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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변조방지 포장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중성 이라 말한다. 이같은 

•이중성 은 포장에도 존재한다.

모든 산업이 다 그러하듯이,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산업적 효용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성과 모순을 수반할 때가 왕왕 있다.

포장에서 그 실례를 든다면, 개봉성과 변조방지 기능을 함께 갖는 포장', *1 회용 

용기' 등이 있다. 호요 용기는 인간에게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소비자가 개봉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개봉용이형 

뚜껑은,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변조방지 포장기법（개봉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흔적이 쉽게 인지되어야 함）과는 상반된 개념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산업이 목표로 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 때로는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임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상품을 개말해야 될 것이다.

이번호 특집인「변조방지 포장」에서는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포장기술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꾸며졌다•〔壬乙入- 주:



Qi 특집 i 『 ][ ]L ][ ][

변조방지 포장의 일반적 고찰
，，완벽한 변조방지 포장은 불가능하나, 최선의 방법은 업계 •정부• 소비자가 합심하여 i) 적합한 포장기술을 

연구하고, ii)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iii)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출 판 과 편 (「Packaging Technologyj '88.6월호,「포장기술」12호참조)

1•개요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타이레놀(Tylenol) 사건(캡슐 

복용자 사망^ 전세계는 경악을 금치못했다. 이와 유사한 

「독극물 투입」사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내용물 변조가 가능한 포장상태 및 

유통관리 체제의 허술함을 뽑을 수 있다.

이같은 변조방지를 위해, 미국의 보건후생성 안의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모든 매약품(Over-the-Counter 
Drug : 약국 판매가 가능한 약품), 화장품 피부치료제, 치약 

및 인슐린 등의 제품에 대해 변조방지 포장에 관한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변조방지 포장의 개념, 관련 포장법, 대책 등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변조방지 포장의 개념

「변조방지 포장」이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내용물의 변조 또는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이 파괴되거나 변조된 증거를 소비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포장을 말한다.

대부분의 포장전문가들은 완전한 변조방지 포장기술은 

없다고 인식한다. 안전하게 포장된 제품이 있는가 하면, 

변조가 쉽게 일어나도록 포장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 더구나 

다른 모든 포장법과 마찬가지로 변조방지 포장 역시 판매 및 

생산목표간의 상호 균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품 진열대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쉽게 받는 것은 물론, 

포장라인의 형태에 관계 없이 절대안전 “fool-proof가 

보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포장디자인을 변형할 필요가 없고, 

기계의 추가시설도 필요 없고, 포장라인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울러 포장비용의 추가지불이 없어야 하는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춘 변조방지 포장기술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최상의 포장법이라 할 수 있다.

변조방지 포장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FDA(미식품의약국, 

Div. of Emergency Epidemiological Operations, 1988년 

2월)의 규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FDA의 정의에 따르면,「변조방지 포장」이란 깨뜨리거나 

놓치는 경우 제품에 변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비자가 금방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출구(Entry) 부분에 안내문 

(Indicator) 혹은 차단재 (Barrier) 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변조방지 포장에는 Container/Closure Systems 혹은 

Secondary Container Carton Systems 등도 있匸｝. 테이프, 

Saran 랩, 알미늄 호일 등으로 된 차단재는 일반 소매품에 

쓰이는 것과 구별되도록 인쇄하여야 하는데, “Sealed for Your 
FYotection” 이라는 문구가 적절하다.

한편 안내문에는 소비자가 일정 제품이 변조방지 포장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변조방지 메카니즘이 잘못되었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FDA는 변조(Tamper-Proof)로부터 안전한 포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즉, 변조방지 (Tamper-Resistant) 
포장이라는 것과는 다른 변조로부터 안전한 

포장(Tamper-Proof)이라는 문구가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가 포장의 상태를 파악하여

표 1〉변조 불만 사례

연 도 불만신고건수 확인 건 수

1983 874 137
1984 488 74

1985 129 21
1986 1706 156

〈표 2> 식품• 의약품별 변조 불만 사례

연 도
불만신고건수 확 인 건 수

식 품 의 약 식 품 의 약

1986 565 1041 89 67

1987* 470 290 57 25

*'87년의 경우, 식품 125건, 의약품 69건의 불만신고건수가 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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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규정 (변조방지 포장)에 해당되는 매약품(OTC 
Drugs)에는 경구용 내복약, 코치료제 (Nasal Drug Products), 
안과약, Opthalmic, 직장(Rectal)치료약 등이 

있으며, 화장품에는 액체 구강위생제품(구강청정제) 및 

질의 (Vaginal) 약품 등이 있다.

FDA 규정상 식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제를 포함한 

식품류에는 위의 변조방지 포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FDA Div. of Emergency & Epidemiologicol Operations 
(표 1, 표 2)의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변조에 대한 

불만신고접수건수('83〜'86)가 엄청난 것으로 되어 있다. 

1983년 〜1985년까지는 불만신고건수가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1986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1986년 FDA 가 식품변조와 의약품변조 불만신고를 각기 

구별하여 집계한 결과, 식품의 변조에 대한 불만신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6년에는 33%, 1987년에는 

44%씩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986년의 통계를 보면, 제품의 변조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임을 알 수 있고, 1987년에는 그 불만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 같았으나 현재 조사중인 불만건수를 감안하면 그리 

낙관할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3. 변조방지 포장방법

(1) 수축 (Shrink) 밴드 및 랩(Wraps)

고형 포장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열수축성 PVC 
밴드와 LDPE 혹은 PP 필름 랩 등이며 이들 밴드는 대부분의 

용기에 쉽게 부착, 사용이 가능하다.

포장 전문가들은 위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Pre)포장을 

하거나(비싼가격) 용기에 뚜껑이 밀폐되도록 PVC 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셀룰로우즈 (Cellulose) “Wet” 밴드는 액체상태로써 

사용되는데 건조할 때 수축하며, 습기를 다시 가하면 

팽창했다가 다시 건조시키면 수축하는 특성으로 변조방지 

포장효과에 크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FDA 규정상 변조방지 

포장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 팽창된 Bead(그림 1의 “B”)는 용기 

입구 끝부분에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때 Bead는 사용된 

뚜껑의 바깥쪽 지름에 맞도록 디자인된다. 또한 “H2” 부분은 

밴드 수축을 감안하여 Bead와 용기의 어깨부분(Shoulder) 
사이에 최소 3/16”의 여유간격을 두어야 한다.

325 〜475°F 의 오븐을 통과시켰을 때 PVC 밴드는 상하 

10〜15°%, 좌우 45〜50%가 수축하게 된다.

Shrink Bands & Wraps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색상의 

윤전식 그라비아(Rotogravure) 혹은 옵셋인쇄가 가능하다. 

나아가 변조방지 포장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내에서 밀착되는 특성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 믿을만한 변조방지 포장법이라 할 수 있다. 

Pro-Tek Safety Seals 사의 Paul Okie】는 횡 수축 (Transverse 
Shrinkage)의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뚜렷해진다.

열수축성 밴드가 갖는 또 다른 장점은 변조방지 효과 

외에도 밴드 자체가 주요한 라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풀탭 

(Pull Tabs)의 사용으로 제품의 충전(Product Entry)을 용이 

하게 해준다.

열수축성 밴드는 포장라인 측면에서 볼 때 오븐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오븐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전기소모량도 

그리 많지 않으나, 결점이라면 포장에 밴드나 랩을 입히는 

점이라 하겠다. 제조공정이 다소 느린 경우에는 수작업을 

통해 Band/Wrap을 입힐 수 있겠지만 자동화에 의한 

제조공정의 경우 수축 밴드를 입히려면 $25,000, 다량을 

생산할 경우는 $250,000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Neck 밴드에 대용할 수 있는 것으로 테이프가 있으며, 

흔히 아는 Liquor Tax Stamp처럼 종이/호일을 뚜껑과 

용기에 덧씌운다.

이 때 포장을 뜯거나 찢어야만 뚜껑을 열 수 있게 

된다.

