對한 對備策이 별도 規定에 依據, 設定되어 

있다.

이러한 包裝規格化作業에 따르는 重大한 問題의 하나는 旣存 在庫量의 有效 

適切한 使用處分에 있다. 말하자면 旣存 包裝材料에 對한 不必要한 廢棄量이 

發生하지 않도록 購買部와 生產部는 相互密接한 紐帶, 協助아래 出品豫定日程 

을 수시 로 체 킹하므로서 뜻하지 않게 야기 될 資材費 損失을 最少限으로 막아 

야만 한다. 上記한 이러한 엄청난 作業은 短時日 內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 

이다. 또한 이는 한 部署만의 힘만으로도 不可能한 것이다. 各部署가 맡겨진 

業務에 對하여 計劃된 日程에 맞추어 혼연일체가 되어 最善을 다했을 경우만 

이 可能한 것이다. 以上의 諸問題點을 두고 分析해 볼 때 柳韓의 包裝政策은

첫째 : 醫藥品 메이커로서의 公信力과 信賴를 消費者 속에 깊이 심자는 데에 

主眼點을 두었으며,

둘째 : 오란. 歷史와 傳統을 바탕에 둔 Symbol Colon 에 依한 强力한 이 미지 

메이킹 에 철저 하며,

세 째 : 그? 므로 어 디 까지 나 消費者가 바라는 바에 따른 信賴와 安定感을 주 

도록 함에 Design 上에 촛점 을 두었다 할 것 이 다. 다음은 流通過程에 있어 서 의 

輸送에 따른 破損率 減少를 期하므로 얻어지는 經費節減, 包裝材料需給 및 在 

庫管理의 簡素化, 包裝資料의 經濟的 購買 둥이 금번 包裝規格化作業의 根本 

目的인 것 이 다. 이에 따라 부언하는 바는 앞으로 모든 包裝工程이 自動化, 機 

械化될 것을 事前에 檢討된바, 이 自動化計劃에 對備코저 함이 또한 큰 意義 

를 갖는다 하겠다. 이 計劃이 施行된지도 2年 남짓 지났다. 過程에서 問題點 

도 많이 惹起됐었다. 앞으로 이러한 問題點들은 經驗을 바탕하여 점차 修正을 

하여야 할 것이다. 柳韓洋行의 上記한 “包裝規格化”作業의 成功與否는 좀 더 

時間이 흐른 뒤에 綜合檢討의 問題點으로 提起되어야 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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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損保護를 위한 계란 패키지〉

이 패키지 方法은 典型的인 펀프로 계 

란을 위한 홈을 이루어 놓고 사이를 폴리 

에 틸 렌 벽 으로 하고 打T山 싀 가는 끈으로 

조여 계란의 有動件을 제거시켰다. 包装 

사이즈로는 30倡들이 를 單一包裝으로 하여 

人産으로 까지 拦大 法護 色裝할 수 있 다.

그러 나 이 30個들이 친裝方法은 一殷을 

위한 보편적 包裝力♦法은 아니 다. 野 냐하 i 
며 이러한 包裝은 60〜入”。가 海外市場을 I 
위한 輸出用包裝으르 生；조價의 面에서 고 ! 

려되어진 것이기 너문이다. :

破損상태는 극소수로 입증되고 있는데 ! 

이는 消費者의 大芾分이 손잡이를 이응해 j 
스스로 보호하기 때문이 다. I

〈汚損防止의 커기袋包裝〉

Wechsler Coffee 社에 서 開發한 이 

袋包裝은 “Lb로 확장시 킬 수 있 는 

크라프트紙（Lmil 의 폴리 에 틸렌 卫 

딩 이 力同 진）로 만들어 진 것 이 다.

이제까지 袋븬装이 지畤은 저항 

으로부터의 汚損을 이 紙袋는 面積 

으로부터 저 항과 오손 보초를 해 결 

시켰다. 또한 材料上에서 발생되기 

쉬 운 모서 리 파손을 위 해 충분한 보 

호조치를 첨 가시 켰 다.

종이 纖維質을 이용한 化學的 치 

유책은 經濟的인 問題의 解決과 점 

합 Foil, 高層필름이 지 니 -匸 污損에 

대한 저항보다 더 높은 强度를 지 

니 고 있 음이 이 祇袋가 보여 주고 있 

다.

따라서 이 Scotchban Coffee 袋가 

아마도 발전적 소지를 지 닌 처음의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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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알 타입의 錠劑 包裝（藥用）〉

Ortho Phamiaceutica【社에서 開發한 이 

錠劑用 包裝은 單位包裝 하나로서 35日 （5 
週） 등안을 복용할 수 있 게 폴리스티 렌으 

로 만들어 진 包装方法이다.

이와 유사한 錠劑包装보다 實用面積을 

더욱 擴大시킨 것으로 便用時에는 上端部 

에 使用日을 돌려 맞추면 錠劑가 작은 門 

을 통해 射出케 되어 있다. 따라서 每日 

上端部를 찰칵소리 나는 곳까지 회전시키 

면 1錠씩 사출되는 것이다.

이 包裝은 한 錠 한 錠이 정확히 사줄 

되는 정 밀한 考案이 부수되 어 있다.

<01d Spice Shaving 
Cream의 壓縮包裝〉

Shulton 社에 서 開發한 이 包 

裝方法은 電氣르 壁第 密着시 

켜 낸 11온즈들이 콘테 이너 로서 

다른 콘테 이너 보다도 强度 內 

容物의 呆護件이 우수한 包裝 

方法의 것 이디-.

〈밀크와 오렌지쥬스용 包裝〉

Bowater Packaging社가 開發한 包裝容器로서 폴리 에 틸렌을 

主材料로 鑄型에서 壓縮 加熱시켜 만들어 내는 이 容器는 오 

렌지쥬스, 밀크 등을 진공포장으로 內積시 켜 內容物의 保護 

를 해결시켜 주고 있다.

필요시 에는 적 당한 힘으로 압축을 加하면 上端訛가 개봉되 

게 하고 있다.

〈Modem Packaging, March, 1973에서 발췌>

李 慶 錫譯

n投…I 一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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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贵匚藝(2)

印刷J物과^ 包시W

朴 來 卿
首都師大應美科助敎授

現代社會에 있어서 集團的인 뉴스전 

달과 知識보급의 可能性은 특히 發達된 

인쇄 기 술과 매 스 미 디 아를 通해 서 擴大되 

어 가는 일로에 있다. 언제부터인가 現 

代에 사는 人間들은 인쇄술과 接하게 되 

어 버렸고 그것은 오늘날 하루도 빠짐없 

이 어떤 形式으로던지 상면하게 됨으로 

써 오히 려 그들이 강요하는 매 카니 즘 속 

에서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 

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人間과 인쇄물 

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한 關係를 形 

成하게 되었으며 ,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에 依存할려는 現代人의 生理가 작동하 

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印刷物이 만들 

어진다는 自體가 이 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에 

까지 到達하기 為해서는 自然히 전달 方 

式이나運送이 문제가되는 것이며 또 그 

러한 문제는 當然 제기 될만한 것이다.

이렇게 각종 인쇄물이 전달 가능하게 

되기에는 그런 내용物을 싸줄 포장이나 

봉투가 일단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勿 

論, 그러한 目的이나 機能을 為해서 이 

方向의 것을 發明 개발해야 할 디자인과 

포장이 갖는 또 하나의 임 무를 여 기서 찾 

아 볼 수 있다 하겠다.

以下 現行 우편法 속에서 시행되고 있 

는 우편인쇄물과 그 포장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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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図
쇄 물 등은 100g당 5원, 업 무용 서 류는 20g 
당 10원으로 책정돼 있다.

大韓民國 우편法 第 13. 4條에 두 가지 로 우 

편물이 區分되어 있고, 3種과 4種에 해당되』」 

인쇄물 우편은 소포 우편과 다른 통상 우편 내 

에 속해 있다. 거기에는 主로 定期 刊行物（3 
種 우편物 인가）과 서적이나 業務用 書類내지 

사진, 서화등（4種 우편物） 인쇄물이 대부분이 

다. 1949年 정식으로 국제우편협정에 加入한 

우리 나라의 경우, 만국우편의 협조 조항대로 

모든 일은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 규약대 

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황을 잠깐 살 

펴 보기로 한다.

4） 인쇄 물 븡투는 크기 에 따라서 2種으로 使 

用하고 있다. 第一型은 가로 20cm X세로. 

9cm, 第二型은 가로 16cmX세로 12cm로 

서 이 두번째 것 은 신형 이다. 그 다음 使- 

用되는 븡투지의 質의 경우는 특수한 제 

약은 없고, 두껍고 튼튼한 것으로 使用하 

도록 되어 있다.

5） 地上 운송 이외에 항공, 선편을 利用할 

수 있 는데 항공배 달의 경 우는 항공료를포 

함한 것 으로 一部 國內지역 과 國際 제 지 

역에 배달되고 있다.

1） 보통 봉투 속에 내용물（인쇄물）을 넣어 

서 봉함한 뒤 주로 성 명 우편번호를 반드 

시 기재하고 인쇄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것.

2） 봉투 上端 모서 리 에 가로 세로 5cm씩 잘 

라서 주함에 넣 거 나 우체 국에 가져 간다.

단 國內의 우편의 경우 가위질을 하지 않 

을 때는 핀으로 여기에 대치시킬 수 있게 

하여 필요에 따라서 내용물 조사가 가하 

도록 한다. 國外의 경우는 핀을 사용하도 

록 한다.

3） 3種의 정 기 간행 물은 法的인 認可物에 限 

해서 기본요금 100g당 2원, 4種의 서적 인

이와 같이 우편요금이 감액이 되는 특수한 

경우로서의 인쇄물 우편은서로가지켜야 할이 

런 약속과 규제가전제되어 있다. 여 기에는 더 

욱이 언제나 限界선이 있게 마련이어서 가령 

무게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서적류 1〜 
2kg, 소포 6kg가 한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인쇄 우편물을 쌀 븡투나 포장 自體의 규격과 

조건은 과히 까다롭지 가 않을 뿐만 아니 라 사 

실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勿論 3種과 4種의 우편 포장의 경 우（입 무용 서 

류는 除外）어느 한 쪽에 반드시 開口가 있어 

야 한다는 條件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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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실상 인쇄물 포장에 대한 可能 

性이 라는 것은 어 느 뎐에 있어시 는 다른 포장 

못지 않게 개발된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충족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 

자면 內容 인쇄物 못지 않게 이것을 제대로 

보호 전달해 줄 포장 自體도 重要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 게 한다.

固

商品이 나 製品을 싸고 보호하고 전 달하고 선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포장의 意義가 사뭇 높 

아가고, 오늘날의 企業成長과 產業發達에 크 

게 이바지하고 있는 實淸에서 그의 重要性이 

한충 더 고창되고 있는 현재에 이러한 인쇄물 

포장의 경우처럼 특수 포장에 있어서 자칫 二 

뜻을 등한히 할 가망도 없지 않다 하겠다. 즉 

포장이라하면, 시 각적 인 효과나 이 를 통한 호 

소력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내용물의 선전 

과 그 目 的에 必要 以上의 힘을 기 울여 서 오 

히려 피하기 어려운 不快한 부담감을 소비자 

에게 주기 일쑤인 어제 오늘의 실정에서 한번 

다시 차분히 기 븐적 인 문제 부터 생 각해 볼 必 

要가 있지 않을까 한다.

머리와 눈과 슨이 한꺼번에 움직여 돌아가 

는 現代人의 바쁜 生活 가운데 에 털끝만치의 

지 나친 부단이 나 不便은 이들의 정신이 나 實 

際활동 분위 기 를 얻 마나 망쳐 놓는지 모르며 그 

와같은 신경질적인 微小한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무감각해지는 감정과 심 정 

의 원인이 되는지 실로 모를 일이다. 일에 대 

한 저하, 의욕의 저하, 정열의 저하 둥 현대 

적 인 일의 성 격 을 생 각할 때 이 것 이 야 말로 위 

헌스러 운 公害가 될 수 있는 要因이라 하겠 

다. 아름다운 형 태 나 부드러 운 색 감, 또는 강 

렬한 시 각적 인 자극 요인들에 둘러 싸여 每日 

을 생활해 가는 사람들에게 인쇄물과 그 포장, 

이것은 다시 한번 注目해 볼 좋은 디자인의 기 

회라 하겠다. 가장 딱딱하고 예리하고 현대 적 

인 사물인 인쇄물과 가장 素朴하고 무뚝뚝하 

고 무미 한 포장지에 서 매치 되 는 가장 기 발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것은 또 個別的인 商品이나 내용물에 적 

용시킬 수 있는 個別的인 디 자인의 포장과는 

다르게 어 느 시 기 , 어 느 곳에 자그만하게 개 발 

된 아이 디 어 하나하나가 결 국 전 세 계 를 휩 쓰는 

보편성을 지니게도 되는 것이다. 그만큼 어느 

面에 서 지 나치 리만큼 保守的인 性格을 갖추고 

있으면서 극단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허용하 

고 있는 특수 포장 영역이라 하겠으며 그 개 

발의 可能性 또한 무궁하다 하겠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인쇄물 포 

장은 大別하여 봉투류와 종이 류로 나눌 수가 

있 다. 前者의 경 우는 한정 된 紙質（두터 운 봉 

투紙） , 크기 와 色（황색조나 회 색조의 우편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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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9> 새허 11>

포장지 色） 그리고 重量 속에서 多樣한 종류가 다음 몇가지 具體的인 들어보기로 한例를

A

分

使用되고 있다. 後者의 경우는 대게 무거운부 

피나 책을 포장하는 경우로서 소포 우편에 해 

당되기 해문에 골판지와 같은 두터운 

토 여러번 싸고 덮는 소포 포장지로시 

겨우는 除外하기로 한다.

國內外 印刷物이 빈번히 오고 가는 

특수지 

이번의

가운데

서 요즘 특히 눈에 뜨이 는 포장 봉투 몇 종류 

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가령 外國의 경우에

- 도 과거에 줄곧 사용해 오던 포장봉투를 중심 

.으로 특히 내용物을 보일 수 있는 開□에 문 

제의 焦點을 두고 集中的으로 개발할 方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봉투의 開□部를 그대

♦로 열어 둔다던가 풀로 봉한 나머지 一部를 남 

겨 둔다던가 하는 在來式 方法에서 나아가서 

호츠키 쓰로 찍 는 다던가, 특수핀을 使用하므로 

서 이의 해결에 便利를 주도록 努力하고 있 

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동안은 雙다이얼 시 

스템으로 아래 위 둥근 원을 실로 엮어 더욱 

，便利하게 해결한 아이디어를 음미할 수가 있 

었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는 되도록 간편하고 

되도록 편리 하게 하기 為한 모토로서 특수 풀 

이 개발되어 開閉의 여러 횟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必要에 따라 내용을 임 

의대로 열어볼 수 있도록 아예 開□部 自體를 

그렇게 디자인 해버리는 경우도 본다. 모두 

좋은 아이디어 산출의 결과라 하겠다.

다. -

1）開□部의 개발과 표식

•① 특수 핀 使用 （例 • 圖1）

② 쌍 다이얼 시 스템 （例 圖2）
③ 특수 풀 사용 （例 ' 圖3）
④ 특수 디자인 開口 （例 • 圖4）
2） 봉투 접는 原理 （주로 背面 中心으로）

① 中央과 下端을 부착시킨 봉투（例 圖5）, 
특히 한국과 日本의 봉투 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側面一部（오른쪽）와 下端을 부착시킨 例 

（圖6） 主로 독일과 프랑스 英, 美國의 봉 

투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背面 全體를 완전히 두터운 Hard Board 
紙로 깔고 덜 두터 운 봉투紙나, 같은 하드 

보드로 뒤 까지 덮어 접착시키는 例（圖7, 
圖8）

④ 소형봉투의 형처럼 뒤로 접어 부착시킨 

一側面（왼쪽）을 自由롭게 여 닫을 수 있도 

록 한 것. （圖9） 프랑스의 一例

3） 석면 포장 봉투

정기 간행물 우송의 경우 시도 되었던 특수 

포장 봉투. 이 석면이나 헌 솜이 들어있는 포 

장봉투는 특히 近來 歐美 各지역에서 人氣리 

에 使用되고 있는 개발품으로 어떠한 外部의 

타격에도（이를테면, 重壓, 물, 불 파손） 거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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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견딜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면서 그만큼 덜 

아름답게 생겨 있는데 妙味가 있다 하겠다. 이 

를테 면 Jet Pack. Bag (No3) Style이 나 (圖10), 

Jiffy (Typ3) Style (圖11) 이 그것 이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태적, 시각적, 기능 

적 또는 재료 개발 둥으로 각각 그 특징을 살 

린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 인쇄 

물 우편의 경쟁과 전쟁이 한창 進行되고 있다 

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볼 

때 인쇄물, 서적, 또는 그와 같은 내용 속 

에 담겨 있는 뉴스나 지식, 자료 등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關心과 注目을 두고 있는가에 따 

라서 이것의 개발도 並行되는 것 같은 印象을 

받는다. 물론 위에서 본 例는 그의 극소수에 

해 당되 는 一部에 지 나지 않는 것 이 지 마는 이 

方面에 우리 들은 얼마만큼의 많은 關心과 努力 

을 기우리고 있는가를 이 機會에 한번 生覺해 

봄직도 하다.