(2)변조방지 뚜껑

파괴(Break-Away) 방식의 뚜껑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얻는 변조방지 포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품 

진열대에서 한눈에 변조방지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안전한 변조방지 효과가 있으며, 포장라인에서의 변형이나

〈그림 1〉24mm Child Resistant 마개용 Bead（팽창된） Neck 〈그림 2〉HDPE 병의 28mm Break-Away Neck Finish

16 :포含乙술/ 48. 1991. VOL. 9



속봉함재와 동시에 뚜껑이 장착되는 

방법으로 뚜껑 안쪽은 펄프 판지와 알미늄박 

(빗금부분)을 겹쳐 놓고 그 사이에는 서로의 

분리를 위한 엷은 왁스층을 형성시킨다. 

알루미늄 박에는 열봉함성 올레핀 코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용기에 열봉함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계 :

캡과 라이너를 용기에 씌운 다음, 

알미늄 박에 부착되어 있는 열봉함성 

코팅재를 용기 입구에 고주파 에너지장을 

통과시켜 융착.

3 단계 :

캡을 열면 펄프 라이너는 뚜껑과 함께 

분리되고 알미늄 박은 용기에 남음.

〈사진 1> 속봉함에 의한 변조방지 포장 (호일 라이너 삽입)

속도감축 등의 요건이 불필요한 1단계 밀봉방법이다.

파괴 방식의 뚜껑은 뚜껑을 돌려서 따는 특성 

때문에 뚜껑이 완전히 닫혀졌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하는 

결점이 있었으나 그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림 2〉는 “Drop Lok” 디자인의 변조방지용 Neck Finish를 

나타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치수는 직경 “A”뿐 

아니라 뚜껑을 열 때 뚜껑의 Break-Away 링(Ring)의 

위치설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직경 “B”와 “C”도 

포함된다. 또한〈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치수는 

Linerless 뚜껑에서 사용된다. 여러 두께의 라이너(Liners)가 

사용되기 때문에 높이 “D”가 달라지게 되며 치수 “S”를 

변형시킴으로써 이를 조정할 수 있다.

Primary Closure와 링(Ring) 사이의 브리지(Bridges) 수와 

두께로 말미암아 링이 완전히 떨어져 용기(Package)에 

남아 있게 되거나 혹은 떨어져서 “느슨하게” 된 후 뚜껑에 

매달리게 되기도 한다. 각각의 재료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특징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괴 방식의 사이즈가 몇 있기는 했으나 뚜껑 제조기 계가 

비쌌던 관계로 많은 포장 전문가들이 이런 뚜껑 형태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현재 쓰이는 파괴 방식의 뚜껑 크기는 

18, 24, 28, 33, 38, 48, 53 및 63mm 등이 다.

파괴 방식의 뚜껑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32온스들이 

윤활유 폴리에틸렌 병이었다. 처음에는 기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호일 속봉함(Foil Inner Seals)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세련되어짐에 따라 

호일은 깔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엔진오일 안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봉한 후에도 

그대로 매달려 남게 되는 Break-Away 뚜껑을 개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뚜껑방식은 또한 “Tear-Tab” Snap-On 디자인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Tear-Tabs는 주로 우유병이나 물병 등에 

제거용 Snap-On 뚜껑디자인과 함께 널리 쓰였다. 미국 

제품보다 좀더 새로운 변형은 유럽식의 “Jaycap”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Jaycap는 유제품 뚜껑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합치시키는 것을 응용한 액체봉함 

방법(Liquid-Tight Linerless Sealing Mechanisms)이다.

그러나 변조방지 포장을 떼어낸 후, Jaycap은 경첩모양 

(Hinged)의 뚜껑 형태로 병 입구에 남아 있어서 편리하다.

변조방지 효과가 있는 Break-Away 뚜껑이 보완해야 할 

점은 병 목(Neck)의 마무리를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리나 공압출된 플라스틱 병의 경우, 병 목둘레(Neck Rings) 
제작에 비교적 가격이 비싸게 들며 사출성형된 용기의 경우도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병 목부분의 이러한 개조로 

인하여 주문생산방식을 취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포장재 

구입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변조방지 뚜껑은 또한 금속성 “Magic Button” 뚜껑형태로써 

Hot-Pack 제품에도 사용된다. 160°F에서 충전된 제품은 

냉각됨에 따라 진공상태도 되며, 탄력있는 가는 금속 부분이 

진공상태에서 끌어내려진(Drawn Down) 뚜껑 중앙 부분에 

결합하여, 제품을 중전시키면 Button은 자동적으로 똑바로 

선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뚜껑방식은 가격이 저렴하여 진공포장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뚜껑 속봉함(Closure Inner Seals)

속봉함은 변조방지 포장으로 이용되는 또다른 방법으邑 

뚜껑 안쪽에 삽입한 Inner Seals는 폼(Form), 종이 혹은 

호일로 만들어진다. 위의 Inner Seals 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단가가 싸고 포장의 변형 없이 쉽게 뚜껑에 끼울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변조방지 특성이 있는 포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뚜껑 윗부분이나 옆면에 인쇄하도록 되어 있다.

봉함방법에는 (D Torque Activated, Pressure-Sensitive

『포장기술』48. 1991. VOL. 9 17



Adhesive, (ii) Adhesive Applied Glassine Seals, (iii) 열봉함된 

호일 라이너 삽입(Induction Heat Sealed Foil Liners) 등 

세 가지가 있다.

Pressure-Sensitive 속봉함은 Torque Activated Adhesive 쪽을 

향하여 마주 보도록 측면에 스틸렌 폼을 칠하여 만든 것으로 

이 접착재는 폼의 표면에 씌워져 있고 라이너(Liner)가 

압력을 받아 비틀어지면 씌워진 부분(캡슐)이 깨지면서 

접착재가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라이너는 유리 

혹은 플라스틱 용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접착재 라이너 

재료는 저장장소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6〜12개월 정도의 

저장수명밖에 갖지 못한다. 한편 이 라이너는 봉함 표면이 

젖으면 봉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액체용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 Pressure-Sensitive 속봉함은 사용이 매우 간편하여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포장장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변조방지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다.

Glassine 속봉함은 인스턴스 커피와 Iced Tea 등과 

같은 Hydroscopic 제품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포장방법으로 

뚜껑은 엷은 왁스 코팅과 함께 펄프 뒷면(Backing)에 

Glassine을 붙인 것이다. 접착재를 병의 입술(Lip) 부분에 

감고 Glassine을 병에 붙인다. 이로써 효과적인 변조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든 포장(Seal)은 개봉시 

뜯어진다.

Induction Heat Sealed Foil 속봉함은 기존 생산라인에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평균비용 : $ 15,000)단가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변조방지 포장이라 할 수 

있다. 뚜껑 안쪽에 4가지 기본 물질을 얇게 붙이게 되는데 

〈그림 3〉과 같은 순으로 되어 있다.

폴리머 필름은 제품에 맞아야 하는데 병 재료에 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유리•폴리에틸렌•고온에 

잘 건디는 PVC 및 스틸렌 등은 각기 다른 필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필름은 호일에 밀착시키고, 발열체 역할을 

하는 호일은 왁스에 이어 섬유질로 된 펄프 Backing에 

밀착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너를 뚜껑 안쪽의 

뚜껑 천정과 펄프 사이에 본드로 떨어지지 않게 붙인다.

뚜껑을 이렇게 닫은 후 충전된 제품 포장을 열유도장치로 

생성된 전자기징任lectromagnetic Field)으로 통과시키면 

전도체인 호일에 즉시 열이 가해진다. 호일에 의해 더워진 

폴리머 Facing은 즉시 병 입 부분에 결합된다. 동시에 호일의 

다른 한쪽에 있는 왁스는 녹아서 호일과 펄프를 분리시키게 

된다. 녹은 상태의 왁스는 펄프로 흡수되거나 굳어지게 되어 

호일과의 사이를 계속 연화시킨다. 왁스를 녹이고 다시 

굳히는 작업을 통하여 이 라이너는 완전한 라이너一캡一병의 

결합을 이루게 된다.

전자기장의 힘과 여기에 제품포장이 노출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호일이 얻은 온도와 발열시간이 영향을 받는다. 

Power Coil 과 Lined Closure의 결합, Power Coil의 

길이 혹은 전원 송출력 및 라인 속도 등이 봉함의 질을

। I 펄프 Backing
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왁스1___________   I
------------------------------------- 알미늄 호일

Polymer Coated 
Film Packing

〈그림 3> 열봉함된 호일을 삽입하는 속봉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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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INDUCTION WELD TIME

Range C

용착대(W이ding Zone) 시간(초)

용기 : 2%"Dia. 16 oz. Cylinder 

뚜껑크기 : 38mm Ct. Cap 
라이너 : 30 Safegard 23m 
적용토크 ： 15 in. ib.
병 재료 : HDPE
용착시간 : Lepel Model 1250 
Filed Coil ： Lepel Model C 11560

〈그림 4> 38mm 뚜껑의 'Closure Removal Torque' 관찰

(일정 Power를 준 유도장 하에서 일정시간 동안)

가늠하는 요소가 된다. 최저온도치는 폴리머 필름 면(Facing)을 

병에 결합시키는 데 드는 열의 양으로 정해지고 최고치는 펄프 

붙인 것(Backing) 이 마르는(Scorch) 정도로써 정해진다.

〈그림 4〉은 일정한 Power를 준 유도장(Induction Flied) 
하에서 일정시간 동안 38mm 의 뚜껑을 대상으로 한 Closure 
Removal Torquef- 관찰한 것이다. 호일은 충분한 시간 동안 

Power를 받아 Facing 이 봉함에 영향을 주고 왁스가 펄프에 

충분히 스며 들도록 해주어야 한다. 왁스가 스며 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왁스와 펄프와의 결합 과정보다 훨씬 

더 길다.

“A” 부분(25초 이하)에서는 필름이 아직 Bottle Finish에 

결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으며, Removal Torque는 표준 

Lined Closure 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B” 부분에서 약 

5초 사이 에 Removal Torque?} 22 Inch lbs에 달한다. 이 때 

봉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나 왁스는 펄프 Backing에 스며들기 

시작하지는 않는다. 너무 조금 노출된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Removal Torque가 많이 일어나며 뚜껑 주위에 접합시킨 

펄프가 벗겨져 뚜껑(Cap)을 열 때 라이너 전체가 병에 남아 

있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 부분에서 왁스는 펄프에 스며들고 

펄프 라이너가 있는 뚜껑은 열 때 호일을 씌운 용기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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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나간다. “D” 부분에서 Removal Torque는 과도한 열로 

인하여 펄프 Backing의 질이 나빠짐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한다.

과다한 노출과 혹은 매우 높은 전원 송출시 펄프는 

그을리거나 타서 뚜껑에는 Removal Torque가 거의 없게 된다.

호일 속봉함은 밀봉포장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케찹이나 

잼 등과 같이 산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포장 뚜껑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뚜껑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실질상의 결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Pull-Tab” 
디자인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⑷기타

• 블리스터(Blister) 포장

용량 단위(예 : 캡슐이나 정제 등)의 제품이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알미늄 박에 밀봉되어 제품을 꺼낼 때 

포장재를 찢거나 파괴시킨다.

• 버블 포장(Bubble Pack)
제품 및 용］］를 열봉함재를 코팅한 인쇄된 판지 위에 놓고 

그 위에 성@된 플라스틱재를 덮고 완전 열접착하여 

제품을 꺼낼 때 플라스틱을 찢거나 파손하게

된다.

• 봉함 튜브

튜브 입구가 봉함되어 있으므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튜브 봉함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 파우치 포장

종이나 알루미늄 박, 플라스틱 필름 등을 이용한 파우치 

(Pouch)는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 포장재를 파괴해야 한다.

•봉함지기

지기의 개봉 부위가 견고하게 봉함되어 있어 (예 : 테이프나 

스테이플로 봉함), 제품을 꺼내기 위한 개봉시에는 손상된 

상태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에어로졸(Aerosol) 용기

에어로졸 용기는 변조방지성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물의 

변조방지 기능을 위하여 에어로졸 시스템처럼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재료로 설계되거나, 또는 간단한 

테이프, 종이씰, 투명한 플라스틱처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특별한 디자인이나 인쇄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한 것이다.

4. 문제점 및 대책

(1) 포장재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식품포장에 이용되는 재료 및 용기의 유해성 여부가 위생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유통구조의 개선

유통경로의 단순화 및 현대화 추진 등으로 변조 행위의 

가능성을 극소화시킨다.

(3) 매장관리 철저

매장의 제품 관리를 위한 경비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시로 제품의 포장상태를 점검하여 포장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비자의 구매습관 변화

구미지역에서는「개인의 신변안전은 개인이 지킨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즉, 변조방지에 대해서도 최후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포장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소비자 모두가 감시인이 되어 직접 

포장상태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계나 

관련기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포장물의 이상 여부에 대한 식별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일반사항

一제조일자•제조업소소재지•보관방법•중량・반품요령 등이 

명확히 표시되었나?

一포장의 훼손 여부

• 플라스틱 포장 제품

一포장의 접착부분이 개봉된 흔적이 없는가

一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 내에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 종이재 용기 제품

一최종 접착 부분에 재접착한 흔적이 없는가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외관상 팽배해 있는가

• 유리 용기 제품

—병마개가 개봉된 흔적이 있는가

—제품은 흔들었을 때 병마개로 가스가 나오지 않는가

一제품을 거꾸로 했을 때 내용물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리 포장을 잘하더라도 완벽한 변조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선의 방법은 업계•정부・ 

소비자가 합심하여 적합한 포장기술을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포장기술」48. 1991. VOL. 9 19



01 특집 厂T 1

개봉성과 변조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포장
“개봉이 용이해도 내용품의 변조 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포장 기능의 일부가 결여됐다고 

볼수 있다.”

출 판 과 편 （ 자료참조 : 일본「포장기술」'88년 5월호

포장용기에 요구되는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상품보호성•분할•수송•저장 등••

최근에는 소비자의 편이성을 고려한 포장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로 개봉 용이성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내용물의 

안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어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변조방지 포장이다.

현대의 포장은 상반된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포장기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D개봉성과 변조방지의 개념, 日）이와 관련된 

규정 및 포장방법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개봉성의 발달

개봉용이성 （Easy Open）에 대한 요구는 야외에서 소비되는 

음료 등에 많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음료용기뿐만 아니라 

유리병이나 종이용기까지도 TPO에 의해서 즉시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출현하고 있다.

개봉이 손쉬운 현재의 알루미늄 뚜껑도 개발 당시에는 

따는 부분（새긴 금）을 도려 냈을 때, 알루미늄의 연성（延性） 

때문에 단면이 늘어나서 예리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다치게 되어 Lip Cutter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그후 

알루미늄 소재의 연구개발에 힘써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배제시켜 오늘날과 같은 개봉용이형 뚜껑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사진 1〉에 각종 개봉용이형 뚜껑을 나타냈다.

개봉용이성과 상반된 개념을 가지면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변조방지가 있다. 내용품을 안전 확실하게 소비단계 

까지 보호하는 것이 용기로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도중에 

개봉되어 내용품의 품질에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개봉이 용이하다 해도 

소비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개봉하게 된다면 사고의 

발생이 예측되므로 불안전한 용기로서 용기 기능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양자의 대립되는 요구를 어떻게 잘 양립시키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용기의 기능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진 1> 
금속캔의 

개봉용이형 

뚜껑들

2. 변조방지의 개념

Federal Resister （연방공보）에서는 변조방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기준은 포장에 변조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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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입구가 넓은 병 마개에 사용된 변조방지용 

슈링크 필름

했는가. 포장이 개봉되었나 등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구（기법 적용）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Tamper Proof 7\ 아닌 Tamper Evidence （변조방지） 가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Tamper Proof와 Tamper Evidence 뜻의 차이는 중요하다.

소비자는 구입한 포장상품, 섭취하는 정제나 캡슐, 마시는 

액체 등을 검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기본은 

미국에 팽배해 있는 개인보호 정신을 대변해주고 있다.