요즘 우리들 주위에는 퍽 반가운 현상들이 

일어 나고 있다. 即 내용 인쇄물에 어울리는봉 

투 제작 使用이 그것이다. 특히 전시히, 전탐 

회, 서적, 샘플 등의 카드나 인쇄물이 들어 있 

는 내용을 친절하게 밝혀 주는 봉투의 使用이 

다. (圖12, 13, 14) 그런 봉투 表面에 상표나 

상표名 주스 성명이나 내용物 표식의 글과 二 

림이 어느 程度 自由스러운 전달사항을 여유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物件을 가질 수 있 

을 경 우, 내 용물에 풀러 스하여 보다즐거 운快 

感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둔다. 미미했던 

平面的인 봉투 表面의 유익한 선전과 디자인. 

기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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刷新助成의 現代 패키징

現在 패키지 디자인의 一般水準은 2, 3年 前에 比하여 내우 高水準에 達하 

고 있음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우리들이 競合上 飽和點에 達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은 販賣市場과 관련상 이러한 高水準化는 當然한 理致인 것이다. 

따라서 販賣責任者는 이에 併行될 수 있는 手段과 方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 각한다.

패키지 디자인의 終局的 目的은 通常 食料, 煙草 등 多量大衆消費物品의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 分野에의 硏究는 무엇보다도 優先時되어야 겠다.

이 分野에서의 多樣한 變化의 展開는 例를 들면 슈퍼마아켓의 擴大 發展 

으로（現在 英國 內의 슈퍼마아켓의 數는 I960年 以來 倍로 增加하고 있음）

패키지의 變化를 요구하는 事態도 同時에 이러나고 있다. 때문에 顯著한 

일은 슈퍼에서의 販賣品目의 务樣化이지만 이것은 두가지의 意味를 갖고 힜 

다고 生覺된다. 첫째는 只今까지 包裝考慮를 하지 않았든 商品그룹에는 正 

常한 包裝考慮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店內가 特定品 賣場으로 區 

分된 슈퍼마아켓이 增加하는 傾向에 있지만 이러한 賣場의 性格이 販賣品의 

特！生에 부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商品을 陳列하고 

있는 環境은 商品의 性格과 調和되겐 改善되 어져 야만 한다.

例를들면 擴大된 洗面, 化粧品 部門은 女性的인 텃치로, 커다란庭園機具 

部門은 보다 男性的인 텃치를 必要로 할지 모른다. 色, 採光, 裝飾, 揭示, 

陳列方法은 賣場마다 變更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為하여 展 

示 陳列을 맡은 디자이 너는 商品 陳列 環境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반면 이러한 思考를 擴大한 것도 있다. 한 便에서 多種類의 物品을 購 

入하기 為하여 一個所에서 用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店舖가 증가하는 反面, 

專門店의 復興을 期待하는 傾向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은 一見 矛盾된 현상 

같지만 거기에는 그 나름의 理論的인 뒷받침이 있다. 구로스博土딧센돌푸 

터레이드페퍼를 出版함과 同時에 歐州企業經營學校 講師）는 商品을「問題가 

없는 것」과「問題가 大端히 많은 것」으로 區分하고 있다.

「問題가 없는 商品」이 란 그에 依하면 패키지에 依하여 內容이 明白하여 

손님이 自己判斷을 내리는데 店員의 販賣努力을 必要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한 

다. 이「問題가 없는 商品」은 셀프 서어비스上 理想的이다. 反面「問題가 

大端히 많은 商品」은 많은 說明을 必要로 하고 店員, 때로는 專門家의 販賣 

努力을 必要로 한다. 이 두가지의 商品丹 差異는 將來 小賣政策上 보다 많 

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問題가 大端히 

많은」商品을 패키지에 依하여 어느 程度까지 세일스맨을 必要로 하지 않는 

「問題가 없는 商品」으로 變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 問題 

에 對한 滿足한 解答은 많은 商品販賣上에 多大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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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專門店의 再增加를 示唆하는 第二義的 理由는 보다 많은 物品이 大衆이 

구입할 수 있는 範圍 內에 들어오게된 結果, 所得의 向上과 더불어 各自의 

個性을 顯示할 수 있는 物品을 購入한다고 生覺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特殊性이 豊富하고 유니一크한, 그리고 最高의 物品을 求하려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슈퍼 마아켓과 專門店이 企業合同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合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專門店이 多品目販賣店에 將 

次 吸收되게 되느냐, 않느냐는 不明하지만 專門店의 復活은 패키징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敎唆를 內在하고 있다. 또한 패키징은 刷新, 多樣化, 或은 新製 

品을 開發하려고 하는 會社에 도움이 된다는 面도 가지고 있다. 이 問題는 

언제나 興味의 對象이 되고 있는 一面, 事業技術 및 國際競合의 變化性을 疑 

心의 餘地없이 企業의 刷新, 多樣化方向으로 새로운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패키징은 이같은 해결을 위한 遂行에 있어서 세 方面에 重要한 役割을 지니 

고 있다.

첫째는 패키지 디자인을 通해 製品의 變化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例를 

들면 새로운 容器를 만든다든지 變化에 의하여 超來되는 利益을 强調한 容 

器의 表面을 만드는 것 둥에 依해서이다. 이 點에서의 좋은 例는 小規模이지 

만 다이 나믹한 企業인 스콧트랜드의 토마스 솔터社의 패키징 이 그것이 다.

同社의 專務인 아랑크라함氏는 同社의 새로운 패키징은 新製品의 導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確認하고 있다.

둘째로 優秀한 패키지 디자인은 친숙해진 在來品의 고객들에게도 變化를 

받아드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現在 마아켓에서도行하여 질 것이 바람 

직한 일인 同時에 注意깊은 經營者에 觀心을 갖게하는 일이다. 또한 利點은 

이 것뿐이 아니다. 商品의 變化를 說明함과 同時에 그 商品을 在來品과 같이 

陳列함으로서 고객들의 판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境遇이거나 패키 

지 디자인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技術 其他의 革新이 新製品의 出現을 가 

져오게 하는 것과 같이 패키징 分野의 將來는 보다 重要性을 띄게 될 것이 

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挑戰으로 받아들 

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째로 패키지 디자인은 在來品이 存續하기 爲해서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現在 많은 會社가 直面하고 있는 隘路는 商品內容은 同一한 것 

인데 競合環境은 날로 加熱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패키지를 洗練되게 

하여 商品內容을 正確히 傳하는 한 便 競合이 되 겠끔 하는 努力을 必要로 한 

다. 그러면 어느 程度 變更할 것인가 하는 點에 關하여는 專門家에게 委任할 

일이다. 이와 같은 調整된 變化의 例는 부스 진의 패키징에서 볼 수 있다. 

瓶의 형태는 종전과 변함없으나 라벨은 다양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 

에게는 製品이 疑念이 없는 同一品이지만 라벨은 製品을 새롭고洗練되게 전 

달하여 古來의 商品을 새로운 顧客에 게도 받아드리 게 하는데 成功하고 있다.

以外 企業의 多樣化에 依하여 超來될 重要한 點은, 多樣化가 틀림없이 在 

來의 마아켓 狀況을 混亂시키는 일이다. 新商標의 製品이 登場하는 한편 한 

分野에서 有名한 會社가 他分野로 進出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市場을 크게 混亂시킴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어느 程度까지 顧客의 混亂을減 

少할 수:있을:것인가, 或은 新製品이나 新商標를 가진 商品을 繼續하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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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大端히 競合的인 시장에서 定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것 둥을 

考慮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들은 西部유럽과 스칸디나비아를 企業의 基地로 생각하는 것은:混亂을

超來케 하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 地域에서의 重要한 差異는 單只 言語, 

文化上의 差異 뿐만아니라 많은 自國에서의 定評이 있는 有名한 會社가 外 

國에서도 自國과 같은 見地에서 繼續하여 企業을 行한다고 하는 敎育上의 

問題이다. 바꾸어 말하면 自國에서의 假定 特히 패키지 디자인의 分野에서 

는 다른 시장에서와 같이 直時로 適用되지 않는 까닭이다. 大量生產을 요구 

하는 會社는 많은 시장에서 標準的인 商品의 수요를 .强要 當하지만 이같은 

商品이 같은 方法으로 패키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反對로 패키지 디자인은 製品의 變化的인 要素를 强調하지 않으면 안된 

다. 國際流通商品의 패키지 디자인은 시장의 必要性과 요구에 應하기 위하여 

比較的 저렴한 價格으로 變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製品製造業者는 이 點을 重要時 하게되는 것은 數多한 製品의 패 

키징 제작에 유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패키징은 때로 地域의 必要性에 符 

合되게 변모할지 도 모르지 만 그러 나 製品構成의 一部分이 며 그리 고 製品이 

購入의 可否點에 重要한 理由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패키지 디자 

인은 製品이 開發된 後에 考慮된다는 것은때때로 容器가 그와 같은 段階에 

서 決定되는 것과 같이）잘못된 理解인 것이다. 처음부터 패키지는 製品의 

一部다 라고 生覺하는 것은意義가 있다. 新製品이 考慮되는 境遇 패키징 部 

門의 代表者 또는 部員, 外部의 패키징 諮問員이 開發팀에 加擔되어야 한 

다. 理由는 技術上의 問題 뿐아니라 價格 이미지, 그외의 要素와 더불어 패 

키징의 面에서도 効果的인 製品을 開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미 패키지 디자인은 新製品 開發上製品의 優秀性；優位性, 販 

賣增進의 點에서 有利한 武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記述하였다. 

이러한 일은 패키지 디자인이 처음부터 近代 마아케딩에 있어서 一部分을構 

成하며 特히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念頭 

에 두고 있을 때만 有効한 役割을 하게되는 것이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바람 

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即 視覺에 강하게 呼訴하는 것이 （例를 들면 赤色 

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第一 重要하다고 생 각하는 것과 같은 낡은 生覺은, 

商品 또는 製造元의 무드나 性格올 表現되 도록 하는 努力이 이루어져 야 된다 

고 하는 생각으로 變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무드나 性格을 表現하는 努 

力은 最近 패키지 디자인이 보다 柔軟性이 豊富하고 보다 多樣한 것으로, 또 

는 敏感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證明된다. 패키징의 表面의 印刷技術向上, 

使用 잉크의 良質化, 印刷工程의 進步는 이러한 傾向의 加速化에 寄與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眞實한 原動力이 되는 것은 消費者인 것이다. 큰 소리 

를 지르는 것에 움칠하고 華麗한 宣傳에 疑問을 갖는 消費者는： 高度化되고 

데리케이트한 誘導에 强한 反應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 디자인은 

점차 패키징 製品의 區分에 依하여 보다 많이 使用되게끔 됨과 同時에 이러 

한 方向으로 전환되기를 期待하고 싶다.

Package design of contemporary Japan 1971에서

• 115 •



통조림 空缶의 発達過程

金 基 成
農漁村開發公社-食品硏究所

現在 우리들이 食生活에 便利하게 利用되고 있는 통조림 食品에 對하여 最初 

로 製造法이 發明된 것과 통조림 空缶이 考案되 어진 來歷을 알고 있는 분은 드 

문 것으로 알고 있다. 食品保存과 貯藏의 手段으로서는 冷凍 • 乾燥 • 저 림 （설 

탕• 소금-） • 통조림 （瓶조림과 같은 方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食品의 保管 • 輸 

送 • 衛生 • 經濟性 등을 爲主로 생각하여 볼 때 가장 合理的이며 簡便한 食品 

의 保存方法인 것은 역시 통조림을 꼽을 수 밖에 없다. 통조림의 發達은 人間 

의 戰爭과 不可分의 關聯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795년에 佛 

蘭西가 유럽 여러 나라와 싸울 때 나포레옹이 苦心한 것은 兵士가 戰死하는 

것보다도 兵士들이 먹어야 하는 糧食의 補給이였으며 每日 먹어야 하는 빵과 

소금절임 만으로는 兵士의 士氣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뿐아니라 食品 

이 轍送中 腐敗하여 各種 食中毒 事故가 많으므로 榮養價가 있는 肉類와 菜蔬 

食品의 供給이 問題였다. 當時의 智慧로서는 食品을 長期間 貯藏하는 技術이 

없었던 것이며 이에 나포레옹은 懸賞金을 내어놓고 食品의 長期 保存方法을 募 

集하게 되 었 다. 最初로 통조림 原理를 考案한 사람은 1804年 불란서 Nicolas 
Appert 의 （1750〜1841）였다. 이 때의 方法은 넓 은 입 을 가진 유리 瓶에 食品 

을 넣고 加熱하여 瓶속의 空氣를 排氣시킨 後 30〜60分 동안 끓인 뒤 콜크마 

개로 密封하여 두면 食品이 變敗하지 않는데 着眼한 것이었다. 오늘날에 생각 

하면 매 우 初步的인 原理라고 하겠으나 1810年에 Appert 는 이 原理를 利用한 

통조림 食品을 만들어 나포레 옹이 懸賞募集한 食品貯藏法에 當選되 어 12,000프 

랑의 賞金을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포레옹은 통조림發明의 스폰서가 된 

사람이 기도 하다. 그 當時는 細菌의 自然發生說을 主張하던 時代였으며 1873 
年에 이르러 細菌學의 始祖인 Louis Pasteur 에 依하여 細菌의 加熱殺菌原理가 

證明되므로서 確實한 理論的인 解明이 되어 통조림의 始祖가 되었다.

아마, Nic이as Appert 가 통조림 에 對한 硏究를 게을리 하여 懸賞募集에 應하 

지 않았더라면 戰爭歷史는 變하였을지도 모른다. 第1次 世界大戰에는 莫大한 

量의 통조림 이 軍隊에 依하여 調逹하게 되 었으며 이로 因하여 各國의 통조림 

產業이 크게 發達을 보아 1921年 以後에는 各種 果實汁통조림 과 Baby Food와 

같은 新製品이 登場하게 되 었다. 그 후 第2次 世界大戰에 서 는 美軍과 聯合軍이 

使用한 食品의 2/3가 통조림으로 供給되었으며 戰爭物資 調達로 因한 原材料 

節約을 目 的으로 새 로운 各種 包裝容器가 開發되게 되 었 다.

이제 통조림과 容器가 發達된 沿革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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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年 : Peter Durand 가 金屬容器를 利用한 

통조림을 製造하여 英國政府에 特 

許를 얻다.

.1812年 : Durand 에 依한 통조림 製造工場이 

英國에 創立되다.

1813年 : Donkin 과 Hall 이 英國 海軍에 試驗 

用 통조림을 綃品 開始하다.

1815 年〜1819年 ： Otto Von Kotzebue 및 Ed
ward Parry 船長이 極地探險에 통 

조림 을 携帶使用하여 틍조림 眞價를 

立證하다.

1819年 : 英國人 T上omas Kensett 와 Ezra 
Dagett가 연어 • 새우 • 굴 통조림 을 

製造하다.

1820年 : 英國人 Thomas Kensett 와 William 
Underwood 가 채 소통조림 을 製造하 

여 南아프리카와 極東地方에 輸出 

을 하다.

1824年 :英國에 서 통조림缶의 뚜껑 을 막는 

卷締機械를 開發하다.

1825年 : 英國人 Thomas Kensett 와 Ezra 
Dagett 이 연어 • 새우 ・ 굴통조림 製 

造方法과 容器에 對하여 美國政府의 

特許를 얻다

1847年 : 美國人 Alen Tailor 가 Press 製缶法 

을 開發하다.

1849年 : 美國人 Henry Evans 가 뚜껑 製造機 

를 發明하다.

1850年 : 美國人 Charls Bogna 는 最初의 険 

料缶을 製造하다.

.1852年 : 美國人 Stevenson 이 뚜껑 을 붙이 는 

機械를 考案하다.

1856年 : (1) 英國人 Henry Bestema 와 Wi
lliam Kellet 이 銳鐵에 서 薄鋼板을 

製造하는 工業的 方法을 發見하여 

錫板 使用 이 急激히 增加되다 

(2) 美國人 Gail Borden 이 牛乳의 

濃縮方法과 眞空통조림 方法을 考 

案하여 牛乳통조림 工瘍을 創立하 

다.

I860年 :空缶製造의 缶胴接合法이 開發되 

다.

工860年 :美國人 리 용이 家庭에서 使用되 는 

齒藥紛을 缶에 넣어 販賣할 수 있 

는 金屬印刷缶을 考案하다.

1861年 :美國의 南北戰爭이 일어 나 軍食糧 

으로 통조림 生產量이 年產 4, 000萬 

箱子를 突破하다.

1862年 : 美國에 서 옥수수 통조림 製造에 成 

功하였으며 Winslow 가 美國에 特 

許를 얻다.

1865年 : 美國의 Charls Brant 가 石油用 5 
G/A缶을 독일人 技師와 같이 考案 

하다.

1870年. :製缶機의 速度가 時間當 60缶에 서 

2,500缶으로 向上되 다.

1874年 : 美國 A.K. Shriver가 殺菌솥 (Retort) 
을 發明하고 特許를 얻으므로서 통 

조림 殺菌 技術은 決定的인 解決을 

보타.

1892年 : (1) 美國에서 大單位의 파인애플 통 

조림工場을 Hawaii 에 創立 大量生 

產을 開始하다.

(2) 錫板으로 製造한 煙草缶을 最 

初로 考案하다.

1896年 : 통조림 製造業者인 M.Ams 와 Charls. 
Ams 가 現在 製缶工場에 서 使用 하 

는 液狀의 Sealing Compound 를 使 

用 密封하는 方法을 考案하여 革新 

을 가져오다.

1898年 : Edwin Nordon 에 依하여 커 피 眞空 

包裝이 考案되 었으며 特許를 얻다.

1900年 : 美國의 Ams Horgel 과 W. Cobb 가 

圓形 통조림缶을 開發하여 現在 使 

用되 는 뚜껑 과 같이 press 方法에 

依한 圓形의 뚜껑을 만들다.

19()1年 : 美國의 American Can Company 
(ACC) 가 創立되 다.

1902年 : 美國의 Robert Reman 이 鐵板을 使 

用하여 石油用 Drum 을 考案하다.

1906年 : 美國의 有名한 食品規制法規인 食 

品 • 藥品法 (Food and Durg Act) 이 

制定 公布되다.

1907年 : 美國에 National Canners Association 
(NCA) 이 組織되어 통조림 製造와 

技術에 對한 科學的인 硏究를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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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硏究所가 設立되다.

1917年 ; 독일人 Erinst Moela 가 錠製藥品用 

； 小形缶을 考案하다.

1920年 : 美國에서 高速 自動製罐機械인 Roll 

Form Body Maker 를 開發하다.

1921年 : 美國 푸로리 다地方에서 最初의 오 

렌지쥬스를 製造 開始하다.

1922年 : 美國의 P.M. Chappel 이 시 카고에 서 

飼料 통조림을 製造하다.

1924年 : 美國 인디아나州에서 最初읙 도마 

도쥬스를 製造 開始하다.

1930年 :놀웨이에서 最初의 알루미늄罐 통 

조림容器를 考案하다.

1935年 : 美國에서 麥酒用 特殊內面 塗料罐이 

考案되 다.

1941年 : (1) 第2次大戰中 熱帶戰線에서 害 

虫을 驅除할 目的으로 美軍의 野戰 

殺虫劑 容器인 Aerosol 罐이 農務省 

技師인 Lyle. D. Goodhue 박사와* 

William. N. Sullivan 에 依하여 考 

案되 었으며 “Bug Bomb”라고 命名 

되다

(2) 英國에서는 戰時資材供給으로 

錫板이 不足하계 되여 알루미늄으로 

空罐을 만들어 통조림을 製造하여 

보다.

1953年 : (1) 美國에 서 알루미 늄 통조림罐을 

使用 開始하다. 또한 플라스틱材料 

를 使用하여 注入□를 裝置한 液體 

洗劑罐을 考案하다.

(2) 製罐用 鋼板인 Tin-Free Steel 
(TFS) 鋼板을 開發하여 錫板과 代 

替使用을 試圖하다.,

1960年 : TFS鋼板을 製罐用 鋼材로 使用을 開 

始하다.

' 以上에 列擧한 年代順 發達過程이 통조림이 

世上에 태어난 후 160餘年間 걸어온 발자취 이 

다. 그러 나 最近 통조림 工業分野에 는 또 다른 

課題가 發生되고 있다.

통조림 容器로서 꼭 必要한 製罐用 錫板은 그 

需要가 많아지므로서 主原料가 되는 錫資源이 

枯渴되고있으며 價格의 昂騰과 供給의 不安 

定으로 錫板價格이 上昇一路에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傾向에 따라 새로운 容器의 開: 

發과 金屬材料를 考案하기 為하여 많은 硏究 

가 行하여지고 있다.

數年 前부터 從來의 錫板 代用으로：■.나타난 

鋼板이 Tin Free Steel (TFS) 라고 하는 繭板이 

다. 이것은 黑鋼板 위에 金屬 크롬을 電氣鍍金 

하여 特殊化學處理를 한 크롬鍍金鋼板으로 世 

界的으로 普及되 고 있 는 空罐 製造用 薄變板이 

다. 이것은 錫板에 比하여 原材料費에서 3% 
，가 廉價하다고 하며 外國에서는 錫板과,代替 

使用이 한창이다. 또한 容器의 衛生面에서 볼 

때도 有害한 것이 없다. 우리들이 日常生活에 

서 많이 使用하고 있는 金屬크롬鍍金製의 食 

器와 各種 調理道具가 쓰여지고 있드시 .二 TFS・ 
鋼板도 表面에 化成處理를 한 것이므로 一錫板 

의 경우와 같이 安心하고 使用할 수 있닸. 이 

를 立證하기 為하여 TFS鋼板으로 製造한 容 

器에 各種 內容物別 實罐試驗을 數年闌 .•實施. 

한 結果 金屬溶出量은 錫板과 差異가 없음 

이 밝혀 져 美國에 서 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에서, 독일에서는 독일통조림 

技術協會에 依해 통조림用 容器로 使用을 許 

可하고 있다. 錫板空罐과 比較하면 製造工程. 

의 製罐技術面에 多少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 

는 外國에서 이미 開發되어 實用化되고 있다.

TFS鋼板을 使用한 特殊製罐方法 두 가지를 

簡單히 紹介하면 錫板을 使用한 空罐의 胴體 

옆붙임都分은 훅크를 만들어 相互重合되게 하 

고 이곳에 땜납으로 付着시키는 것이었으나 

美國의 어메리칸 • 캔社에서 考案한 方法온 사 

이드• 심部分을 接着劑를 利用하여 付着시키 

는 特殊한 技法을 硏究하였다. 이 方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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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Seam 溶接缶의 構造

空罐을 製造하면 錫板을 使用한 罐에 比하여 

原價가 約 10%가 節減된다고 한다. 사이드 * 

심 接着罐의 構造는 다음 그림 과 같으며 그 名 

稱은 Miraseam can 이 라고 한다. 이 통조림 罐 

은 炭酸飮料, 麥酒, 칵테일, 포도酒用 罐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罐은 콘티 넨탈。캔社에 서 . 

考案한 罐으로 鋼板의 利用度를 높이고 原價 

節約을 為하여 사이 드 - 심 部分을 鎔接하는 틍 

조림罐을 考案한 것이다. 이것은 特殊한 電子 

鎔接技術을 使用하는 것이며 튜브狀으로된 圓 

筒形管을 만들어 罐型에 마추어 切斷하는 方 

法이다. 사이드 • 심 溶接罐의 構造는 그림과 

같이 說明할 수 있 다. 이 罐의 名稱은 W이der 
can 이 라고 한다. 利點으로서 는 耐壓力이 强하 

며 高温殺菌이 可能하고, 납땜, 후락스, 接着 

劑가 不必要하며, 鋼板이 節約되고 印刷와 二 

重卷締가 精密하게 되는 것 둥이다.

통조림 容器에서 또 하나 劃期的인 것은 알 

루미늄空罐의 考案이 다.

1963年 以後 美國을 中心으로하여 ALCOA 
REYNOLDS, KAISER, ALCAN 의 4個社가 中 

心이 되 어 開發하고 있으며 錫板容器의 代用으 

로 1970年度에 使用된 數量은 31萬7千톤에 達 

하고 있다. 麥酒罐의 約 40%가 알루미늄罐을 

利用하고 있다.

알루미 늄缶의 長點은매우 많다. 가벼 우므로 

輸送重量의 減少가 되고, 鹽水나 有機酸에 扌妾 

觸하여 도 녹이 나지 않고, 白銀色의 色澤은 商 

品의 價値를 돋보이게 하며, 熱傳導가 좋으므 

로 冷藏時나 加熱殺菌時에 効果가 좋고, 鋼板 

에 比하여 加工性이 좋으므로 多樣한 缶型의 

製罐을 할 수가 있는 것 둥이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錫板에 比하여 價格이 約 3倍 高價 

한 것이 缺點이다. 이 罐으로는 濃縮쥬스 • 淸 

凉飮料•麥酒•肉類-乳兒食品用 包裝에 主로 

使用된다. 통조림食品이 人間의 食生活에 限없 

이 要緊하고 便利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反面 통조림을 먹고 廢棄하 

는 金屬罐이 漸次 生活環境을 汚染하므로서 

이의 處理問題가 地球上의 苦憫으로 擡頭되고 

있다. 文明國인 美國의 例를 들어보기로 하 

자. 年間 固形 廢棄物의 發生量은 3億6千萬ton 
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그 중 各種 包裝容器의 

占有比는 約 13%를 차지하고 있다. 科學아카 

데미에서 高速道路 沿邊에 버려지는 廢棄物의 

數量을 調査한 實態를 보면 興味있는 事實 

을 볼 수가 있다. 紙類가 59.5%, 통조림罐이 

16.3%, 유리瓶이 5.9%, 플라스틱이 5.8%, 
其他가 12. 5 % 로서 통조림罐이 2位를 차지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 日本 東京市內에서의 例를 들면 1日 廢 

棄物이 13, OOOton 中에 틍조림 空缶이 3ton 程度 

를 차지 한다고 한다. 勿論 이 廢棄物들은 埋 

沒-燒却-海中投沒-堆肥 등의 處理方法을 利 

用하여 없애고 있으나 金屬固形物인 통조림은 

處理가 問題가 된다. 그러므로 廢菓空缶이 많 

은 美國은 炭酸飮料 容器메이커協會가 後援者 

가 되 어 製缶會社가 協力하여 “The Can people” 
이라는 組織을 만들어 全國的으로 廢缶回收計 

割을 推進하고 있으며 約 으00餘個所의 回收센 

터 를 設置 完了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 를 通하여 回收되는 廢缶은 錫製鍊業體 

로 하여금 化學處理에 依하여 分離하여 내 고 

鋼鐵業者에게 나머지 古鐵을 파는 方法이 있 

으며, 金屬製鍊用으로 處理業者에게 파는 것, 

古鐵業者에게 팔아 鑄造工場에서 再生鐵材로 

하여 海外에 輸出하는 方案들을 檢討하고 있 

다 한다.

그러 므로 통조림容器 開發의 主題는 回收再 

生이 쉽거나 廢棄方法이 便利한 分野가 硏究 

되어질 것이며 머지않은 將來에 實現될 것으 

로 生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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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告時評⑤

問題提起, 그리고 宣

二產美會員展의 廣吿人들二

李 規
三立食品㈱企劃管理室

用

（|；너 1） 「The One Point of Concentrate j 
黄吉煥씨（오리 엔트시 계 선전과） 作品

「다다」이야기一結論부터

《일곱개 의 다다宣言 （Sept manifestes Dada） ）＞ 

이란 것이 있읍니다.

文藝思潮史에 중대한 에포크를 기록하는 소 

위「다다이즘」藝術運動을 主導한 한스 아르프 

그리고 트리스탄 짜라가 1916년부터 1920년에 

걸쳐 만들어 낸 宣言입니다. •

—다다, 다다는 統一에 반대 하고, 찬성 하고 

또 未來에 뚜렷 이 반대 한다一

— 自 由, 곧「다다, 다다, 다다」. 怒한 色彩 

의 외침, 대립과 온갖 모순, 그로테스크, 自 

家撞着 따위의 결합, 그것이 인생이다. 一

다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藝術運動이 或者 

들에 丸 戰前後에 폭풍처 럼 휘 몰아간 일종의 世 

紀末的 狂亂이 라 매 도되기 도 하지 만 이 로해 서 

한 때 旣存의 藝術과 道德의 개념, 가치가 파 

괴되고 白紙化됐던 무서운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읍니 다.

「다다 20年宣言」의 强震에 비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폐이도스일지 모르겠읍니다만 올 

해로 스물다섯번째 맞는 產美展一大韓產業美 

術家協會의 傳統있는 會員展이 지난 4월 24일 

부터 29일까지 서울 신세계화랑에서 열렸음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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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新銳作家들을 대거 참여시킨 產美會 

는 회원의 대부분이 국내 유수기업에 증사하는 

產業美術人이며 魔告宣傳界의 精銳들이라는 

점에서도 유달리 주목받는 전시회 입니다.

1946년 10월 （註 ： 文獻記錄은 5월 李慶成, 

近代美術資料「韓國签術總覧」） 창립 1회전을 

개최 한 이 래 6. 23등란 기 간을 제의 하고 한 허 

도 빠짐없이 회원.전을 열어 名賞공히 이 나己;- 

產業美術의 新開足를 게 君한 產受曾는 1963년 

에 최초로 一般公募娈을 열어 新人을 발글하 

기 시작, 그 해부터 매년 거의 2회나 되는 大 

展을 공개해 왔읍니다.

產美會를 사실상 혼자서 리드해 온 喳業美 

術界의 泰斗 韓弘澤 壽伯 修 美會 代妄） 은 창립 

일단의 隨感이!오늘을 예기하듯 실려 있음을 

봅니 다.

어쨌거나 產美會는 祖國光復展에서부터의 

年輸을 執念으로 쌓아올린 기적을 남겼읍니 

다.

창립전 이 후 1947년 5월에 는 產美포上터 및 

닫플레트를 테마로 한 2회전을, 1948년 10을에 

는 올림 픽에 관한 디자인展, 그 이듬허 관광 

스키치展 （4회）, 그리고 1955넌까지 어절 수 

없三 空白의 기간을 보내고 5월에 收復建設 

포스터展을, 56년 10월에 다시 관광스케 치展 

（6회）, 57년 5월 제7회 회원전, 5s년 10월에 

生活디 ^인展, 59년 5월에 덱스타일 디 자인展, 

60년에 들어 10월에 관광스케 치展（10회 ） , 196
초기부터 신문 잡지 등을 틍해 〒준히 評說을 년 E월에 는 範出振興 포스터展, 62년에 는- 產

펴면서 產美會의 참여 가 雇菓發.底에 얼마만큼 渠디자인 展을 개 최 하였 으며 계 속해 서 C3년 10
기 여 하는가를 돔소 보여 주므로 해 서 그가 첫 월, 64년 8월에 관광스케치展을, 65년 9월에

최 초로 제 ].회 公募展을 검한 15회 회 원 전을

열 었 읍니 디 .는 동료작가 趙能溶으로부터「情熱의 開化」란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1938년 3월 朿亞日報에

（圖 2） PToday 73j
金澤蚓씨 （홍익 대 학교미 슬대 학） 存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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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래 1972년까지 產美會는 24회의 회원전 

을 개최하고 韓日作品交換展도 유치하여 오늘 

에 이르렀읍니다.

韓弘澤 畫伯의 표현을 빌리면「發足 이후 

20년간 우리 의 苦難은 곧 民族 모두의 試練」이 

었으며「우리가 當面하는 내일의 문제는 充實 

한 創意力이 요청되는 어느땐가에 이르는데 

있다」는 기다림이요, 目標였을 것입니다.

테마熟議, 戰略的 表現을

그 만큼의 年輪，그 만큼의 作家的 執念으로 

結屬된 產美會가 차린 73년 25회 회원전이, 

그렇지만 무작정「傳統」으로만 높이 살 성질 

의 전시회로 끝날 수는 없읍니 다.

「다다 20년 宣言」을 구태여 끌어들이지 않 

더라도 우리의 기대는 產美會가志向하는길이 

반드시「아름다운 温床」이거나 새롭고 가치 

있는 내일을 창조하는 精神에 반복하기에는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產美」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 

람일 수 있는 것은 항상 產美展이 새로운 問 

題를 起提하는 表現의 에 센스를 수반하고 있을 

때이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일종의 安住로 

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 어느 면에서 아번 기 

회에 새로 데 뷔하는 新進 그룹은 用語 하나 하 

나부터가 생소하던 不毛의 시기에서 產業美術 

의 領域을 확장해 온 韓弘澤 畫伯과 가까운 先 

輩들께 일말의 不安스러움을 줄 정도로 世態 

에 대한 問題意識이 결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產美展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이 시기에 自由作品展의 형식에 만족 

할 수 없는 것이며 보다 具體的인 테마를 포 

괄한 問題提起가 있고 여기 최대한으로 集中 

追跡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傳統 27年의 產美會만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確信이 더욱더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反作用으로 나타납니다.

（圖 3） 白金男씨 （홍익 공전 • 성균 

관대）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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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때 產关會는 新銳로 데뷔한젊은회 

원들에 의해서 참여의 名分을 전제로 先輩들 

이 쌓아 올린 탐 위에 분명 한「根據」一「다다 

20年 宣言」의 그 것 처 텀 痛 男한 메 시 지 를 새 겨 

놓았어 야 했오目 이 時點에 서 방근 開發途上因 

이 안고 있는 諸問題, 企業의 社會的 公益•庄, 

峭使, 組濟, 建設, 灌茉災害, 公害, 레저 등 

產業美術이 참여핱 수 있는 광범위한 영 역을 

次汇으로 集約하느 宣言을 보여 야 했읍니 다.

둘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FThe One 
Point of Concentrate （圖① 참조） 에 서 나마 한 작 

가의 의욕적인 主題를 二냥 넘겨버리지는 않 

습니 다.

하나의 예로 1972년 3월에 개최되었던 韓國 

宣傳美術會의「疗芙會, 4회전은 소수 인원의 

점 은 작가들 이중호 권병 두 신정 필 원석 희 김 

학성 이 병천 최 규철 정연증 유녕돈 이 상철）에 

의해 앙띠 • 폴류션을 테마로 하느 비쥬얼 아 

트의 問題提起가 있었음을 싱-기할 수 있읍니 

다.