여러 외국의 경우, 변조방지 포장은 그 나라 실상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변조방지 포장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봉하면 복원하기가 곤란하고 개봉한 흔적이 판별될 것 

。약국 등의 가게 앞에서 바로 개봉된 것의 판정이 가능 

0현재, 장래의 포장라인에 적용되는 설비일 것 

0포장자재나 포장라인의 도입 비용이 많지 않을 것 

。소비자의 개봉용이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3. 변조방지 포장의 해외 동향

외국의 경우 변조방지 포장은 내용물의 위해 측면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이 산발적이고 종이 또는 유연포장재 

같이 거의 해결 불가능한 용기가 많음으로 인해 여론과 많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조방지 포장은 미국에서 Tylenol 에 청산가리를 혼입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언론이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묵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보도로 인한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Tylenol 사건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으므로 묵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Tylen이 

사건이 메이커에게 주는 교훈은 포장용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여 나중에 넣어지는 위해물질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변조의 흔적을 어떻게 용이하게 발견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의 FDA는 행정규칙 일부에 

Tamper Resistant Packag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정했다.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변조에 의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 개폐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봉함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FDA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일부 

에서는 변조방지 포장과 재래의 P.P（도난방지 : Pilfer Proof） 
를 무의식적 이든 의식적이든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4. 변조방지 포장의 적용

가장 일반적이고 실용범위가 넓은 포장으로서는 슈링크 

필름 포장이 있다. （사진 2）

재래의 왕관이나 입 넓은 병 뚜껑에는 주로 Cap씰을 하였는데 

（사진 3）, 최근에는 라벨을 벗기고 개봉하면 

개봉했다는 문자가 부각되어 개봉의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도록 고안된 제품도 시판되어 채용하는 사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진 4）
변조방지 포장은 의약품 포장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식품업계의 대응은 늦은 편이다. 물론 금속캔 

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치 않고 유리병에 있어서는 

왕관을 제거하고（왕관이래도 개봉을 방지하기 위하여 

Cap씰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있음） PP Cap이나 슈링크 필름 

포장을 이미 쓰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유연포장 

분야에서 내（耐） Tamper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고 종이 용기도 마찬가지이다.

5. 변조방지 관련 규정

FDA 규제 설명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악의를 가지고 내용물을 변조시키는 행위를 100%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Tamper Proof（변조 절대 방지） 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면 그것은 표시법 

위반이 되고 과대표시로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FDA 규칙은 변조 방지에 있어 소비자나 제조 

메이커의 대책을 표시한 것이나,

이런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83년에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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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개봉시 소리가 나는 플라스틱 금속 복합 뚜껑 〈사진 6> 개봉성과 변조방지 기능을 갖춘 포장예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형법 개정을 했다. 일본에서도 

Tylenol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구리고- 森永사건 발생 이후 

특별입법을 위한 프로젝트 팀이 발족되어「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방지법 大綱案」을 정리하여 제109차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렇게 하여 범죄의 처벌규정과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건의 보고 의무가 명확해져서 범죄자와의 뒷거래 등이 

엄하게 취해지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개봉성과 변조방지 기능에 대한 구체적 예를 

소개한다.

6. 개봉성과 변조방지 기능의 포장예(캡을 중심으로)

(1) 금속캡

• PP 캡
PP 캡은 Pilfer Proof성이라는 기능이 Cap의 명칭으로 된 

것이다. Cap 하부에는 퍼포레이션이 있는데, 이 퍼포레이션 

보다 밑을 PP 밴드라 칭하며 이것은 봉함할 때 병구에 

감겨 들어가는 부분이다. 개봉하면 브리지가 파손되어 개봉한 

증거가 남는다.

이 기능은 결과적으로 변조방지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나, 

독을 넣는 등의 변조 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병 속의 물질을 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다. 개봉성 측면에서는 개봉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용물이나 캡(Cap)의 지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28mm 지름 

8〜 lOkgf 로 비교적 작은 힘으로 간단하게 열 수 있으므로 

개봉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퍼포레이션을 

절단하여 끼우는 것에서 조금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다.

부드러움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잡기 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 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능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변조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캡은 브리지가 파손하여 

PP 밴드가 분리하는 데 있어 변조방지(Tamper Resistant) 
기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PP 밴드의 유무 

(有無)나 브리지의 파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른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변조방지 기능을 더욱 

높이고 싶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측면인쇄가 있다. 이것은 PP 캡의 

즉면에 상품명, 회사명, 혹은 보기 쉬운 마크 등을 즉면에서 

PP 밴드부에 걸치게끔 인쇄하여 개봉한 것을 보다 쉽게 

확인토록 한 것이다.

또 내압용 PP 캡에서는 개봉하기 쉬운 것을 고려한 

마르티 스코아 타입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변조성을 

중시하여 개봉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1 Split 

Tvpe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P 캡은 기능성과 형태면에서 일반적인 캡으로 위스키- 

와인•브랜드•청주 등의 주류, 또 건강음료라 칭하는 드링크류- 

탄산음료 •쥬스 등의 음료품, 그밖의 조미료 등 여러 가지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 Twist off Cap과 Safty Button

Twist off C叩은 캡 내측에 여러 개의 '라그'라 칭하는 

돌기가 있어, 병 입구에 있는 대응나사와 서로 이가 맞게 되어 

있다.

스크류 캡(Screw Cap)과 비교하여 작은 회전각으로 개봉할 

수 있는 Quick Open성이 특징이고, 개봉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캡을 수증기로 따뜻하게 하여 헤드 

스페이스(Head Space)의 공기를 증기와 치환함으로써 

라이너재의 병 입구에 대해 조여지는 것이 잘되어 밀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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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봉함이 되어 있는 반면, 개봉 토르크가 높게 되어 있다. 

변조성에의 대응으로서, Safty Button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개봉 전에는 병 내부의 진공에 의해 캡 천장이 

움푹 들어가 있다가 개봉하면 이것이 '퐁'하는 소리를 

내고 부풀어 올라,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단, 

소비자에게도 이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밖에 

슈링크 필름 등으로 병과 캡을 싸는 방법, 병과 캡에 걸친 

인디케이트 씰（Seal）을 붙이는 방법 등 변조방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다.

• Maxi Cap 및 Maxi Crown

개봉성이 우수한 캡으로. 개봉할 때는 링（氏咤） 상의 

돌출된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스코어（Score） 부분이 찢어져 

간단하게 열 수 있다.

개봉성과 내압성의 균형은 찢어진（도려낸） 부분의 깊이 및 

형상에 여러 고안을 하여 적절하게 유지되며 개봉이 

쉬운데 개봉에 필요한 힘은 3〜4kgf 전후이다.

이런 종류의 캡 개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 입구에서 

캡을 떼어낼 때의 충격으로 내용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부드럽게 캡이 떼어짐으로써 소비자의 개봉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게 된다.

변조방지에 대해서는 한번 개봉하면 다시 봉할 수 없고 

캡을 파손시키면서 여는 소위 Breakable 형태의 캡으로서 

우수한 변조방지성을 나타내고 있다.

드링크, 쥬스 등의 유리병 이외에도 알미늄에 든 맥주, 

수지병에 든 맥주 등 광범위한 용기에 사용되고 있다.

맥시 C叩과 유사한 것으로 맥시 CrownO] 있다. 이것은 캡 

재료를 틴프리 Sieel로 하고, Cap Shell과 Ring을 기계적으로 

적합시킨 2피스 구조로 되어 있다.

변조 방지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한때는 PP Cap의 

대체품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으나, 소재가 틴프리 Steel 
이므로 맥시 C叩과 비교하여 개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미늄을 소재로 하는 1피스 형태의 맥시 Cap이 대세를 

점유하고 있다.

（2）변조방지 기능을 갖는 플라스틱 캡

탄산음료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캡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캡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잡기 쉽다.

2） C叩의 개폐가 간단하다.

3） 충격에 대하여 변형되기 어렵다.

4） 손을 다칠 위험성이 적다.

5）병과의 마찰이 적다.

더욱이 패키지와 조화되는 착색이 가능하고 형상 선정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Total Package로서 사양을 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탄산음료용 플라스틱 캡의 변조방지 기능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열수축（Heat Shrink）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Mechanical Type이다. 열수축 타입은 PP 밴드를 가열 

수축시켜 병 입구의 Rmg에 감아 집어 넣는 방법이다. 슈링크 

장치를 신규 도입 설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의 결점이다. 

Mechanical Type은 계합（係合）기구를 설치하여 뚜껑이 

링에 계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개봉할 때는 브리지가 

절단되어 PP 밴드와 분리된다. 이 형태는 열수축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설비비가 싸게 드는 이점이 있다.

현재는 Mechanical Tvpe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에는 변조방지성을 갖는 대표적인 탄산음료용 

플라스틱 캡을 소개하여 보겠다.

•오브리스트 캡（AO Cap）
스위스의 알바트오브리스트社에서 고안한 캡으로서, 

AO Cap라고도 한다. Linerless Type이고 내압•내감압성 

등을 갖는다. 특징은 밀봉성을 병 입구의 내경이 갖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열수축 타입만 있었으나 그후 PP 밴드의 

내측에 돌기를 설치하여 병 입구에 계합（係合）시키는 

Mechanical Type 도 고안되 어, 서서히 교체되는 경 향이다.

•핀 록（Fin Lock）

PP를 소재로 하여 캡에 강성을 주었고, Liner재는 유연성이

〈표 1> 개봉성과 변조방지성을 고려한 병（마개） 포장방법

방 법 내 ° 용 채용조건 및 기타

⑴뚜껑 （Cap） 

봉함

• 전용 인쇄된 수축 

튜브를 씌워서 열수축함

•뚜껑 씰 장치기와 

수축설비가 필요

⑴내부의 봉함 • 병 입구에 필름을 

부착제 또는 열로 접 착

• 뚜껑이 필요

예）인스턴트 커피

•호부기（糊付機） 또는 

열봉함기가 필요

• 개봉 후 품질보증기 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음

(3PP 뚜껑 

(Pilfer 

Proof-Cap)

• 알미늄 뚜껑을 병 

입구에 장치하고 

나사부와 언저리부를 

압축하고, 언저리 상부에 

절단용 미싱선을 넣음 

예）위스키 병

1

• 전용 뚜껑이 필요

• 뚜껑 바킹 재질의 

선정 및 검토가 

요구됨

• 개봉 후 품질보증 

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음

〈표 2> 낱포장 상자를 장식했을 경우

방 법 내 용 채용조건 및 기타

(1 Cellophane

Wrap

• 낱포장 상자를 셀로판 

으로 싸고 겹치는 

부분을 접착제 또는 

열로 접착함

• 셀로판 랩핑기가 필요

• 접착부에 전용봉지가 

필요

• 라인 스피드에 대응 

불가능

⑴열수축포장 • 낱포장 상자를 전용 

인쇄된 수축 필름으로 

열수축 포장함

• 수축 포장지가 필요

• 라인 스피드에 대응

⑶테이프 봉섬

（封纖）

• 낱포장 상자의 호부 봉섬 

대신, 로브 센서付 PP 
테이프로 봉섬함

• 테이프 첨기（貼機）가 

필요

• 라인 스피드에 대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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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폴리오레핀계 수지를 사용한 2피스 Type이다. PP 밴드 

내측에 만들어진 19장의 핀이라 칭하는 3각형의 흐늘한 

조각이 개봉할 때 병입의 링에 걸려서 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발 처음에는 핀이 종(縦)으로 배열되어 있고 PP 
밴드도 얇았으나, 캡핑성 (Capping) 향상을 위해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배열하도록 변경되었다.

•폴리벤트 캡

미국에실社에서 개발한 캡으로, 폴리프로필렌을 소재로 

하여 라이너를 삽입한 2피스 형태의 캡이다. 폴리벤트는 당초 

열수축 형태만 있었으나, 그후 Mechanical Type의 캡을 

개발하여 '폴리벤트프라스'로 명명하였다. 이 Cap의 

PP 밴드 부분은 내측에 구부러져 있어 개봉시, 이것이 병의 

목(Neck) 부분의 Ring에 걸려서 변조방지성을 발휘한다.

7•이중성을 요구하는 현대 포장

변조방지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대면(對面) 

판매이고, 그렇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멀티팩(Multipack) 
에서의 변조방지가 필요하겠지만, 낱포장 

판매 상품이 라도 겉포장에 서 의 변조방지 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장업계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개봉용이형 상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개봉성과 상반된 입장을 갖는 변조방지 

포장이 금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는 주목해 

볼만 하다.

오늘날의 포장은 변조방지의 특성 (Child Resistant
Package)과 개봉용이성(노인이나 장애자도 하등의 차별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용기 개발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변조방지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규격 

기준 작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업계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규격 작성을 위한 작업(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왜 귀중한 학위논문을 사장시키고 있읍니까

디자인 •포장학위논문수집

특전
•우수논문을 발췌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지에 발표

•학교•분야•주제•연도별로 분류하여 영구보존

수집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744-0227, 762-9137)
주소 :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한국디자은포장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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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방지 포장의 동향 -미국을都으로

"E 포장에 관한 평가는 편리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켰냐에 따라 결정된다''

출판과편

본 내용은 미국 포장 전문 잡지 rFood & Drug Packaging」('89 년 

10 월호) 에 게재된 “변조방지 포장의 향후 전망〃을 재편집한 것이다.

변조방지 (TE) 포장에서 포장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100개 회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i)가격이 저렴하고, ii)사용이 편리하며, 

iii)상품 진열대에서 바로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장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품의 외관만 보아도 그것이 

변조되었나 그렇지 않은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같은 요구 때문에 기존의 열봉함된 뚜껑 대신 플라스틱 

수축(Shrink) 밴드나, 구매시점에서 금방 변조 확인이 가능한 

고안장치 등이 포장용기에 적용되고 있다. 유제품에도 내용 

물의 변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포장기법이 많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포장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봉함과 같은 포장 

내부의 변조방지 기법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TE용 마개 (Closures)를 제작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므로, 경제적이며 변조방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속봉함(Inner Seal)과 같은 기법을 

그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포장업자들은 내용물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TE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제품에 TE 
기법을 2개 이상 적용할 때도 있다. 그 한 예로 카톤박스의 

경첩 (Flaps) 부분에 풀칠을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상자의 개봉 

여부를 통해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의약품의 경우는 변조방지와 소비자, 특히 어린이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다단계 (Multiple-Step)의 과정을 거쳐야 

개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식품부문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비식용이나 무해한 제품을 포장할 때도 TE 
기법을 채용하는 예가 많은데, 변조방지보다는 타사와의 경쟁 

또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 그 목표를 둘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의 변조방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원치 않는다.

1 .TE 식품포장

미래에는 더 많은 식품포장에 TE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포장의 약 50%가 TE기법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 않아 TE 포장이 보편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포장방법으로 평가될 지도 모른다.

또한 소송의 제기 및 보험처리 등의 측면에서도 TE 포장이 

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TE 비용

변조방지 포장을 위해 할애되는 비용은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식품은 전체 제품비의 1 〜2%를, 마진폭이 다소 높은 

의약품은 3 〜 5%를 이에 지불하고 있다.

3 .TE의 미래 동향

TE 포장비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포장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될 전망이다. TE에 관한 평가는 i )편리성과, 

ii)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켰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는 다단계 과정을 거쳐야 개봉되는 것들도 있지만, 

미래에는 한번만에 개봉할 수 있는 TE 마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로는 포장라인의 고속화 및 포장비 

절감,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심리 등을 들 수 있다.

4 . 최근의 TE 마개(Closure)

마개에 TE 기법을 적용할 때가 많은데, 한번 파괴되면 다시 

쓸 수 없는(플라스틱) 밴드가 많이 이용되어 소비자가 쉽게 

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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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Alcoa's Talog Roll-on Aluminum 
개봉시 캡뿐만 아니라, 밴드 부분도 

떨어져 나감

〈사진 2> Thoro-Ban 마개

개봉시 캡만 떨어져 나가고, 밴드는 용기에 

그대로 남아 있음

〈사진 3> Sunbeam Plastics사의 병마개

용기 입구가 큰 경우에 적용되며,마개를 비틀면 

밴드 부분과 분리 (Plastisol Liner 가 있음)

한 예로 Alcoa사의 알루미늄이 입혀진 Talog 캡 (Cap)이 

있는데, 일단 용기가 개봉되면, 밴드는 용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사진 1)・

이와는 좀 다르게 개봉이 되면 밴드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윗부분만 떨어지고 아랫부분(Slips)은 그대로 병 

어깨에 남는 경우도 있는데, PP가 밴드재로 많이 사용된다. 