한국선전미슬회 는, 反公害랄까 裳公害의 절 

실한 문제를 회원 전부의 과제로 걸고 그아맡 

로「One Point of Concentrates, 거 기 짐 중;적 으 

트 부딪쳤던 것입니다

몇점의 秀作들

제25회 產•美穹員辰에는 中厘會비作家를 포 

함해서 모두 42명 의 會員이 참가하고 있읍니 

다.

대표이 사 韓弘澤을 비롯해서 寫眞作家 文善 

錦씨, 弘益大學校 文友植, 朴善義 교수, 상명 

여 대 李根培 교수 그리 고 金京中（한국은힝 ） , 

金寬中（홍익공전） , 김종오디 자인포장센터 ） , 

김종호（해태제과）, 金春光（삼립식품）, 김경자 

（홍익공전） , 金澤-勲 （홍익 대 학교） , 김경 호卜, 朴 

東日（서 울신문） , 박준배 해태 제과） , 박정후, 

裴泳助（동양제 과） , 白金男（홍익공전） , 尹炳奎 

（유한양행 ） , 李淳滿（홍익공전） , 李載克 （한국 

쉐링）, 李元求（서울약품）, 오정 길피어리스화 

장품） , 張潤洁（해 태제 과） , 정 신공 해태 제과）, 

趙誠執 （정 일 약품） , 朱英元（해 태제 과） , 崔慶權 

（유한양행）, 崔聖賢（동양강철）, 崔炳勲（주한 

미 국대 사관） , 崔喜子, 黃吉煥（오리 엔트시 계 ） 

씨 등이 각각 1점씩 출품하고 있읍니다. （註 

: 陶藝 및 목칠부문 출품회원은 제외, 회원소 

속은 전시회 당시

회원 대다수가 포프계열의 포스터작품을 내 

고 있는 중에 몇점의 秀作이 전체 분위 기 와는 

상관없이 耳目을 끈고 있읍니다.

작품에 서 우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主題意 

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 다.

흔히 우리가 보는 만만한 대상인「Korea」는 

여태까지 한번도 대상에 內在하고 있는 深部 

를 글어 들이 지 못하므로 해 서 사실상 가장 不 

透明한 素材로 轉落해 버 린 감이 없지 앉으나 

（岡 4） 柳宇英씨 （동아제 약 선전과）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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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產美展에도 안이하게 다룬 예의「Korea」 

（金京中）가 보이 는 반면에 , 앞서 잠깐 언급한 

黃吉煥씨 의「The One Point of Concentrate」는 

產美展 전체, 그 보다 그래픽 디자이 너 들 전부 

에게 주는 座標같은 主題가 호감올 줍니 다.

슬로건을 향해 겨눈 임 지 손가락의 擴大 實寫 

는 대담叁 視覺倒錯의 수넙으로 간주되며 작 

가의 의욕에 따라서는 보다 克明한 테마의 展 

開가 있음직한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대담한 톤을 보이는 金澤勲씨의「Today'73」 

（圖②）다분히 思索的인 白 金男씨 의 작품 （圖 

③）에서는 공통적으로, 現代를 사는 사람들의 

實像을 보는 것 같아 흥미 롭습니 다.

「Today，73」은 黑色과 黃色을 主調로 작품 

전체에 드리워진 우울한 인상이「For Sale」의 

딱지가 물린 입언저 리의모습과 함께 현대인의 

자기모멸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白金 

男씨의 작품은 그가 리드하는「디자인實驗作 

家展」에 서 보여준 일 련의 테 마가 이 른바 임페: 

디 （Empathy; 感情移入）의 수법 으로 연결되 어 

왔드시 상당히 餘韻있 는 表現을 보여주고 있 

읍니 다.

빈 의자의 공허한 감각과 規力表가 의미하 

는「人間의 榮枯］는 볼 수록 우리들의 뇌리에 

선명하力 부각되는 秀作임에 틀림 없읍니다.

다만 作品말미에 이 작품이 작자의「自傳的 

人生詩集」이 라는 著作物 포스터임 을 규정 지워 

버린 깃은 이 작품이 지닌 無限한 典感的 要 

素를 스스로 잘라버 린 감 없지 않읍니다.

실제로 展示會에 줄품하지는 않았으나 등회 

원 柳宇英씨는 카탈로그에 방금 선풍적인 인 

기를 타고 있는 淸凉飮料「오란 ・C」의 리지스 

터를 발표 하였읍니다（圖④） 柳宇英씨는 회원 

대다수가 產渠美術人이며 그들이 모두 企渠의 

퍼블리시티와 商品宣博의 주역을 맡고 있다는 

분명한 證言을 자신이 考案, 登錄한「오란 ・ 

WHAT SHALL DO FOR 里 我戡？

储 5）「What sh시］ we do for the- 

Future?j

李淳必씨 （홍익 공전）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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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상표로서 확인시켜 전시회를 참관한 각 

계 각층의 관람객들로 하여금 產渠美術人, 宣 

傳寞告界의 크리에이더들을 보다 뚜렷한 敬畏. 

感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읍니다.

작은 사실이지만 비•로그 점, 現狀은 產巢美 

術人들이 不可分「참여함으로서 存在할 수 있 

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서뿔리 廣告 세 

일즈 咱이나 순수 회화작가들의「孤高한 위치」 

와 혼등하여 「쟁이」르 대도하는 터에 있어서 

본의었건 아니었건 圭美會員의 作家로서의 프 

라이드를 함께 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집 니 다.

뜨한 작품, 乍淳滿씨의「What shall we do 

for the future ? J （圖⑤） 는「斷絶의 時代 탄 章 

을 연상하게 하는 智略的인 데마입니다.

풍요로운 내일은 知誠이 支配한다는 가설이 

작품에 편쳐 진 表現의 테 크닉 이 훌륭합니나.

'筆者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陶藝, 목칠부 

문 츨픔작가들에게는 한마디 언급을 못촌•을 

송구上덥게 생각하며 秀作을 발표해 주신 年 

美會 薪鋭會員 여러분의 계속적인 精進을 斗］ 

니 다.

제25회 產•美會貝笈을 게기로 冷美會가 先輩 

會員이 쌓은 보람을 거름으로 새로운 紀元을 

낮이하기 를 간절히 바람니다.

T
h

 
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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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 韓弘澤 그라픽 디자인 展

OCT. 細昭姨 *히趙⑶底微 蝴婕頊 总月5日-11 日 中央쇼報舘 • 小쇼灣

• 耍荚咨 代大 抑忆澤 肃伯의 개인던 
제3회 카탄로그. 內祇를 보면 지근은 
오히 려 격 세 지 감을 느기 게 하는 그总I 릑 

디자인의 개님, 커머셜 아트의 理論的 

槪要가 소개되어 있다，
洛芯午总 岀身의 惊畫伯이 한국 港 衰 

工術을 先可한 생생한 흔적을 느낀 수 
있다. '

■ 黑 第4回宣美舍員展■ ■■ ■■ ■■ MV*  白시
一―一 사소 세 ♦*

pollubion
• 주득？- 근;닌 ;工工花會의 「

를 9한 【卜斗收 L 에드• 에이긴"의 
기 익」;三 二 E으三寸 시 不시희 는 上 
勻 产亡신 티 :斗건工三 工泮人, ；- -：! 
窄「「'、들？ 사죄 ；;여 의 吁弓二 디 

시 했다는 一! 川시. 드 스上로 盯工:小过 
늘 하고 ；「；，「丿으그 去•支의 에 를 

生泞깄다는 걸에서 관심은 도았다. 19 
72년 3월 2S일〜・1둴 2일, 신세세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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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父：

勿

金屬匚藝 1. 金屬工藝의 特徵

7

정 재 규
*년세대 대학원 조교

금속을 가공한 공예품 또는 금속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기술을 금속공예라고 한다. 

이 소재로서의 금속을 발견하고 또한 그 금속 

의 특성을 살리는 가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류는 수십 만년이나 계속된 석기시대와 고 

별을 고하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의 제일보 

를 내어 딛게 되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한 용 

구, 싸움을 위한무기, 사회나 계충의 심벌, 

자기의 장식 둥, 금속은 인류에 의하여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되 었다. 이들 금속은 자연금 

으로서 또는 불에 의 한 것 으로써 , 애 당초는 

전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것일 게다. 즉 공 

기 중에서 화합물이 되기보다는 單體金屬인 

편이 안정되어 있는 금이, 그 독특한 황금색 

의 光輝에 의하여 사금 따위와 같은 자연금으 

로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銀은 精練을 필요로 하고 정련 기술이 발달 

하지 못하였던 고대 이집트 초기에는 금보다도 

존중되 고 있 었 다. 또한 오늘날 금속제품으로 

서 대 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도, 그것 

은 금속상태로 天然에 존재하지 않고, 그 제 

법도 곤난하였으므로, 19세기 중간 무렵까지 

밭견되지 못하였고, 발견되었던 당시는 금보 

다도 귀중한 것으로서 취급되었다. 그리고 불 

에 의 한 금속의 발견은 식 사나 제 사 둥의 모닥 

불이 나 화지 등이 생 긴 뒤 흙 고랑에 서 변한 

형상의 덩어리로서 우연히 발견되었을 것이 

다. 인간은 특정한 돌을 불 속에 넣음으로써 

금속을 계획적으로 채집하는 방법을 알았으 

며, 채집된 대량의 금속을 재차 용해하고 鑄 

型속에 들어부어서 소용되는형태를만들게끔 

되었다. 석기시대 말기에는 이러한 방법에 의 

하여 銅器나 청동기 가 제작되어서 청동기시 대 

에 는 무기 ・ 불상 • 제 기 를 비 롯하여 장식 물 • 

그릇 • 식기 • 장신구 등 훌륭한 금속공예품이 
수많이 제작되게잌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조 

기술만에 한하지 않고, 금속재료나 금속가공 

기술에 있어서 불의 개발을 따로 떼어놓을수는 

없다. 모닥불에서 시작된 화력은 난로나 송풍 

따위 관련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900。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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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阳号”犖흐評”寻窄們 f芝货霑湾亭r

용해 되는 청 동품에 서 천 수백 도가 아니 면 용 

해되지 않는 철 공예품의 생산을 가능케 하였 

다.

일반적으로 금속을 용해온도 이하의 적 당한 

온도로 열처리하면, 굳어진 금속을 유연하게 

하거나, 금속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상태를 경 

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더우기 금속의 展延 

性을 열처 리와 아울러 이 용함으로써 鍛金 • 鎚 

金 • 彫金 따위 가공기 술이 발명 되 게 되 었다. 

，이와 같은 기술에 의하여 금속 덩어리에서 板 

•이나 선으로 변형하거나, 복잡한 곡면이나 요 

철(凹凸) 이 있 는 무늬 를 만들어 낼 수가 있 

다.

금속을 적합하는 기 법 중에서 열을 사용하 

는 방법은 그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가공기술을 베풀므로써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튼튼한 성질로 변해간다. 따라서 완 

성된 금속공예품은 그것이 제작되는 과정보다 

도 딱딱하고 튼튼하여서, 간단한 변형 이 나 파 

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금속공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연적인 

발명 • 반견이나, 타국에 서 의 전파가 계 기 로 

된 금속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고대 이집 

트 • 메 소포타미 아 • 중국 등과 같이 고도의 문 

명이 일찍부터 열렸던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그리 하여 어떤 지역에서 발달한 가공기술이 다 

튼 지역에 전파되고, 그 지역에서 특히 좋아 

하는 금속공예품을 낳거나, 또는 전파된 기술 

의 일부만이 발전되 는 일도 있었다.

오늘날에 전해지 는 이와 같은 금속공예품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 당시의 지역이나 민족 문 

명의 고•저, 세계관, 그리고 생환양식까지도 

考察할 수가 있다.

2. 金屬工藝의 材料와 技術

1) 金屬工藝의 材料

금속원소의 수는-약 60증인데 금속공예의 재 

료로서 주로 사용되 는 원소는 백 금 • 금 • 은 ・ 

구리 ・ 쇠 ・ 주석 • 납 • 아연 • 알루미 늄 둥 십 수 

종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單金屬의 인반적 인 

성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1) 빛(光)의 불투명체로서 금속광택이 있 I 

다.

(2) 열 • 전기 의 良導體이다. 1
(3) 일반적으로 상온에서는 고체이고 비중 |

은 크다. |

(4) 가열하면 軟化하고 고온에서 용해한다. 1
(5) 展性 •延性이 있 다. 彳

금속은 단금속인 채로 사용될 경우도 있으 《

나, 금속재료의 기 개적 인 성 질은 높이 거 나 미 j
적인 효과를 낼 목적으로 합금될 경우가 많 ， 

다. 합금은 일종 또는 수종의 금속 또는 비금 T

속이 서로 융화혼합한 것으로써, 그것도 금속 :

으로서의 여러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

합금의 공통성은 附加元素의 종류나 비율에 胃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단금속에 비하여 展 

延性이 감소되어 무르게 되는 반면 硬度나 强 「 

度가 증가한다. 그리고 溶融點을 저 하하고 용 : 

융금속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므로 주조성이 양 J 
호하게 된다. 또한 금의 황금색이나 구리의 j 

淡赤色 이외의 빛깔을 합금에 의하여 낼 수가 ' ' 

있 다. :

금은 단금속으로서 산출되고 화학적으로 지

극히 안정되어 있다. 더우기 전성 • 연성은 금 . 

속 중 으뜸이고 추금따위에 적합하다. K24를 [ 

순금으로 하고 금을 18 함유한 합금을 18금이 

라고 한다. 일반 가공용으로는 K20, 18, 14 . 二

등 이 사용된다. * :

銀은 硫化物에 닿으면 黑變한다. 、 J
철은 精練이 용이 하고 값이 싸며 철耳매장량 ；

도 많다. 그리고 강철이나 鑄鐵을 비롯하여 :

각종 철합금은 열처리를 베풀므亘써 여러 가 

지 특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날 널리 사용 • 

되고 있다. -

구리는 은에 버금하여 전기 전도도가 높고, ' 

은보다 값이 싸고 풍부하게 산출되므로 전기 

기구에 사용된다. 또한 부드럽고 屈燒性이 풍 

부하므로, 단금이 나 조금 따위 장식용 재료로 ，

서 도 중요하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놋쇠 '

(黄銅)라고 하는데 아연의 혼합비율에 따라 :

동청색에서 담황색까지의 다른 빛깔의 합금이 ,

된다. 구리 와 주석 과의 합금을 청 동이라 하고 

주조성이 대단히 양호하므로 옛부터 미술공예 ，

의 주조재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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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은 알마이드법 （法 : 陽極酸化處理 

法）에 의하여 표면에 酸化皮膜을 생성하는 과 

정에서 염색이 가능하다. 더우기 가볍고 부드 

러우며 오늘날에는 값싸게 양산되므로 식기, 

장식품, 건축기구, 수송기구 둥 매우 넓은 분 

야에서 이용되게끔 되었다.

, 주석, 납, 아연 둥 비교적으로 저은에서 용 

'해되는 금속의 합금을 低融合金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접착용 납땜을 위시하여 장난감, 

장식품, 소화기 活字金 둥 넓은 범위에서 사용 

되고 있다.

2） 金屬工藝의 技術

금속에 주어지는 주된 기술은, 금속을 열로 

용해 하고 그것 을 구하는 형 의 반대 의 자형 （雌 

型=鑄型）에 들어붓고, 냉각시켜 형의 逆形으 

로굳히는 주조와금속의 展延性을 이용하여 

서, 쇠망치로 때려 늘리거나 구부려 성형하는 

단금, 추금과 금속의 표면을 쇠끌로 새기거나 

구멍을 뚫거나 요철을 만들거나, 또는 오목 

한 부분에 다른 금속을 象眼하는 따위 표면장 

식적인 彫金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어느 기술에서도 공통되는 切斷, 접 

합, 완성법 둥의 기본기술이 있다. 그러나 금 

속공예품은 여기에 분류된 단일한 기술만으로 

제작되는 일은 드물고 실제로는 몇몇 기술이 

복합되어 있다.

다음에 주요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①鑄 造

주조는 열로 금속을 용해하고 그것을 型에 

들어붓는 기법인데, 이 주형의 재료나 열처리 

나 용해금속 注入의 방식에 따라서 분류된다. 

주형의 재료로서 옛날에는 흙이 주된 것이 었 

으나, 최근에는 흙 외에 석고나 금속도 사용 

되게끔 되었다. 흙으로는 형을 800。정도로 장 

시간 굽는 燒型이나건조시키는 건조형, 날 것 ' 

인채의 生型 둥이 있고, 소형은 미술품-에, 건 

조형은 鐵瓶 둥에, 생형은 기계주물에 쓰이고 

있다.

원형의 재료로서는 나무, 금속, 석고 외에 

납（蠟）도 사용된다. 납을 사용함으로써 복잡 

한 동일형상의 것을 다량으로 생 산하는 방법 

으로 최근에는 모스트왁스法이 개발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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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용해금속의 주입방법으로서는 옛날에는• 

용해금속의 무게에 의뢰할 뿐이 었으나, 최근 

에 는 압축력 을 사용하는 압박주조 나 회 전의 원 

심력을 이용한 원심주조 둥이 개발되어 왔다. 