Thoroughbred Plastics Corp.에서는 Thoro-Ban TE 마개를 

선보였는데, 음료수나 증류 알코올 등에 이용된다. 이것은 

캡과 밴드 부문의 색깔이 각각 다르며, 1/16인치 폭의 밴드 

윗부분에 경고 문안이 Ink-jet 방식에 의해 인쇄되기도 

하는데, 마개가 열려져 밴드가 마개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더 

뚜렸하게 경고 문안이 보이게 된다(사진 2).

Sunbeam Plastics Corp.에서도 TE 마개를 개발했는데, 

Plastisol Liner가 있는 주둥이가 넓은 PP 마개를 한번 비틀면 

밑의 밴드 부분과 분리된다. 이 마개는 식품포장용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Jar) 등에 이용된다(사진 3).
Kerr사의 Kencare(특허등록)는 마개 기저부(Base)에 

손가락 모양의 탭 (Tab)을 장착한 TE 뚜껑을 선보였다. 

PP캡을 이용했고, 탭은 마개 밑부분에 고정된 밴드와 

결부되어 있어 용기가 개봉될 때 탭도 함께 분리된다. 이것은 

주로 용기 주둥이가 좁은 경우에 적용된다.

용기가 큰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는 TE 마개도 이용된다. 

또한 밀봉된 밴드 부분을 찢음으로써 개봉이 가능한 

경우에는 CT (The Continuous Thread)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CT 기법은 담배 • 카라멜 등의 셀로판 포장 그리고 

종이 부대를 개봉할 때도 이용된다. 그밖에도 초음파에 의해 

봉함된 TE 밴드가 있는데, 밴드를 연결시키는 브리지(Bridge) 
부분을 파괴시켜야 뚜껑을 열 수 있다.

Magenta Corp.의 경첩된(Hinged) PE 뚜껑은 올리브 기름 

용기 등에 적용되는데, 스냅식이며, 얇은 막이 있어 내용물의 

유출방지 및 보호기능을 한다.

TE와 CR(Child-Resistant)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에어로졸 용기에 많이 취해진다. 뚜껑을 연 다음 

캡고리로 안쪽 캡을 비틀거나 잡아당겨서 또는 캡을 누르든지 

하여 내용물을 사용하며, 의약품•화장품 (Hairspray 등에 

적용되고 있다.

Creative Packaging Corp. 에서 Beecham Products사에 

공급한 Shear-Pak HDPE는 과일의 선도 유지를 위한 

용기로서, 변조방지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개봉시 소비자가 

PP 뚜껑을 돌리면 "Freshness Seal”이 벗겨진다. 제품은 

용기(뚜껑)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유출될 수도 있고, 완전 

개봉한 후 스푼으로 내용물을 덜 수도 있다(사진 4).
또 다른 TE 용기로는 Fort Howard Packaging's사의 

Guardian RingII (특허등록)가 있다. 이것은 고밀착 PS 
컵/뚜껑 시스템으로 유제품에 사용된다. 이 용기 뚜껑은 

충전 후 가열통로를 거쳐서 봉함되며, 하나의 용기는 컵과 

뚜껑으로 분리하게끔 만들어졌다. 뚜껑 둘레에는 탭 (Tab)이 

부착된 밴드가 있고, 소비자는 탭을 잡아당김으로써 개봉할 

수 있는데, 탭이 제거된 후에도 뚜껑은 닫아두거나 열 수 

있다(사진 5).
Double H Plastics에서도 제거용(Tear-Away) 밴드가 부착된 

뚜껑을 만들고 있는데, 곡물류(오트밀 따위)의 튜브식 

포장에 사용된다. LDPE로 코팅된 판지 라이너 뚜껑은 

플라스틱 탭 (Tab)을 잡아당겨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소비자가 탭을 잡아당김으로써 밴드가 찢어져 개봉이 된다.

Versaform EZO으로 불리우는 뚜껑은 용기에

핫멜트(Hot-melt) 접착이 되어 있어, 플라스틱의 링(Ring) 

부분은 그대로 용기에 남아 있는 채 제거가 된다. 이 뚜껑은 

모서리 부분이 아주 부드럽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5 .TE 밴드 및 라벨

마개(Closures)뿐만 아니라, 라벨과 수축밴드도 변조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가 계속 줄현되고 있다.

“Sun Ban 15"의 제조자인 Stanback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수축 봉함을 뚜껑에 적용한 최초의 메이커이다. 

1982년,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CMS Gibreth Packaging 

Systems사로부터 PVC 밴드를 채택했고, 최근에는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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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Creative Packaging사의 선도 유지용 

Shear-Pak
용기에 변조방지 기법을 적용, 뚜껑을 돌리면 

'Freshness Seal'이 벗겨지고, 용기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 내용물이 유출

〈사진 5> Guardian Ring (특허등록) II
Cup/Lid 시스템

용기는 컵과 뚜껑(Lid)으로 분리되며, 뚜껑 

둘레에는 탭이 부착된 밴드가 있고 이것을 

잡아당기면 개봉이 된다. 이 때 밴드는 제거

〈사진 6> Tearstrip System사의 Serv & Seal
(특허등록)

풀탭이 있는 재봉함이 가능한 라벨 시스템

완전한 변조방지용 PVC 라벨을 소개하기도 했다.

Parks Sausage사는 통(Tub)에 든 소시지 포장 뚜껑(Lid)이 

잘 봉함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수축 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Halpak Plastic사로부터 

투명한 PVC Dri-Seal(특허등록) 수축밴드를 사용하여, 

변조방지 포장과 마찬가지로 수송중에도 뚜껑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다.

Krones사도 'Garantosleeve'라 불리우는 TE 슬리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사용된 PVC 필름은 Haendler사와 

Naterman사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이 PVC 슬리브는 식품- 

음료•의약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PVC 밴드 메이커인 Globalpac사는 미끄럼 방지용 

，뚜껑 (1叩)，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유제품 용기에 

알맞게 설계된 프리몰드(Premold) 밴드이다.

Tearstrip Systems사의 변조방지 기법은 경첩 (Hinge)과 

풀탭이 있는 접착식 (Pressure-Sensitive) PS 라벨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백(Bag)에 사용된다. 이것은 백에 나 있는 

구멍 (Die-Cut Hole)을 덮고 있는 재봉함이 가능한 라벨 

시스템이다.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사용된 풀탭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Seal Broken”이란 낱말을 볼 수가 있다 

(사진 6).

변조방지의 또 다른 것으로, Topflight사의 'Accraloc 
(특허등록)'이란 P-s PVC 라벨이 있는데, 용기의 

마개 (Closure) 부분까지 라벨이 적용되었다. 캡 (Cap)의 

기저부에 위치한 제거용 탭 (Tea】 Tab)은 변조방지 역할을 

한다. 분리형 라벨 •봉함・TE Closure 대신, 열수축형 라벨이 

약품• 화장품•식품•음료수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회사에 

의 하면, 'Accraloc'은 유리 ・ 플라스틱 • 컴포지트 포장 구조물 

등에 부착시킬 수 있고, 재고 관리용 바코드(Bar-Coded)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Sealcraft사에서 나온 Tip(특허등록) Seal이라는 변조표시 

판넬은 골판지 상자•버블포장・Tyvek (특허등록) 

파우치로부터 제거되면 “Opened(개봉)”라는 단어가 

드러나게끔되어 있다. 재봉함은 거의 힘들다.

6•기타변조방지기법

Associated Bag사의 복합 파우치 (Dual Pouch)는 의약품 시료 

용기로 사용된다. 샘플을 PE 파우치에 넣었을 때, 사용자가 

접착식 끈(Strips)에 압력을주면 안전한봉함이 된다. 의약품 

파우치 사용을 위해, Paper Manufactures사의 Health Care 
Div는 코팅된 PerfacProof(특허등록) SL-3000을 제시했는데, 

열봉함시는 투명하지만 접착제가 작용하여 봉함이 시작되면 

불투명해진다. PerfacProof는 멸균 조사얘領寸)용으로 

고안되었는데 연성 또는 경성 필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7 결어

Tamper Proof의 개념과 Tamper Evident(또는 Tamper 
Resistant)와는 상당히 다르다. 포장인이라면 안전하게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가도록 할 책임이 있으나, 

변조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결국 귀착된다.

물론 공급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TE 기법을 고안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정확히 

변조여부(유해성)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만 비로서 

변조(Tamper)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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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방지 포장의 실제
"상품에 이용되는 변조방지 포장은 경제적이면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된다 ”

출판과편

마개에 이용되는 변조방지용 넥 슬리브(Neck Sleeve)

변조방지용 “Garantomat” 슬리브가 적용된 제품들 슬리브 유니트(Sleeving Unit)
기존의 윤전식 라벨링 기계에 쉽게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음

변조방지 포장은 제품 제조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 

이다. 80년대 들어 제품의 변조 관련 사건이 많아지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조업자들이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조회사들은 기존의 생산라인에 변조방지 포장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열수축성 PVC 
Plastic Neck Sleeve인데, 특징으로는 신속하고 고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수축되며, 라벨링(Labeling)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있으며, 또한 

인쇄하기가 용이한 까닭에 포장이 아름답고 중요한 그래픽 

메시지 (Graphic Message)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제품의 슬리브(Sleeve)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라벨 

제조사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Krones사는 

Garantomaf 라는 변조방지 효과가 높은 슬리브 시스템을 

최근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의 컴팩트한(약 1'X I'X2') 
디자인은 기존의 윤전식 라벨링 기계에 쉽게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슬리브(Sleeving) 작업과 기본 라벨링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라인 속도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슬리브를 입히는 작업과 절단작업은 

블레이크 클러치 유니트 (Brake-Clutch Unit)를 통하여 

(거쳐서) 곧 라벨러 구동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단일한 디자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단가가 

낮아지고, 생산성 효과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변조방지 

포장효과를 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추가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윤전식의 이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PVC 재료를 주입.Opening 
• 절단하게 되는데, 다른 기계에서는 수 차례 기존 라인을 

중단시키면서 슬리브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의 'Garantomat，는 분당 600개의 용기에 슬리브 작업을 

오차 없이 입히는 개가를 올렸다.

라벨러 공급(Infeed) Starwheel은 각 용기를 이동, 

위치시키고 이 때 Starwheel을 반쯤 통과할 때 슬리브가 

입혀지게 된다. 계속해서 눌려진 PVC 슬리브 재료는 라벨러 

Operator Station 옆에 있는 Remote Roll Station에서 기계에 

똑바로 놓여지게 된다. 이어 선반에 놓여진 재료(제품)에 

PVC 슬리브«가 적용되는데 슬리브는 Unit(기계) 밑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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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용기의 목부분과 뚜껑으로 내려간다.

이 때 회전식의 날카로운 칼로 일정한 길이 대로 정확하게 

슬리브를 잘라낸다. 길이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제품 

생산 도중에 조정될 수도 있음), 80mm까지 조정 가능하다. 

PVC 슬리브는 용기 위에 놓여지고 곧바로 목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그후 용기는 라벨러로 옮겨져 1차 라벨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벨(Ball)을 설치하여 라벨링 도중 

용기가 제위치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주고 또한 수축시키기 

전에 슬리브가 정확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목부분의 형태나 테이퍼(Taper ： 뾰쬭한 끝) 때문에 슬리브를 

정확히 입힐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의 도움을 얻어 슬리브를 

정확한 높이로 위치•고정시키며, 그후 더운 공기로 슬리브의 

윗부분을 먼저 수축시켜서 최종 수축과정을 거치기 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준다.

라벨러를 거친 후 용기를 Post-Shrink 열터널(Heat 
Tunnel)을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컨베이어를 통해一 

라벨러가 중단된다 해도-모든 용기가 터널을 빠져 나오게 

된다. 이로써 슬리브는 용기에 안전하게 수죽하고 모든 

슬리브 작업 과정은 끝나게 된다.

이 기계는 병목 직경이 20mm에서 100mm에 이르는 것까지 

고루 다룰 수 있다. Garantomat System은 “Scatterprint” 
그래픽와 함께 수축밴드를 36,000 cph 의 속도로 조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Krones는 로고 혹은 경고문 등을 

작성하여 위해 광전기를 이용, 슬리브 그래픽의 Cut-to- 
Print 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슬리브의 검사(Detection)/ 
불합격(Rejection) 시스템과 다양한 수직천공배열 (Vertical 

Perforation Configurations)-j- 채택하여 포장 전문가들에게 

슬리브 작업의 선택폭을 넓혀 주었다.

TE 밴딩 (슬리브)과 수축 라벨링의 결합

〈그림 i> 원통형 통을 통해 슬리브가 공급 〈그림 2> 원통형이 아닌 원추형의 슬리브를 다룸 〈그림 3> 별모양의 바퀴에 의해 용기에 밴드가 적용

(위에서 아래로 공급됨)

〔열수축 플라스틱 슬리브(Sleeves) : TE 밴딩〕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슬리브 이외의 변조방지 포장방법도 많지만, 

신뢰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인쇄효과도 낼 수 있는 

수축 슬리브가 각광받고 있다.

지난 居8년 미국의 PDC International Corp. 는 한 재료에 

열수축 변조방지 봉함(TE 밴딩)과 수축 라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였고, '72년에는 PDC의 첫 특허품인 

수축밴드기(Shrinkbander)를 개발하였다. 이 기계는 견고하고, 

기종이 다양하며, 신속한 개조 및 보수•유지가 쉬워 기계를 

다루기가 용이하다.

첫번째 특허 모델에는 45・65・75・SLH 수죽 봉함기 등이 

있는데, 모델 45・65•乃의 속도는 각각 80-200*450 bpm이며, 

지름 4인치까지의 변조방지 봉함과 슬리브 라벨을 함께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 SLH 시리즈는 밧데리•방향제 뚜껑•화장품 ・ 

연필 같은 수평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품에 슬리브를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스템이다.

슬리브가 사면체의 모서리를 지나갈 때 다시 접혀지는데, 

〈그림 1〉과 같이 이 기계의 원통형 통을 통해 슬리브가 

공급된다. 이 설비는 경도(63 Rockwell)가 높은 칼날을 갖고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두번째 특허품은 F-180 Shrinkbander로 유제품•튜브(끝이 

뾰족한)•직립형 용기의 밴딩에 이용된다. 용기의 직경이 

2"〜12〃까지 슬리브와 라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계는 

원통형이 아닌 원추형의 슬리브를 다룬다.〈그림 2〉에서 

보듯이, 제품에 슬리브가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공급된다. 

또한〈그림 3〉과 같이 별 모양의 바퀴(Star Wheel)에 의해 

용기에 밴드가 적용되는데, 밴드가 용기에 적용되기 전에 

밴드는 쉬링크 터널(Shrink Tunnel)에서 미리 수축된다. 

대부분의 모델은 하나의 중심 구동축(일부는2개)에 의해 

구동되며, 움직이는 조립라인은 시스템 내의 타이밍 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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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져 있거나, #50 5/U 크기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기계의 시간조절은 이미 조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용품（용기）을 바꾸고 사용품 높이에 

따라 기계를 조작하여 작동시키면 된다.

변조방지용 Tear Tape Strip
American Fuji Seal, Inc.는 기존의 절취선（점 형태의） 대신 

Tear Tape Strip—담배갑이나 껌포장에 사용되는一을 채용한 

새로운 변조방지 기법을 소개했다.

변조방지를 위한 Tear Tape 의 사용은 Combo Packs 와 

Heavier Gauge Films에 특히 적합하고 개봉이 용이하다. 