압박이 나원심 력을 이용하면 제품의 재질이 치 

밀하여져서 튼튼하게 되고, 또한 뒤틀림도 적 

어서 형 이 비 교적 정확하게 된다. 자형（雌型 

=수틀）에 금속을 사용하여서 이와 같은 강한 

압력 을 가하여 주조하는 다이 캐 스트 （dye-cast） 
법은 근년 급속한 진보를 하고 있다. 더우기 

주조의 일반적 인 특성은 단금이 나 추금으로서 

는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상의 것이라도 

제작할수 있으며, 크기도 大佛에서 반지 따위 

소형의 액세서리까지 자유롭다. 다만 같은 크 

기 일 경 우에 는 단금이 나 추금 제 품에 비 하여 

수배의 무게나되어, 충격에 대하여 무르고파 

괴되기 쉬 운 결점 이 있다.

②鍛金•鋼金

단금은 鍛造라 하며 주로 철에 사용되었다. 

철은 赤熱한 두 조각을 쇠망치로 치면 결합하 

고, 반복하여서 때리면 단련되어서 강인하게 

되는 성질이 있다. 刀劍은 그 대표적인 것이 

다.

오늘날에는 型鍛造 둥 기계화되어 있다. 鎚; 

金은 금, 은, 구리, 쇠 따위 연전성이 큰 素 

材의 판을 當金（엠빌一받치는 금속덩어리） 위 

에 놓고, 쇠 망치로 때리면서 늘리거 나 짜거 나 

해서 성 형 하는 기 술이 다. 우기 를비 롯하여 종 

교용구나 그릇 따위 일상용구에 널리 사용되 

었다. 오늘날에는 웅형 （雌型）과 자형 （雌型）사 

이에 板金을 넣고 압력을 가하면서 가공하는 

프레스나 회전축에 부착시킨 판금을 회전시 

키면서 변형시키는 스피닝 둥의 양산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자동차의 보디, 그릇, 조명기 

구 등 최근의 금속제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오늘날 단금이라고 말할 경우 여 

기서의 단三과 추금 양쪽을 포함시키는 일이 

많다.

③彫 金

조금은 주금이 나 단금 따위에서 성형된 것이 

나 작은 장식품 따위의 표면장식을 하는 기술 

이다. 눅히면 연해지고 점착성이 생기는 야니 

위에 금속판을 부착시키고 식었을 때에, 쇠끌 



과 쇠망치로 표면을 장식한다.

때려 만들기는 금속의 展性을 이용하여 판 

을 요철로 하고 릴리프를 만드는 기법이다.

파기 （彫）는 쇠끌로 선이 나 면을 파고 표면 

에 무늬를 만드는.기법이다. 에트루리아나 한 

국의 籌造鏡뒤에 남겨진 조각 둥은 유명하다.

象眼은 금속 표면에 오목한 고랑을 파고 그 

고랑에 다른 금속을 끼워넣는 기법으로서 금 

속에 무늬와 색채를 넣고 싶을 때에 사용된다. 

■ ④誘 金

조금에 가까운 기법이다. 방금은 철사• 알 

갱이 • 엷은 판 둥을 납（蠟）으로 붙여서 성형 

하는 철사 세공이 나 粒金細工이 주된 것으로 

서, 에트루리 아나 한국의 낙랑시 대에 이미 발 

달하고 있었다.

⑤七 寶

칠보는 도기와 마찬가지로 長石을 주성분으 

로 하는 彩藥을구워붙이는 기 법으로서 金工 

技法 그것 자체는 아니다. 그러 나 금속제품에 

풍부한 색채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 

트 시대부터 금속공예품 속에서 이따금 사용돤 

기법이다. 보석의 대용으로서, 또는 조각돤 

地金에 색채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림.

을 그리는 둥 그 표현방법은 다채롭다. 生地 

로서 일반적으로 금, 은, 동, 탄파카（놋쇠의' 

일증）이 쓰이는데, 쇠, 놋쇠, 알루미늄에도 

칠보자 입혀진다. 최근에는 칠보에 의한 그릇 

이나 장식품 외에 같은 기법에 의한 각종의 

법랑 （班瑯=©1玷1"叫 鐵器가 생산되고 있다.

그 밖에 금속의 공통적 인 기법으로서 도검이 

나 쇠끌 따위 공구를 경 화시 키 는 燒入, 표면 

을 반들하게 하는 스크레이퍼, 바프, 電解硏 

磨, 완성용 기구, 배 바탕 모양으로 윤택을 

없애는 파라치기나 호닝, 금속에 빛깔을 띠게 

하는 착색이 나 도금 가공, 금속접합의 납（蠟） 

붙이 기 용접 이 나 鈑締法 그 밖에 금속의 腐食 

法이 나防銹法 둥대단히 많다. 그리고좋은 

금공품은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재료와 기법 

이 통합되 어 서 총합적 인 효과를 낳아 놓고 있 

다.

금속의 종류와 톡성

백금 금 은 쇠 강철 주철 니켐 구리 놋쇠 청동 알루 
미 늄

아연 납 주석 수은

기 호 Pt Au Ag Fe Fe+C|Fe+C Ni Cu Cu+ 
Zn

Cu+ 
Sn A1 Zn Pb Sn Hg

비 중 21.4 19.3 10.5 7.8 7. 8
1
7〜7. 3 8.8 8.9 8. 7〜

8.9
8. 4〜

8.7 2.7 7.1 11.3 7.3 13.5

융 점 久 1764 1064 960 1539 1300〜
1400

1100〜
1200 1452 1083 약 900 약 900 660 419 327 232 -38

연성 단위금속순위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⑨

전성 단위 금속순위 ⑥ ① ② ⑨ ⑩ ③ ④ ⑧ ⑦ ⑤

열 전 도 율 
kca]/mh℃(0~100℃) 60 265 360 40〜50 40-5025-40 50 300〜

340
75〜

100 175 95 30 55 6.5

장 력 
kg/mm2 12 〜30 12 〜20 16-30

1
38 40~70 
〜200 12〜24 50〜

100 20 〜30
1

『0〜40 15 〜40 6〜25 13 〜25 2.1 1.7〜
2.5

-------------------- • 디자인 & 패키지 .

수출의 증대화



앉아있는 샤•유•까오（고드•렉의 최고 질작으로 알려져 있는 석판호「）

일러 스트레 이 터 로서 의 로트렉 과 그 逸話

金 •星 煥
漫畫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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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하는바 앙리 • 뚤르즈」드 ・ 로트렉 (Henri de Toulouse-Lautrec) 
1864년에 태어나 1901년에 요절한 천재로 37년간의 생애 중에서 수 많은 

유화작품과 석판화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하면 잡지에 만화를 그렸고 심 

지 어는 간판까지 그린 천재지 만 그의 화집 이 나 현대미술사를 편찬할 경 

우는 아무래도 그의 유화작품에서 보다 석판화와 포스터에서 그의 창조 

적 이 요, 예술적 인 면모가 약여 하다. 그러 므로 그를 순수화가로 보기보 

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본다면 그를 모독하는 짓이라고 말 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나 그가 즐겨 쓴 표현양식을 보거나 그의 포스터가 지니는 육중 

한 예술성으로 볼 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굳이 

반론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까페 무우랑 류우쥬 (Moulin-Rouge • La Goulue) 의 포스터 나 쟈르단 • 

드 ・ 빠리 (Jardin de Paris) 의 포스터 는 그가 그린 다른 유화작품을 오히 

려 압도한다. 또 “앉아있는 샤 • 유 - 까오”같은 석 판화는 간단 명 료한 선 

과 단순한 색조로 그려진 것이지만 그를 굴지의 색채 석판화가로 지칭 

하는데 인색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프랑스에서 석판화가 예술적 가치- 

를 지니게 되고 인정이 된 것은 1885년 이후의 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1892년에 로트렉이 창작 석판 

화를 공표했을 때 많은 미술애호가들과 평론가들은 석판이 지니는 의외 

로 강렬한 미술적 효과가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청순한 감촉으로 받아 

들여졌던 것이다.

로트렉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색인 순간적인 표정의 미묘 

한 묘사가 이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을 뿐더러 여성의 대담하게 벌린 

양쪽 다리를 비스듬히 옆에서 본 형태가 전체 화면의 구도를 살렸을 뿐 

아니 라 피부빛 갈은 흰색 이요, 웃도리는 노랑색에, 의자는 빨간색 인데 이 

렇듯이 밝은 세가지 색채 사이를 시커먼 양쪽 다리가 무슨 괴물(마치 

거 미 같이도 보인다)같이 사정 없이 넓 게 뻗어 나가 있다. 이 작품을 보고 

어느 평론가는 이러한 말 조차 했었다.

“무지 그 자체같은 한 사람의 여성 이 자기 의 생활을 위하여 애써서 

기묘한 몸가짐 을 손님 앞에 드러 내 놓는 듯한.......그리 고 자기 가 맡은 역 

할을 끝내 면 그 주변의 아무데나 아무렇 게 다리 를 내 던지 고 쉬 는.......그 

리고 물욕의 기대에 미소지으며 또다시 춤을출때를기다리고 있다. 이 

무희는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철학까지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석판화건 포스터건 극장의 간판이던 간에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 

과 다른 점은 포스터의 경우라면 제일 먼저 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구도라거나 색감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 내용성의 설명이 뒤따르는 

것으로 족할 수 있겠지만 로트렉의 경우엔 여기에 다시 생명감이 깃들 

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물화나 초상화의 경우 일반적으 

로는 그 인물에 닮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지만 로트렉의 경우는(대체로 

인물중심의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여하한 경우건 간에 인물묘사에 있 

어서 그 인물이 지니는 개성을 뚜렷이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로트렉이 모델로 삼은 인물들은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유 

교사상이 뿌리깊이 박힌 이른바 점 잖은 신사숙녀 같은 이들이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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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女子（로트렉 첫애인 마리 아가 모델이 되었다）

없었다. 되 도록이 면 표정 이 윤택 한 가수라거 나 무희 , 또는 예술가가 아 

니면 연극배우요, 창녀라야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뽈 • 고걍이 자 

신이 그리고자 하는 풍경이 나 땅（또는 토질과 풍토）을 골라서 그렸다면 

로트렉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표정이 나 인간을 골라서 혜메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끝없이 추궁을 해가다 보면 단순한 표정에서 다시 순간 

적인 표정의 변화라거나 심리묘사에까지 이르르게 된다. 그러므로 화장 

을 짙으게 한 얼굴 속에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인간의 야성을 발견하 

고 타락한 표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암흑면 

에서 천진무구함으로 통하는 자연을 발견하기도 하는 예리한 투시력 （透 

視力）까지를 지니게 된다. 그의 모델이 자주 됨으로써 유명하게 된 가 

수 “이벳트• 기루베에루”는 그녀의 무대모습을 최초로 그린 작품을 보 

고 아연실색 “어머나! 아무렴 이렇게 지득하게 그렸을까꺼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듯이 로트렉은 무섭도록 진실되게 표현했던 

것 이 다. 말하자면 남들이 숨기 고자 하는 단점 을 조금도 사정 볼 것 없이 

정확하게 뽑아내 종이 위나캔버스위에 표현했던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 

라선 악취 미 같은 취향같이 느껴지 기도 하는데 그러 한 경향으로 흐르게 

듼원인은 역시 그의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이 남들과 같이 평탄하질 

않다는 점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백작이 란 대문벌이요, 지산가의 집에서 태어 난귀공자였는데 187 

8년 5월에 보스끄館의 사통에서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부러뜨렸고 그 이 

듬해앤 산보를 한다고 오른쪽 발을 또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 결과 허 

리 부터 윗윽으로는 정 상적 인 어 른으로 자라났으나 허 리 부터 아 랫 쪽은 

14, 5세의 소년 때의 다리 그대로 군어져 너렸던 것이다. 의학자들의 의 



젼에 의하면 아무리 그만때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어 린이라면 다리가 부 

러졌었다고 해도 정상적인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들 한다 로트렉은 태어 

났을 때부터 상당한 허약체질이었을 것이기에 그러한 이상적인 발육을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 근거는 있다. 그g 
가계 （家系） 를 보면 그의 조상이 제 !회 십 자군에 참가할 만큼 역 사가 깊은 

명문인데 그 당시엔 근친결혼（혈족결혼）이 성행하여 그 몇대째 후예에 

이르러서 탁해진 혈통이 발육 불안전의 결과를 초래에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의 친척 자매에도 그와 같은 난장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 

다.

、아무튼 이렇듯이 불구자가 된 아들에 대해 어머니는 헌신적인 애정을 

쏟았었다. 로트렉은 “성녀와 같이 싹싹한 어머니”라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 죽을때까지 깊은 존경과 애정을잊지 않았었다. 항상 마음이 비뚤 

어져 있기가 쉽고 화를 잘 내던 그가 어머니의 곁에 있을 때만은 어린이 

와 같이 솔직해지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1876년 정 초 때, 앙리가 아직 불구자•가 되기 전에 그의 아버 지 로트렉 

배작은 그에게 "고금 매 사냥론”이 £ 책을 주면서 그 책 첫머리에 다을 

과 같은 글을 써 주었었다.

“내 아들이여 창밖의 넓은 대기속의 생활만이 유일한건강한것이라는 

걸 잊어선 아니된다. 자유를 뺏긴 자는 모두가 그 본성 （本性）이 이그러 

지며 빨리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트렉 백작은 19세기 때 

임에도 불구하고■중세기 때의 기사같은 생활을 이상으로 여겼던 사람으 

로 승마와 매 사냥을 즐겼으며 넓은 정원이나 마당을 말을 달리는 것이 

취미 였었다. 그러 나 얼마후에 로트렉은 불구자가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가 써준 글은 더할 수 없는 참혹한 글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양쪽 다 

리가 병신이 된 로트렉은 아버지가 말한 “유일한 건강한 생활”을 배앗 

긴 셈이요, "자유를 빼앗긴자는 모두가 본성이 이그러지고 빨리 죽는다” 

라는 글귀대로 로트렉의 일생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글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더우기 자기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인 , 아버지의 생활과 

그 언동은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사실상 그의 마음씨는 서서히 이 

그러져 갔고 때로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카메라 앞에 자주 폭로시키는 

둥 자학적인 취미에 흐르기조차 했었다. 그리고 그가 병적인 심리의 소 

유자로 급속도로 빠져 들어 가기 시 작한 동기 는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인 

해서 였다. 어느 화가의 소개로 마리아란 여성을 모델로 삼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로트렉이 좋아하는 개성이 뚜렷한 여성으로 광대뼈가 약간 나 

오고 지적인 데가 있나하면 눈초리는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여성 

이었다. 그래서 마리아를 테블 위에 앉히되 한쪽 손으로 턱을 바치게 하 

고 앞에 술병을 놓아 제작을 하고나선 그 제목도 “술취한 여자”로 부쳤 

던 것이다. 이 마리아란 여성은 로트렉 이전에 이미 벽화가로 이름을 떨 

친 "샤반느”의 모델이기도 한 여성이었는데 어느덧 로트렉은 모델로 쓰 

는 동안 이 여성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마리아도 이에 따라오는 둣 했는 

데 내 막을 알아 본 결과 마리 아의 의 사에서가 아니 라 마리 아의 어머 니 

가 로트렉 백작집 안의 재산이 탐이 나서 딸을 충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는 사랑이 란 두 글자를 영원히 그의 가슴에서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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舞姫（로트렉 汕滥作品의 沔期作中의 代晨的인 것

쳐 너리고 말았던 것이다.

세상물정을 몰랐던 로트렉 청년의 순진한 심장은 여기에서 여지없이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이 때부터 마시지 않았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카페와 댄스홀과 서어커스 구경으로 소일하는 것이 그의 일과요. 거 기 

서 소지를 찾아 그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정열의 발산 방법이었던 것이 

다. 반신불수가 된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 상반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된 것이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 

난 사람이었다. 소학교 때부터 그가 들고 다니던 최초의 공채은 글씨보 

다는 그림으로 항상 가득 치워져 있었다고 한다. 화방의 주인이요, 상 

인이었던 붜라아르의 말에 의하면 어느날 그가 줄타하고 없을 때에 로트 

렉이 찾아왔었는데 식모가 응대를 하고 주인이 안계시노라 애기를 하자 

서슴치 않고 방안에 들어와 붜라아르가 맡아 두었던 보나아르의 캔버스 

를 뒤짐더니 거기에다 무엇인가 긁적거리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편지라도 쓴 것인가 보다 하고 생 각했었는데 붜라아르가 돌아 

와 캔버스 뒷쪽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한다. 거기엔 아주 능숙한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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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끄훼르난드의 서어커스（이 作品은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장스케치를 토대로 그려진 작품이다）

로 난장이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를 나타냄에 있어서 스 

스로 난장이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학적인 심리의 소유자였나 

를 알 수 있겠고 또 그렇듯이 막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놀랄 

만한 뎃상의 재능을 지닌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흥미꺼 리는 앞서 기 술한 바 있는 마리 아란 여성 인데 이 여성 

역시 소묘력의 실력 이 있는 여성으로 로트렉도 놀란적 이 있지 만 드가 같 

은 화가도 마리 아의 소묘를 높이 평 가해 주어 급기 야는 여 류화가 슈잔 

느 • 봐라돈이 되 고 그녀 가 낳은 아이 가 유명 한 화가 모오리 스, 유트리

•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 편 빠리 에 나온 로트렉 은 어 느 극장의 •여 배:우의 초대 를 받았는데 

그녀 는 •그를 보자마자 "어 쩜 그렇 게- 보기 싫은 수염 이 ' 있을까 ? 전부 깎 

아버리면 어때요?”라고 권고를 해서 로트렉은 이발소에 가 수염을 죄 

다 깎아버 리 고 또 그녀 를 만나러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 는 "어 머 

나 ! 먼젓 번 보다 더 보기 흉해 졌 네요”라고 쏘아붙여 그대 로 발길을 돌 

려 버 렸다고 한다. 남의 앞에선 절대로 엄 살을•떠는 일 없이 고고했던 

그가 그때엔 눈물까지 홀렸 다고 한다. 그로부터 그는 몇 달 동안이 건 창 

녀 촌 속에 파묻혀 살고 창녀 들과 살며 그녀 들의 생 활상과 표정 들과 자태 

를 화폭에 옮기 곤 했 었는데 아마도 그러한 창녀촌에 선 자신의 추한 모 

습이 •의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손님이나 

화상（畫商）을 만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창녀촌으로 오게 하기도 

했었다. ...

뜌랑 • 류에 같은 사람은 로트렉 이 만나자기 에 마차를 타고 창녀 촌엘 

갔는데 마부가 “이 렇듯이 악명 높은 장소에 마차를 세울 수 없읍니다” 

라면서 계속 마차를 몰고 지나쳐 버려서 뜌랑은 할 수 없이 걸어서 로 

트렉을 만나러 갔다는 일화조차 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불행한 상처를 한층 더 아프게 하자는 자학 취미 

요, 노악취미 （露惡趣味）로 볼 수 있는데 자기에게 쏟아지는 남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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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 어린 눈초리에 강하게 반발코자하는심리에서 였을 것이다. 또 무 

우랑, 루우쥬 같은데선 어느 부인 두 사람이 언쟁이 붙었는데 한 쪽부인 

이 데리고 온 개가 순종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개의 혈통문제로 얘기가 

오락가락 하다가 그 중의 한 사람이 “아무리 혈통이 순종이 라 하더라도 

볼품없는 모습을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자 로트렉은 의자에 

서 벌떡 일어나 무서운 얼굴로 “부인은 대체 누굴보고 하는 소리요?” 

라고 웨쳤다고 한다. 물론 부인은 로트렉올 전혀 의식치 않고 말한 것 

인데 그 말은 로트렉의 가장 아픈데를 예리한 칼로 후벼내는 고통을 주 

었던 것이다.

로트렉의 방탕과 알콜에 빠진 생활은 이러한 심정과 결부 시킬 때 결 

코 무리가 아닌 것같이 생각된다. 친구인 뷔야아르는 이러한 로트렉의 

생활을 보고 “저건 마치 자살 행위인걸…”이라며 한탄을 했거니와 로트 

렉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하루속히 맞아들이길 은근히 기 대했는지 모른 

다. 1899년 때엔 과연 의사의 진단으로 “알콜 중독에 의한 발광의 징조 

가 있다”는 이유로 빠리의 정신 병원에 수용되어 조그마한 쇠창살 하나 

밖에 없는 독방에 감금 되 었다. 무료한 감방 속에서 그는 켄트지 에 연필 

로 서 어 커 스단의 가지 가지 의 모습을 기 억 에 되 살리 어 그리 곤 했었는데 

그의 다른 작품들보다 이 기억에 의한 소묘집은 좀 뒤떨어진 감이 든 

다. 고야가 병에 걸렸을 때 악몽과 같은 괴기스런 상상도를 그린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된다. 고야의 경우는 상상에 의해서 더욱 생동하는 것을 

그릴 수 있었던 화가라면 로트렉의 경우는 실지로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에서 보다 진실된 것을 그릴 수 있었던 화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화가의 개성과 특기는 다른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 모 

른다. 이 감금된 방 속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애타는 호소문을 보 

냈으니 그 내용이 란 어 렸을 적에 아버 지 가 준 책 에 아버 지 가 써 준 글 즉 

“자유를 빼앗긴 자는 모두가 죽음을 향한다”란 글귀 를 인용해서 “제게 

신사적인 행위를 베풀어 주실 기회입니다.''라며 석방을 웨쳤던 것이다. 

그러 나 아버지로서는 아무러한 손도 쓰지를 않았었다.

1901년 7월 그는 쓰라린 추억 속의 빠리 를 떠 나 고향인 아루비 근처 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기다리고 있 

었다. 8월에 그는 뇌일혈의 발작을 일으켜 거의 절망상태에 빠졌었다. 

급보를 접한 아버지가 빠리에서 부랴부랴 달려 왔으나 로트렉의 눈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꼭 오실 줄 알았읍니다. 사냥을 하실 때엔, 항상 

잡힌 동물의 최 후를 보시 는걸 좋아하셨으니깐요…” 끝까지 비 꼬고 빈정 

대던 로트囘도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그렇질 않았었다. ''어머니, 

당신만이…당신뿐이 었읍니다. ”라는 가냘픈 소리를 마지 막으로 9월 9일 

눈을 감았으니 37세 때 의 초가율이었 다. 병 상에 는 파리 가 날고 있 었 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발행되는 현대 세계미술 전집에서도 로트렉의 

석판화나 포스터의 한 두점은 대체로 삽입이 된다. 그 어느 나라 화가를 

막론하고 포스터가 이렇듯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또 있을 

까? 로트렉은 불행했던 천재이며 위대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불후의 작 

가일 것이다.

• 136 •



-
-
-
-
-
-

合
理
化
方
案 

農
産
品 

流
通
理
況과
-
-
-

黃 善 民
韓國政經硏究所•硏究員

1. 版賣戰略으로서의 流通機構 

一般的으로流通이란槪念은마아케팅과同意語로 g 
서, 財貨나 用役이 生產者로부터 最終消費者에게 移， 二। 

轉되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모든 經濟的 活動을 意味 I 
하고 있다. ■ ।

그러므로 農產品流通은모든 經濟活動이 農產物 厘 

의 生產과 販賣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을 뜻하게 「用 

된다 w

農產品 流通에 있어서의 그 過程을 抽象的으로 把 $ 

握하면 集中化-均衡化 • 分散化의 세가지 經濟的 過 二 

程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1
또한 이 過程에서는 各種의 流通機能이 斉種 流通 ，一; 

組織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Q
이러한 모든 活動은 農產品 流通을 構成하는 要素 \

이며 流通合理化를 追求하는데 있어서 分析의 對象 

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農產品 流通의 一般的 現象은 集中 • 均衡 • 分散過 : 

程을 通하여 最終消費者에게로 이르게 된다. ；

農家에서 生產되는 農產物은 產地中心으로 蒐集商 , 

들에 의해 第1次的으로 수집되어지며, 수집된 農產 : 

物은 大量消費에 있는 都賣市場으로 搬出된다. ：

또한 加工業者는 大量集散地에 서 所要 農產物을 買 : 

入하여 이러한 活動은 農產物이 移轉되는 단계에서 

集中化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均衡化過程은 農產物需給에 있어서 調整作用이 일 

어나는 過程이다. 즉 農業生產은 季節性을 띠고 있 ' ： 

지만 消費自體는 年中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다. (: 

따라서 在庫品조절이 필요하게 되며 이와 같은 調

節은 農產物需給을 均衡化시키는 調整活動을 하게된 : 

다.

다음 分散化過程에서는 蒐集을 通해 大量으로 集 

中化된 農產物이 各需要者에게 分散, 配給된다.

이 過程은 集中化過程과는 反對로 大量에서 小量 . 

으로 흩어지는 것을 意味하는데 都賣業者나 小賣業 ' 

者를 경유하여 消費者에게 도달되고 있다.

한 편 流通過程에서 行해지는 機能으로는買入, 販 •, 

賣，貯藏，輸送，規格化，金融，危險負擔，市場情報 

둥의 여 덟가지로 區分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買入, 販賣機能은 所有權의 移.轉과 관련 

된 交換을 위주로 하는 活動이므로 交換機能이라 하 . ' 

고, 輸送 및 貯藏은 商品으로서의 農產物自體에 대 

한 物的處理와 移轉을 위주로 하는 것이므로 物理的 

機能이라 할 수 있다.

그밖의 機能은 交換機能 내지 物理的 機能이 容易 

하게 이루어지게끔 促進하는 것이므로 去來促進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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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2. 農產品의 流通現況 .

第1次產業인 農業에서 生產된 農產物의 種類는 매 

우 多樣하며 流通過程 또한 복잡하게 展開되고 있 

다.

本稿에서는穀類, 薯類, 果實類, 菜蔬類, 特用作 

物類,• 藥'用作物類 및 畜產物類 中에서 現在 生產과 

消費가 많은 農產物에 局限하여 그 流通現況을 論議 

하고자 한다. *

(1) 穀類의 流通

우리 나라에 있어서 穀類生產은 米作을 中心으로 

句루어지고 있으며 大部分이 食糧用으로 消費되고 

있다.

現在 米穀의 症通狀況은 自由市場의 流通經路, 農 

協組織의 流通經路, 政府米 流通經路 둥으로 細分할 

수 있다.

自由市場流通은 生產者-地方蒐集商-移出商-中 

央都賣市場-都賣業者-消費者의 經路가 主된 것이 

며 이 외에도 生產者-仲買人-移出商을 通하여 搬出 

되기도 한다.

農協組織올 通하는 것은 生產者-產地農協一農協 

共販場f指定去來人-小賣商-消費者의 經路로서 流 

通되고 있다.

또한 政府에서는 一般買人, 糧肥交換, 農地稅收納 

外穀導入 둥으로 確保된 米穀을 配給, 販賣하고 있 

으며 穀價調節用 政府米는 全量 農協을 通하여 販賣 

되고 있다. 즉 政府-農協-農協直賣場 내지 荷置場 

-小賣商-消費者의 流通으로 集約할 수 있다.

한 편 湖南米의 流通 마아진율(商人經路 流通 마아 

진)은 13. 8%에 이 르고 있으며 流通段階中 移出商에 

서 가장 많은 마아진이 發生되고 있다.

따라서 農協經路 流通마아진율 10. 5%에 비 하여 

33%나 높은 實情이 다.

(2) 薯類의 流通

薯類에 있어서 고구마의 流通은 間接流通과 直接 

•流通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家計消費用 고구마 

의 流通은 間接經路를 취하고 있으며 工業原料品이 

되는 것은 農協系統組織올 通하여 流通되고 있다.

間接流通은 地方市場을 通하여 買集商에 의하여 買 

集된 후에 搬出商을 거쳐 中央都賣市場으로 搬入되 

어 小賣商을 通해 最終 消費者에 게로 流通되고 있다.

直接流通은 生產者團體인 農協系統組織을 通해서 

‘需要者인 澱粉工場이나 酒精工場에 直接流通되는 經 

路인데 商人組織보다 마아진率이 節減된다.

한 편 감자(馬鈴薯)는 慶北 및 江原道의 山間高冷 

地帶에서 主要 食糧으로 栽培되는 春期作物이다.

流通機構로는 一般商人을 通하는 過程과 農協을 通 

한 經路의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나 大荒分은 前 

者의 過程을 通하여 流通되고 있다.

現在 總流通 마아진率은 41. 2%이 며 生產者 수취 

율은 58. 8%로 構成되어 있다.

(3) 果實類의 流通

우리 나라에서의 사과 生產量은 總果實生產量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과는 果實類의 代表的 

인 品種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과는 生產地와 消費地와의 거리, 生產量 

市場構造 둥에 따라서 流通體系가 복잡하므로 綜合 

的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그러나 크게 分類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產地蒐集商이나 產地仲買人이 수집한 사과 

가 中央都賣市場에 集荷되어 都賣商, 小賣商을 거쳐 

消費者에게 판매되는 經路.

둘째, 生產者로부터 직접 消費者에게 유통되거나 

또는 生產者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판매하면 그들 

이 消費者에게 유통시키는 經路.

세째, 생산자단체인 產地農協을 거쳐 농협공판장 

에 出荷된 것이 指定去來人올 통해 소매상 또는 소 

비자에게 도달되는 과정 둥이 있다.

流通 마아진율을 살펴 보면 生產者-產地農協-農協 

共販場의 마아진율은 38. 8%이 고, 生產者f 위 탁상- 

중앙도매시장의 마아진율은 42.1 %로서 農協經路의 

마아진율이 商人經路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 

다.

(4) 菜蔬類의 流通

現在 生產되고 있는 菜蔬類 中에서 배추는 90% 이 

상이 가을배 추로서 월동 김 장용과 生食用 및 其他 料 

理用으로 消費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는 거의 없는 實 

情이 다

따라서 배 추의 생 산은 大消費地인 대 도시 근교에 서 

많이 生產되 고있 다. •

流通經路는 농협을 통한 경로와 일반 상인을 통한 

經路의 2가지로 細分할 수 있으나 後者의 경우가 大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流通마아진은 부패성이 높으므로 소매상 마아진율 

이 총마아진율의 54. 2%를 나타내며 생 산자 수취율 

은 66. 7%를 차지 하고 있다.

한 편 양파의 流通형 태 도 크게 2가지 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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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 생 산단지 에 서 수집 상 (產:型仲買画,' 產地買集商： 

•外地搬出商)을 거쳐 소비지에 이르는'경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主로 도시 근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 

산자가 직접 중앙도매시장이 나 大委託商까지 반입하 

는 경로이다. .

또한 농협공판장을 통해 도매와 소매를 하여 소비 

자에게 판매되기도 하며 농협의 系統出荷로 軍納을. 

하는 流通過程도 있다.

오늘날 양파는 그 용도가 副食 및 調味料用으로서 

主로 남부지방의 越冬作物로 재배되는 비교적 수익 

성이 높은 채소로서 總流矗 마아진율은 32.8%이여. 

농가생 산자 수취 율은 67. 2% 로 나타나 있 다.

(5) 特用作物類의 流通

우리 나라에서 栽培되고 있는 特用作物의 數는 상 

당히 많으며 生產品의 流通過程도 다른 農產物과 마 

찬가지로 복잡한 經路를 가지고 있다.

特히 落花生의 流通기구는 產地에서 생산자로부터 

수집하여 大量 商品化하는 수집市場과 各產地 수집 

시장에서 출하되는 落花生을 신속히 소비시장으로 

중계하는 仲繼市場 및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流 

.通시키는 分散市場의 3段階市場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따라서 生產地시 장에 서 직접 소비 자로 流通되 는과 

정과 產地수집상을 거쳐 流通되는 경로, 그리고 농 

협을 통한 경로로 大別되고 있으나 產地수집상을 거 

치는 경로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特用作物 中에서 莞草의 主產地는 옛부터 江華島 

가 유명 한 生產地이 다.

莞草제품의 수송은 매우 용이하므로 제품소비지와 

생산지와의 거리는 큰 관계가 없으며 加工체제도 主 

로 手工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大部分 農家副業으로 재배농가에서 가공과 

제품생산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완초제품은 농가에서 自家消費되는 것은 거의 없 

으며 도시소비와 수출을 위하여 생산된다.

莞草제품의 출하, 판매는뱨부분이 商人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一部가 농협의 系統조직을 통하 

•여 판매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 와 같이 流通經路는 一般商人과 農協組織으로 大 

別되는데 일반상인조직은 농협조직보다 流通費用이 

過重하므로 계통농협으로 단일화시킴이 요구된다.

(6) 畜產物의 流通

帝產物의 生產은 대부분이 소비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생산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分散生產되고 있으므로 流通過程에도 많은 문

제점이 介在되어 있다. ,

特히 소비구조는 경제생활과 식생활 향상으로 肉 
類의 소비는증가되고있다. '

. 牛肉의 流通現況은 생산지에서 소가 가축시장을중 

심으로 사육자로부터 다른 사육자엣게 판매되고 있 

으며, 이 경우엔 사육자間에 직접 '거래되거나 產地 

수집상인을 경유하여 거래되는 두 가지 경로가 일반 

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牛肉이 生產者로부讶 서울市의 소비 

지 까지 출하되는 全流通過程 중에서 사육자-產地수 

집상T搬出商을 통하는 경우가 生產地流通의 대표적 

인 경로라 할 수 있다

牛肉의 소비 지流通은 서 울市를 中心으로 볼 때 크 

게 2가지로 區分된다.

첫째 경우는 搬出商人이 馬場洞 가축시장에서 食 

肉 소매상인에게 소全體를 판매하고 食肉소매상인은 

搬出商人으로부터 구입 한 소를 특별地 屠畜場에 서 解 

體하여 自己商舖에서 小賣하는 經路이다.

즉 搬出商에서 食肉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나 식 

육점에서 판매하는 經路이다.

둘째 경우는 搬出商人이 食肉 중앙도매시장에서 소 

를 生體로 판매, 위탁하고 중앙도매시장의 屠畜場에 

서 解體한 후 枝肉의 형 태로 도매시장에 上場하여 競 

賣方式으로 食肉상인에게 판매되는 경로이다.

이 는 搬出商중앙도매 시 장-食肉소매 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流入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한 편 소가 生產地市場에서 서 울消費地市場까지 이 

동되는 과정 에서 발생된 流通 마아진은 生牛 頭當 약 

16, 000원 정 도로 自 由市場과 中央都賣市場은 그 絶對 

額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實情이다.

流通過程 중 서울食肉小賣 단계에서 발생된 流通 

마아진이 가장 커서 총유통 마아진 가운데 자유시장 

을 통한 경우가 약 60%, 중앙도매시장을 통한 경우 

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마아진구성을 보면 流通비용의 경우, 자유시장이 

중앙도매 시 장에 비 해 약 54 % 가 높고, 중간이 익 도 前 

者가 後者에 비해 약 48%정도 높은 實情이다.

이와 같이 소의 搬出 및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아진 

의 구성 이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은 거 래방법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편 豚肉은 牛肉과는 달리 가축시장에서 去來되 

지 않고, 또 農家로부터 판매된 돼지는 거의 대부분 

이 食肉으로 공급되 기 때문에 생 산지 사육자로부터 

최 종 소비 자에 게 流通되 는 과정 이 소에 비 하면 간단 

한 편이 다.

이렇게 볼 때 .豚肉이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과정이 

사육자-產地수집상-搬出商f食肉소매상올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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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경로와 사육자T產地수집상1搬出商-f유사 

위탁도매상f食品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도 

달되는 과정이 있다.

流通過程에 있어서 유통 마아진은 食肉소매 단계에 

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커서 총유통 마아진 中 자유 

시 장을 통한 경 우가 48 %, 유사위 탁도매 시 장을 통한 

경우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단계에 서의 마아진 구성은자유시 장이 유사위 탁 

도매시장에 비해 그 유퉁비용은 약간 높으나 中間 이 

득은 다소 낮은 實情으로 나타나 있다.

3. 農產品 流通의 問題點과 

合理化方案

農產物의 流通狀況은 그 조직면에 있어서 유통주 

체가 일반적으로 영세하고 비조직적이어서 전근대성 

을 띠고 있다.

또한 유통기능이 아직 미분화상태에 있고 거래의 

신속화와 거 래 촉진 기 능에 서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유통조직은 상인조직이며, 產地市 

場이 나 消費市場에서，활동하는 각종 중간상인은 일 

반적으로 영세한 상인으로서 그들의 기능은 복합성 

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조직이 기능에 따라조 

직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상인조직에 의하여 행해지는 매매행 

위, 농산품의 物的處理, 거래촉진 둥 諸기능이 전근 

대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또한 포장업 자, 수송업 자, 가공업 자, 창고업 자 둥 

과 같이 物的처리와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상인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유통과정 속에서 소비자의 기호와 만족 

도를 더욱 충족시키도록 품질향상을 기하거나 저장, 

수송과정에서의 減耗, 손실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개선의 노•력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 

이 다.

이러한현실은농산품의 소비촉진, 광범한분배 

계절적 공급조절 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부 

패성이 강한 청과물과 축산가공에 있어서 이러한 현 

상은 뚜렷하다.

한 편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諸기능, 즉 去來를 촉 

진하는 標準化, 金融, 위험부담 시장정보 둥의 기 

능도 유통합리화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특히 市場情報活動은 去來를 촉진 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시 

장정보를 수집, 분석, 通報하는 면에 있어서나 거래 

에 관련되는 모든 階層이 이를 이 용하는 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介在되어 있다.

시장정보는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즉 天候조건의 변화, 수급사정, 가격변화, 각 유통 

조직의 경영방침, 정책변화, 公共料率의 再策定, 소 

비자의 소득수준, 기호의 변화 둥 諸요소는 모두가 

수집, 분석, 통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정보는 생산자, 농협, 각종 상 

인, 수송, 창고, 가공업자, 소비자 둥 모든 계층에 

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거 

래에 있어 경쟁조건을 촉진하고 독점적, 투기적 요 

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외 문제점으로서는 유통조직과 그 기능이 농산 

물유통의 원활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介在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外的 여건의 미비 내지 결함 등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이르러 농산품 유통의 합리화문제가 활발 

히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농산품 유통에 있어서 합리 화방안으로서 는 경쟁기 

반의 확보와 助長, 규격의 통일화와 검사범위의 확 

대, 중간상인 활동의 조직화 촉구, 시장정보기능의 

강화, 탄력적인 가격 안정책의 운용, 유통을 촉진하 

는 관리기구의 배치 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 市場情報기능이 거래촉진과합리화추 

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은이미 언급한 바 

와 같다.

그런데 현재 각 유통조직이 스스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하는 市場調査 (Market research) 

내지 시장적보(Market infomiation)의 이용 및 전달 

에도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수집, 분석, 통보의 기 

능에도 강화해야할 요인이 介在되어 있다.

따라서 個人과 政府에 의한 시장정보기능이 强化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 있어 농산물의 유 

통합리화는 유통정책만으로는 어려운 實情이다.

여기에는 생산자인 農民, 각종 중간상인 物的처리 

담당자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 둥의 복합요 

소의 원활한 결합에 의해서만 그 합리화가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즉 生產, 流通, 消費의 상호관련 下 

에서 去來를 促進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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営業과 工業所有権

金 明 信
辯理土•航空大講師

1•序 言

企業去來에 있어서 營業은 營業財產의 基礎 

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營業財產을 大別'하면 

有體財產과 無體財產으로 나눌 수 있다.

有體財產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論議가 

있었으나, 無體財產에 관하여는 疎忽히 取扱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無體財產에서는 特許權 - 實用新案權 • 意匠 

權•商標權（이들을 總稱하여 工業所有權이라 

부른다） 및 著作權 둥이 있는데 이들을 企業 

去來의 面에서 爺察하면 이른바 精神文化에 

이바지하는 著作權보다는 產業의 發展에 寄與 

하는 工業所有權이 企業과의 關聯을 더욱 密 

接히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企業에 있어서 無體財產이라고 하 

면 일단 工業所有權을 意味한다 하여도 過言 

은 아닐 것이다. 特히 自由競爭을 企業競爭의 

基本原則으로 採擇하고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現代 企業은 工業所有權을 企業競爭의 

武器로 登場시키고 있으며, 海外市場開拓에 

있어서도工業所有權이 重要한 役割을 하므 

로 이에 대한 開發 및 管理에 總力을 기울이 

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工業所有權은 有體財產과함께 營 

業財產의 重要한 一部를 形成하고 있으므로 

營業을 讓渡할 때에는 工業所有權에 關한 問 

題를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工業 

所有權과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 있는 所謂「財 

.產的 價値있는 事實關係」라 일컬어지 는 Know

how 도 아울러 取扱해 야 할 것 이 다.

本稿의 目的은 營業을 讓渡하는 當事者에게 

는 完全한 營業의 讓渡를 위한 方法論을 提示 

하는데 있고 또한 一般企業人에게는 財產評價 

의 對象을 正確히 把握하게 하는데 있다.

2. 營業의 槪念

商法이 規律할 對象이 되는 企業을 商法은 

營業 （Handelsges산谓ft） 이 란 말로 表現하고 있 

다. 本來 企業이 라는 말은 그 物的 組織을 中 

心으로 한 比較的 大規模의 事業을 意味하고, 

營業이라는 말은 營業者를 中心으로 한 比較 

的 小規模의 事業을 意味하는데, 오늘날 商法 

學에서는 大體로 兩者를 같은 뜻으로 보는 見 

解가 支配的이다.

營業이라는 用語에 대하여는 主觀的 意義와 

客觀的 意義의 두 가지가 있다.

主觀的 意義의 營業은 商人이 營利의 目的 

을 가지고 計劃的으로 同種•同型의 行為를 

反復하는 營利活動 그 自體를 말하는 것이고 

（예컨대 商法 第5條 • 第6條 • 第8條 • 第11條 ♦ 第15條 • 第21 

條 • 第22條 • 第23條 • 第46條 • 第53條 • 第61條 • 第78條 둥 

의 營業）, 客觀的 意義의 營業은 一定한 營業 

目的을 위한 活動과 그 活動의 基礎가 되는 

物的 手段이 . 有機的으로 組織化된 組織的 統 

一體를 말한다예컨대 商法 第20條 • 第23條 • 第41條

•第45條）

客觀的 意義의 營業을 法律的으로 考察하면 

營業活動（Gewerbliche betriebstatigkeit） •營業 

財產 （HandelsvermOgen） 및 財產的 價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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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Faktisches Verhaltnis des Vermogen 
swerts) 의 세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첫째로, 營業:活動이 라 함은 全企業을 管理・ 

統率하는 營業主 自身 또는 이에 代身할 者의 

營業經營에 不可缺한 要素라 할 수 있다. 經 

營者의 專門的 經營知識과 老鍊한 經營技術 없 

이는 如何히 莫大한 資本이 投入되어 있다 할 

지 라도 營業의 成果는 期待하기 어 렵 다.

둘째로, 營業財產이라 함은 營業에 提供되 

어 있는 各個의 財產 • 物件 또는 權利의 總體 

를 말하는 것인데, 積極的 財產으로는 動產 

(原材料-商品-現金-有價證券•機械•器具 

둥) - 不動產(土地• 建物) • 物權 (質權 •抵當 

權)-工業所有權(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 商標權) - 商號權 - 營業去來上의 債權 등이 

있으며, 消極的 財產으로는 營業上의 去來 其 

他 營業에 관하여 생 긴 모든 債務를 包含한다.

세째로,「財產的價値있는事實關係」라함은 

將來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機會가 期待되는 

經濟的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即 顧客關係 

(Kundschaft) • 購入處關係 販賣의 機會 (Absa- 
tzgelegenheit) • 販路 (Absatzf이d) • 營業의 信 

，用 • 經營組織 - 營業上의 秘訣 (Know-how) • 營 

「業所의 位置 둥 이른바 Good willo] 이러한 

••事實關係에 屬한다. :이러한 事實關係는 物件 

• 도 아니고 權利도 아니나 財產的 價値를 가진 

것으로서 營業活動에서 생긴 沈澱物 (Nieders 
chlag)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營業 

을 構成하는 各個의 財產 - 物件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키 는 契機가 회는 것 이 다.

위에서 본 세가지 潛業의 構成 要素가 一定 

，한 營業目的에 의하여 統合 組織됨으로써 營 

業은 이 를 構成하고있는 各 個別財產의 價値 

一 淨 總計한 그 以上의 價値를 가지 는 組織的 統 

一體가 되는데, 이러한 높은 價値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營業活動의 沈澱物인 事實關係의

• 價値이며 이 事實關係를 除外한다면 去來上이 

나 法律的으로 營業外라는 特別한 觀念을 認 

定할 必要가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事實關係 

는 營業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 이다.

客觀的 意義의 營業은 그 營業의 基礎를 이 

루는 財產性에 기하여 把握한 것이므로 이를 

普通 營業財產이라 하는데 이 때에는 財產的 

價値있는 事實關係를 包含한 營業財產의 意味 

로 쓰인다. •

지 금까지 는 營業을 主觀的 意義와 客觀的 意 

義로 區別하여 觀察하였으나 事實에 있어서는 

主觀的 意義의 營業 및 客觀的 意義의 營業 

即 商人의 營利的 活動과 營業經營 그리고 營 

業財產 및 財產的 價値있는 事實關係 등이 서 

로 有機的 關聯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明確하 

게 區別하기는 힘드는 일이다. :그러나 通說은 

營業을 客觀的 意義로 풀이하고 있디-.

3. 工業所有權의 槪要

工業所有權 (Gewerblicher propriet社)의 語源 

은 特許權 및 商標權 등의 國際的 保護를 위 

한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一名 Paris 條 

約) 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하나 佛蘭西의 Pro- 

priete industrielle 의 譯語이고 17世紀頃 Carp- 
ZOV 에 의 하여 唱導된 . 精神的 所有權說에 서 

由來된것이라한다.

工業所有權이란 產業上 利用할 수 있는 人 

間의 精神的 創作이나 產業上 保護의 價値가 

있는 無形物에 대하여 國家가 獨占權을 賦與 

하여 주는 權利이다. 工業所有權을 여러 가지 

로 풀이하는 立場이 있으나 各國에서 慣用되 

는 用語例에 의하면 國家에서 賦與하는 獨占 

排他的인 權利인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을 總稱하는 意味로 해석한다.

이러한 工業所有權은 著作權과 함께 無體財 

產權에 屬하는데 이들은 모두 人間의 精神的 

인 創造的 活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工業所有權은 產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것인데 

반하여, 著作權은 精神文化의 發展에 寄與하 

는 것이다. 따라서 無體財產權가운데 精神文 

化에 이 바지하는 著作權보다는 產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工機所有權이 營業과의 關聯性은 더 

욱 緊密하다 하겠다.

工業所有權의 內容을 살펴보면

①特許權이란 自然法則을 利用한 高度의 

(Erfindurigshohe) 技術的 創作으로서 產業에 

利用할 수 있는 發明을 한 者가(特許法 第5條 

第1項) 特許出願을 하면 國家가 그 發明의 特 

許要件을 審査하여 一定한 要件에 該當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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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與하는 獨占 排他的 權利를 말한다. 獨占期 

間은 12年이다. 特許權이 設定되면 特許權者 

는 그 特許된 無形의 技術 自體를 獨占排他的으 

로 一定期間동안 支配할 수 있으며 他人에게 

實施權을 設定하여 그 反對給付로서 特許使 

用料(Royalty)를 받을 수도 있고 擔保權을 設 

定할 수도 있는 權利도 생긴다.

② 實用新案權이 란 物品의 形態-構造 또는 

組合에 대하여 新規한 考案을 한 者가(實用新 

案法 第이胤 出願을 하면 國家가 口 登錄要件 

을 審査하여 一定한 要件에 該當할 때 賦與하 

는 獨占 排他的 權利이다. 獨占期間은 10年이 

다. 그리고 實用新案權의 效力은 特許權과 거 

의 같다.

③ 意匠權이란 物件의 形象, 模樣이나 色彩 

또는 이들의 組合이 產業上 利用할 수 있으며 

審美性 있는 新規考案일 때 (意匠法 第2條) 이 

러한 考案을 한 者에 대 하여 國家가 그 登錄 

要件을 審査하여 一定한 要件에 該當할 때 賦 

與하는 獨占排他的 權利이다. 獨占期間은 8年 

이다. 意匠權이 設定되면 意匠權者는 그 登錄 

으로 된 物件을 一定期間 동안 業으로 製作 • 

使用 - 販賣 또는 擴布할 獨占權이 생기며 (意 

匠法 第12條 第1項) 實施權 및 擔保權을 設定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匠權은 市中에서 俗稱 

“美匠特許”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다.

④ 商標權이 란 登錄한 商標權利者가 一定期 

間 동안 指定된 商品 또는 營業에 그 商標를 

專用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商標라 함은 商品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生 

產• 製造• 加工•證明 또는 販賣業者가 自己 

의 商品을 他業者의 商品과 識別시키기 위하 

여 使用하는 記號 - 文字 ・ 圖形 또는 그 結合 

의 特別顯著한 것을 말하고(商標法 第1條), 

營業標라 함은 營業을 하는 者가 廣告 - 包裝 

物 •容器 - 文房具 其他 事務用品 등에 表示하 

는 것으로서 自己의 營業을 一般에게 識別 시 

키 기 위 하여 使用하는 記號 • 文字 • 圖形 또는 

그 結合의 特別顯著한 것올 말하는데 營業標 

에 대하여는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商 

標法第1條第1項).

以上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工業所有權의 法 

的 性質은 直接支配性-獨占排他性•權利의 有 

限性 • 公共性 및 制限物權과 같은 一面的인 支 

配權과는 다른 包括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工業所有權의 國際的 保護

工業所有權은 그 對象인 財貨가 人間의 知 

能的 所產으로서 無形의 것이므로 他人의 利 

用이나 模倣이 쉬울 뿐만아니라.經濟去來가 

國內市場圈을 벗어나서 國際市場圈으로 擴大 

되어감에 따라 國境을 넘나드는 데에도 매우 

流動的이다. 이와 같이 工業所有權은 國際的인 

色彩가 농후하므로 이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 

際的인 同盟이 나 協約 乃至 機構 등이 있다.

①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一名Paris 
條糸勺：Convention de Par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 1883年에 創立되 

었고 지금은 80個國이 加入하고 있다.

②知的所有權保護國際合同事務局(B.LR.P.I: 
Bureaux Internationaux Reunis pour la Protec
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 Swiss 의 

Geneva 에 있으며 Paris 條約의 事務局이다.

③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LP.P.I: Asso- 
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 1897年 Swiss 에서 創 

立되었으며 現在 59個國이 加入하고 있다.

④ 國際特許協會(LLB: Institute International 
des Brevets) ； 1947年 6月에 創立되었으며 會 

員國은 佛蘭西 ・ 和蘭 • B이gium • Ruxemburg • 
Turkey • Swiss • Morocco • 英國 등 8個國이 다.

⑤ 特許協力條約(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1970年6月19日Paris條約 加盟國 

中 44個國이 署名 發足하였다.

⑥世界知的所有權機構(W.LP.O: World In- 
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1967年7月 

Stockh이m 에서 열린 知的 所有權會議에서 設 

立된 것 으로 工業所有權 (Paris條約)과 著作權 

(Bem 條約)의 兩分野에 걸친 共通의 國際機構 

이 다.

匂 E.E.C 特許條約(European Patent Conven
tion) ；廣域特許制•早期公開制•審査請求制등 

을 內容으로 한 歐羅巴統一特許法 制定을 위 

하여 1962年 11月에 草案되었고 加盟國은 佛 

蘭西•西獨 * 伊太利• Belgium • Netherl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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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xemburg 둥이다.

5. 營業과 工業所有權

營業을 主觀的 意義 또는 客觀的 意義의 어 

떤 意味로 풀이 하든간에 商人의 營利的 活動乃 

至 經營活動은 그 營業의 基礎를 이루는 營業 

財產에 대한不斷한 擴張追求에서 이루어진다.

營業財產에는 여 러 가지 가 있 겠으나 이 가운 

데 工業所有權이 包含되며 營業財產으로서의 

工業所有權은 企業이 一定期間 동안 獨占排他 

的으로 支配하고 財產評價 및 現物 出資의 對 

象으로 하며 擔保權을 設定하기도 한다. 擔保 

權에는 質權 • 財團抵當 • 讓渡擔保 등이 있는 

데 商標權에 對해서 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① 工業所有權의 財產評價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은 

商法의 資產評價方法（商法 第452條） • 財務諸 

表 規則 둥에 의하면 固定資產 中에서도 無形 

固定 資產에 屬한다.

無形固定資產의 價額은 有償取得의 경우에 

限하여 그 代價를 가지 고 그 取得原價로 한다. 

取得價額으로부터 相當한 減損額을 控涂한 價 

額으로 하되 （商法 第31條） 또 豫測하지 못한 

減損이 생긴 때에는 그 減損額도 控除한다.

② 工業所有權의 現物出資

金錢 以外의 財產을 目的으로 하는 財產出 

資를 現物出資라 하는데 現物出資의 目的이 

될 수 있는 財產은 移轉이 可能하고 貸借對照 

表中 資產의 部에 計上할 수 있는 것이면 可 

能하다. 따라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및 商標權은 現物出資의 對象이 된다.

現物出資는 그 性質上 濫用의 憂慮가 있고 

이를 過大評價하면 資本充實의 原則에 反하고 

金錢出資者나 會社債權者의 利益을 害할 念慮 

가 있으므로 定款에의 記載（商法 第209條 第 

2項）, 株式請約書에의 記載（商法 第320條 第2 
項, 同法 第416條）, 檢査人의 調査（商法 第 

298條，同法第299條，同法第3（H）條第1項， 

同法 第31이龍 同法 第422條） 및 履行의 時期 

와 方法（商法 第295條 第2項, 同法 第305條 

第3項, 同法 第425條）에 대하여 여러 가지 嚴 

格한 制限規定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工業所有權의 現物出資는 會社設 

立의 경우에는 發起人에 限하여 可能하고（商 

法 第294條）, 新株發行의 경우에는 出資者에 

制限이 없다. 한편 外資導入法 第8條 第4號에 

서는 工業所有權 其他 이에 準하는 技術이 現 

物出資의 對象이 된다고 明定하고 있다.

③ 現代企業과 工業所有權

工業所有權은 一定한 商品을 獨占的으로 製 

造販賣할 수 있는 權利이므로 特定한 企業人 

이 어떤 種類의 商品에 대하여 特許를 받으면 

그 特許權은 다른 競業者의 企業活動을 制約 

하는 힘을 갖는 것이므로 他企業은 새로운 產 

業技術을 開發해야 하며 現代人의 消費性向은 

恒常 새로운 것을 欲求하고 있으므로 企業人 

은 이러한 消費性向을 測定하여 現代人의 心 

理에 迎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自由競爭을 原則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社 

會에 있어서 競爭이 激甚할 수록工業所有權은， 

企業競爭의 武器가 되어 가고 있다.

特히 그 企業이 國際的 規模일 때에는 外國 

의 先行技術이나 國際特許 등에 留意하여야 

하며 外國의 先行技術이 없으면 그 技術內容 

을 外國에 登錄시 켜 獨占權을 活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같은 商品이라도 그 디자인에 따라 購買 

力에 懸隔한 差異를 招來하므로 優秀한 디자 

인 開發에도 留意하여야 하고 商標는 國際競 

爭力에 뒷받침이 될것을 選擇하여야 할 것이 

다.

自國의 技術이 低質이거나 開發能力이 없으 

면 外國의 技術을 導入하게 되며 合作投資의 

경우에도 外國의 技術內容이 그 投資의 重要 

한 一部를 構成하므로 工巢所有權이 오늘날의 

企業去來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 

다 하겠다.

이 와 같이 工業所有權은 國際性이 强한 것 으 

로서 國內企業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特히 國 

際企業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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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을 한넌 대서 끝까지 쓴「龍」字의 草書로서 머리, 목, 발, 배, 꼬리의 필법이 모 

두 다르게 구사된 推想濫風의 現代書藝의 代表作. （元空 金濟雲 作/成均書藝學院長 ・ 

서울시 書藝亨院境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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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藝의 現實參與

얼핏 書藝를 閑人의 道樂인양 여길지 모르 

나 事實 그 價値를 잘라 定義할 수 없을만큼 

奥妙幽遠한 藝요 道이며 法이다.

書藝는 첫째 人間의 心性情의 眞善美를 文 

字와 示覺에 依存한 手法으로 表現함으로서 

他의 鑑賞에 供하고 亨受케 하는 崇高한 民埃 

藝術이며 東洋特有의 傳統藝術이다.

心正則 筆正이란 말이 있다. 마음과 性品 

과 또는 情緖感情이 진실하고 아름다우면 글 

씨도 그렇게 나온다는 觀念이 東洋의 通俗이 

다. 그렇게 볼 때 글씨야 말로 人間 그 自體 

의 內容의 充實한 案內者요 人格의 代讎者이 

며 여기에는 勤勉과 忍耐와 安靜의 過程을 通 

해야만 그 書藝術의 熟練度（그리는 글씨의 度） 

를 超越한 天禀의 能力이 發現하기 때문에 一 

時的 假飾이나 表裡不同이 있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붓 한 자루로서 그어지는 綿中 

의 緩急 濃淡 輕中度의 妙 變化無雙한 長短度 

狹向勢의 調和 謹嚴한 正字의 體軀 大膽한 草 

書의 省略 龍虎飛躍의 氣運이 모두 내 팔안에 

서 놀게 된다.

그리하여 千人萬人의 體가 모두 傳統과 時 

代性과 個性을 지닌 千人千體의 다른 모습으 

로 觀者의 心魂을 앗아간다. 그러 한 글자 한점 

한 획의 힘과 妙와 熟練度가 어떻게 作品 全 

體에 調和하느냐 하는 것이 마치 自己가 어떠 

한 存在로 社會에 俸仕하느냐 하는 姿勢에 따 

라 그 生의 價値觀에 融和를 가져 오며 새 次 

元의 世界가 열린다. 그러므로 人類歷史와 더 

불어 생겨서 人生의 참 安息處가 되는 同時 

그 時代의 文明과 번영을 꽃피우게 하는 原泉 

이 되어왔던 것이다. 더구나 東洋을 探求하는 

現今에 文化藝術의 自由로운 創作活動과 求心 

點을 向한 一般的 昇華는 世界文化圈에서 强한 

牽制力을 가져야 할 것이 韓國的인 必然이다.

둘째 書가 法道라는 點은 世上의 風情이 濯 

하면 더욱 맑은 世界의 憧憬이 강하고 秩序를 

爲한 主義 敎訓 政策이 氾濫한다. 正面에서 

正直하라 할 때 어긋나가는 이 땅의 生理下에 

마땅히 根本療法的으로라도 書藝硏書와 같은 

過程을 提供하여 淸淨한 自我發見과 人間性 

醇化 乃至 民族性 改造의 作業이 必然化하게 

된다. 그런 見地에서 書道는 實際와 먼 信仰 

보다 또는 勸諭的인 道德法規보다 그 力能이 

確實히 底力的이다. 그것은 受矯導人 中에는 

書道人 碁人이 없다는 統計로 보거나 日本이 

. 書藝人口만 千萬名으로서 國民總和에 寄與한 

것으로 미루어 알만하다.

며칠 안된 書學者가 나도 모르게 내 가 變했 

다는 말을 하게된다. 文明의 利器에 매달린 

人間疎外에서 순수한 自己를 發見하고 環境의 

不條理에서 오기 쉬운 神嗓質的 感情의 激動을 

平時에 鈍化하지 않으면 知性人으로서 重大한 

機能的 절제가 교란된다. 서 예를 어려서부터 

情緖敎育으로 또는 忍耐와 模倣과 創造의 버 

롯으로 生活化함이 아쉽다.

뿐만 아니라 書藝作品의 글귀가 우리 日常 

生活에 實際體驗이 可能한 敎訓과 理想을 文 

章化한 體係哲學이기 때문에 팔로 익혀쓰고 

作品化하면 2字劃의 妙變과 律動力의 雅趣를 

鑑識할 수 있고 한 편 文詞의 .仁義哲學에 感化 

하며 生活書寫 事務能率 忍耐와 生產能率을 

向上하고 나아가 祖國의 번영과 平和統一을 

向한 새 活力素되는 文化人의 긍지와 사명으 

로 그야말로 五位一體의 生活化로서 書藝의 

一般認識에 새 轉機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자가 象形文字로부터 示覺的 効에 

便利한 行書 - 象徵力이 强한 추상화풍의 書法 

으로 써진 草書 그리고 그림과 글씨 가 同時에 

이루어지는 前衛書藝 둥 글씨 萬能의 象徵的 

說明力이 그 商品디자인의 그림에 依存한 이 

상으로 効를 걷둘 利點을 啓發해야 한다.

現在 書藝作品이 外國에도 많이 나가고西洋 

人의 認識度에 따라 또는 作品의 새로운 開拓 

에 따라 人氣를 得할 것 이 다.

書藝의 起源과 變遷

太古로 우리 人間은 우선 日常生活의 用具를 

만들어 使用하듯 •社會生活의 手段으로 言語와 

그것을 記錄하는 符號가 要求되었고 最初 그 

表記文字는 象形으로서 （약 4500년 전） 人智가 

발달함에 따라 國家의 統治上 便利를 爲하여 

文字의 創作과 統一과 變遷이 無限히 계속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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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書體發達 과정과 名筆을 대략 살펴보면 

象形文字一甲獸骨•靑銅器文字一大篆一小篆一

中國•夏夏•殷•周 
（蒼頡作）

周 奏
（史籀作）（李斯作）

古隸T八分休T行書T楷（眞-正書）一章草一今 

奏 漢
（程邈（五次 
作）仲作）

草 

魏 漢漢末 
（劉德 
昇作）

（鍾繇作）（史游作）

漢
（張芝作）

以上은 基本五體의 發達過程 내지 創作者이 

며 그 後 特히 名筆로 알려진 體로 간추려 보 

면 다음과 같다.

魏의 鍾繇 （行 •草 •八分體） 東晋의 五義之 

（行 • 草書聖） 隋의 智永 （行 • 草） 唐의 虞世男 

（楷草）歐陽詢（楷書-行書）褚遂良（楷•行）孫 

過庭（草書）張旭（草）賀知章（今草）顏眞卿（楷 

♦草 • 隸） 懷素 （草書） 柳公權 （楷） 宋代의 蘇東 

坡（詩•書•書•印•章）黃山谷（行•草•楷） 

米芾 （書 • 畫） 元代의 趙孟頫 （書畫） 明의 文徽 

明（詩文書書）祝允明（小楷）董其昌（楷•行* 

草 • 畫） 五鐸 （二王體） 淸代의 劉石庵 （二王 

系）翁方網（楷）張瑞圖（行•草•飛動）鄧石如 

（方筆•隸眞間體）包世臣趙之謙（書•畫•篆 

亥IJ）何紹基（楷行）吳讓之吳昌碩（書•畫•篆 

刻）

韓國의 古代書家로서는

新羅의 金仁問 （楷 書） 金生 （楷 • 行 •草） 姚 

克一 （歐法） 崔致遠 （楷 •行 •草） 高麗의 坦然 

（行•草•神品）崔璃（楷•行•草）柳伸李囂 

（檔松‘①體） 李朝의 安平大君 （書 • 거 문고 • 詩） 

申師任堂（書-畫）韓石峯（楷•行-草）尹淳（行 

.草）李匡師（飛草）姜世晃（眞•草•篆•隸） 

李三萬 （草 - 行） 秋史 （經學 * 金石 - 書藝〈처 음 

董其昌禮一翁方網體一米芾一歐法T晚年에 秋 

史體加乍）吳世昌（篆•隸•亥U）金敦熙（韻•黃 

庭堅隸）安鍾元（隸•行）

書藝의 修練方法

옛날부터 身 • 言 •書 • 判으로 그 사람됨을 

알았으며 詩書畫를 六隸 （禮 •樂 •射 •御 •書 

•數） 의 하나로 삼고 어릴적부터 한문을 익히 

고 동시 에 반드시 글씨 를 씀으로서 몸과 마음 

을 統一시키고 安定된 버릇을 길렀으며 王族 

高官 大夫의 造詣있는 家門의 傳統으로 삼아 

왔다. 우리 나라도 高麗 崔冲 以後 私塾이 盛行 

하였고 日帝時도 小學校부터 習字를 시켰다.

人間은 五管을 通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背後나 그 結果를 計算하지 않고 그저 좋 

아 한다. 그것이 藝術의 出發이 本質이며 可 

能이 다. •

變하는 時代 마구 커져만 가는 物質萬能의 

擴散下에 萎縮되어가는 人間을 찾아내야 한 

다. 타고난 저 마다의 禀受를 向上하고 그 위에 

創意와 協力으로 總和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 붓을 들고 있을 때처럼 平和 

로울 때가 없다. 사람의 態度가 글씨를 쓰고 

있을 때처럼 순결해 보일 때는 없다. 夫婦에 

도 새로운 것을 發見하게 된다. 體本의 美를 

똑같이 模倣하려고 더 좋은 書體를 考案하려고 

온갖 煩惱를 잊 고 붓 한 끝에 모든 心魂을 統 

一시키는 순간은 진정 本然의 姿勢로 돌아선 

仙境이 며 解脫한 第三世界에 로 通하는 過程 

이 다.

여기서 구체적인 서예 수련과 作品의 完成경 

로를 적 어 보면 첫 달은 基礎点劃의 用筆 • 運筆 

• 執筆 - 結字法 둥을 대개 個人指導形式으로 

배우게 된다. 2個月째에는 간단한 文章과 또 

는 法帖（옛날 名筆의 書本）으로 들어가고 이 

제는 두 가지 體（한글 - 한문 또는 行書）를 배 

울 수 있다. 基礎는 오래 할 수록 좋으나 3 • 
4個月을 배우면 간단한 處女作을 일삼아 볼 수 

있다. 옛날 글방式인 無條件的 學習主義를 止 

揚하여 科學的 理論的인 指導方法이 効果를 

걷우고 지 루하지 않아서 現代的이 다. 그러 나 

지 금 말한 工程은 趣味로 하는 初步的인 例이 

며 진실한 書法을 求하고 먼 후일 死後까지 藝 

術生命의 延長과 技法의 極을 求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써 그 人品과 德性 禮儀 性行이 判 

異하게 들어 난다. 따라서 量보다 質的 探究에 

힘쓴다.

다음은 行書• 草書• 隸書 -纂書로 專工하고 

한글行書 隸 • 纂 둥을 各己 基本點劃으로부터 

착실히 익히면（欲易則先難） 느리 게 배운 것 이 

오히려 빨리 得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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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센터 展示흘

川川廊 상설 전시 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中門啲

당 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수출 사업을 돕기 위한 진흥사업의 일환 

으로 각종 해외 간행물과 카탈로그 및 팜프릿을 비치하여 항시 열람 

할수있는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문제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선진국의 디자인과 포장의 패턴을 파악 

할 수 있는 상설 전시 홀을 새로히 마련하였읍니 다. 여 기 에는 당 센터 

개발 품 중 우수한 작품과 해외 우수디자인 포장 상품이 전시되어 있으 

며 여러분의 많은 참관과 이용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출사업의 가 

장 취 약점인 디자인과 포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선진국 수출상품 

의 패턴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수츨사입에 도움이 되시기 

바 랍니 다.

（전시시 간 상오10시 〜하오5시 ）

*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 ；

本誌에 실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디자 | 

인 • 포장에 관계되는 글이면 어띤 종류라도 좋읍 

니다. 그 밖에 意見, 質問, 要望, 生活難記, 隨想 

漫評 무엇이든, 또 누구시든 제한이 없읍니다. ； 

200字 원고지 30매 이내로 주소, 이름, 나이, 

직업을 적으셔서 당 센터 진흥2과 편집담당자 앞 

으로 보내 주십 시 오. 처택 된 원고는 본지 소정 의 j 

고료를 들이 겠읍니다.

디 자인 • 포장 Vol.4 No. 2

〈非賣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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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社 片울特別市 鍾弘區 蓮建洞 128

TEL 畐 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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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案内

1 .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輸出産業 支援의 보다 円滑한 促進을 위 

하여, 全國 各 主要都市에 地方連絡事務所를 두는 한편 釜山地 

区에는 支社와 直簪丄場을 設置 運脅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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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開放하고 있읍니다.

a. 輸岀戦略陶品과 地方特産品에 대한 各 業体와의 共同 研究開發

b. 原価節減, 尚品의 品質保護 및 購買意慾을 提高키 위한 각종 

包裝의 디 자인과 設計

c. 輸出 및 内需用 각종 商品의 디 자인 '

d. 포스터, 카탈로그, 캘린더, 라벨 둥 각종 그래픽 디자인

서울 第二工業団地에 자리잡고 있는 선터 直営工場 

全景•（分速 70m 의 高性能 코러게이 터와 5包度 그라비아印刷機 둥 

最新 施設을 갖추고 있다）



© 騁 한 국 □ 자 은 포 장 센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