또한 컬러 Tear Tape Strip은 개봉이나 변조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개봉과 변조 확인의 용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변조방지 포장을 개봉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노년층（기타 

류머티스 환자）에게 특히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프로필렌의 이 Tear Tape는 2mm 폭의 빨강색•금색・ 

청색.무색 필름 테이프가 있고 3mm 폭 （빨강색-0.8mm, 

금색一。5mm 라인이 있음）의 것도 있다.

다양한 컬러 및 폭은 그래픽 처리에 있어 마케터（Marketers） 
와 패키지 디자이너에게 유연성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슬리브와 라벨을 대량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PDC사의 

“Shrinkbander”는 어떤 모양의 상품이나 용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색깔과 폭（넓이）의 Tear Tape Strip'

유리 • PET병에 적용되는밴드 마개

새로운 변조방지용 밴드 마개 "Poly-Vent Plus”는 28mm 
폭의 유리병이나 PET병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위와 

측면이 봉함되도록 디자인되었고 병 뚜껑（직경）에 꼭 맞도록 

플라스틱 잠금탭（Locking Tabs）이 이용되었다.

마개를 열 때, 탭이 용기 표면에 압력을 주게 되고, 그 

힘이 밑부분의 밴드에 전해지면 마개로부터 밴드가 분리되어 

개봉된다. 변조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개봉도 쉬우며, 

3색 인쇄가 되고，현존의 캡핑머신（Capping Machine）에 

적용이 가능하다.

Courtaulds 사의 변조방지 필름

밴드와 마개가 

분리되어 개봉되는 

Poly-Vent Plus"

Courta 니 ds 사가 

개발한 변조방지용 

41nteguard^^

의약품•식품•고부가가치 소비상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Courtaulds 사는 새로운 변조방지 필름을 개발해 냈다.

“Integuard”라고 명명된 이 필름은 셀룰로우즈 아세테이트 

필름으로 고강도의 접착제로 상품에 부착되는데, 필름은 

라벨•봉함•오버라이네미트Over-Laminate）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 필름은 일단 한번 붙이면, 필름 자체나 제품 표면의 

손상 없이 필름을 제거하기는 힘들다.

현행의 유효한 다른 변조방지 필름은 불투명하고 봉함에만 

주로 사용되는데, “Inieguard”는 투명하여 봉함뿐만 아니라 

라벨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적용 폭도 넓어 약품•식품 

이외에도 신분증•패스포트 등의 오버라미네 이트용으로도 

이용된다.

30 「포장기술』48. 1991. VOL. 9



특집 II

戀 미리 보는 SE이儿 PACK 9

상품의 부가가치 증진, 유통 합리화 등을 추구하는 한국 포장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나갈 바를 모색해 보는 

SEOUL PACK 9이 오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KOEX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포장기자재전은 i）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ii）적정포장 및 포장의 

기능성, 训포장의 기계화 및 물류 합리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포장재의 사후 처리에 관한 기술 등이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 

부문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본 내용은 SEOUL PACK 9 참가업체（80개）에 대한 Preview로서, 출품품목을 간추려 소개한 것이다. 게재된 내용은 3월 15일 

현재 기준이므로, 참가업체나 부스 배치도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편집자 주〕

-SEOUL PACK 어 부스 배치도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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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데리우스 엔지니어링 코리아

■출품물:

• 전자동 튜브 충전 및 봉함기

(Norden's Filling & Sealing M/C)
• 전자동 카톤 포장기

(Norden's Cartoning M/C)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빌딩 10층（본사） 

충북 청주시 신봉동 153 （공장）

• Tel : （02）547-5281 （본사）

（0431）66-6411 （공장）

• Fax ： 548-9114 （본사）

66-6413 （공장）

(주) 경호

■ 출품물:

• 플라스틱 진공 성형제품(Vacuum Forming Plastic Products)

• E.P.S 컵 (Expandable P시ystylene Cups)
• P.S.,P.P. 원단 (Polystylene,Polypropylene Sheet)
• P.E. 필름(Polyethylene Films)
• 1회용 종이 위생용기 (Sanitary Paper & Dishes for One Time)

■ 연락처 :

• 충북 진천군 만승면 회죽리 161-4 (본사•공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9-5 한미빌딩 3증(서울사무소)

•Tel : (0434) 32-2951 〜3 (본사•공장)

(02) 582-2321 (서울사무소)

•Fax ：(0434) 32-2954 (본사•공장)

(02) 588-5074 (서울사무소)

〈전자동 충진기 S8-X>
-고도의 충진 정밀도

-고점도 제품에 적합

— 청소 및 사용 용이

—내부 공기혼입 방지장치

〈1 회용 종이컵〉

—무취, 무미, 무독성 

一양면 PE 종이컵은 

접착이 견고하고, 

홉습성이 거의 없고 

규격별로 다양한 

인쇄가 가능

（주） 고견 （주） 구광실업

■ 출품물:

• 진공검사기

• 금속검출기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2-17 송헌빌딩 301호

• Tel ： （02）556-4441
• Fax ： （02）556-6934

〈자동 진공 검사기〉

—고속 : 350cpm
저속 ： 1800 cpm

■ 출품물:

• 플라스틱 팰리트（Plastic Pallet）
■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삼환까뮈빌딩 205호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고지리 115-1 （공장）

• Tel ： （02）784-1801-6
（02）2337916 （공장）

•Fax ： （02）784-6558
• Tlx ： NINLITE K228%

〈자동화 창고용 팰리트〉

一고밀도 합성수지로 목재보다 가볍고 충격에 강함

—못이나 돌출물에 의한 제품 파손 및 사용인의 부상 방지 

一수리•유지비 절약으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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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성기계 (주) 대성산업

■출품물:

• PP 밴 딩기(PP Band Strapping M/C)
• 결속기(Wrapping M/C)

■ 연락처 :

• 경남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546 (본사•공장) 

서울시 구로구 시흥1동 108-55 열매빌딩 (서울사무소)

• Tel ： (0523)84-2771 〜5(본사•공장)

(02)802-4054 〜5 (서울사무소)

• Fax : (0523)83-7906(본사•공장)

(02)802-4055 (서울사무소)

■출품물:

• 크립이 필요 없는 Steel 결속기 : 수동식•공압식

• 크립이 필요한 Steel 결속기 : 수동식•공압식

• 전동식 플라스틱 밴드 결속기 (Electric Plastic Strapping Tool)
■공동출품회사

• Fromm 사"

■ 연락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17 동방빌딩

• Tel ： (02) 292-0736
• Fax ： (02) 294-5965 • Tlx ： DESCO K26172

〈자동 밴딩기(표준형) 

KBA-100)

-간편한 작동원리로 

쉽게 사용 가능

〈전동식 결속기 P300>
—나일론과

폴리프로필렌 밴드 

사용

—진공 압축 접합 및 

밴드 절단 동시 

작동

-포장이 견고

(주) 다산플라스틱 기계

■ 출품물:

• 미국 Nordson의 어프리케이터 (Nordson's Applicator)
— 발포 어프리 케이터 130 (Foam Melt 130 System)
— 2300 어프리케이터

— 3000 어프리케이터

— 6000 어프리케이터

— 벌크 멜터 (Bulk Melter)

— 용융 자동 공급기 (Meker Feeder)
■ 연락처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T 5
하남시 초이동 189

• Tel ： (02) 428-19”〜5
• Fax ： (02) 427-9387

〈발포 어프리케이터〉 

-탱크용량 : 7.3KG 
一용융능력:

9.2KG/HR
一점 동:

1,000-10,OOOCPS
—사용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夭==・
■■占百

• 라미 네이 터 (Laminator)

• 라미네이팅 필름 및 부재료 (Laminating Films, & Accessories)
• 바인딩 머신 (Binding Machine)
• 계산기 (Calculators)

■공동출품회사 :

• IBICO KOREA CO., LTD

■ 연려처 :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403

•Tel ： (02) 775-5383〜9
• Fax ： (02) 775-5388
• Tlx ： GMPCO K33952

〈대산 라미네이터 GMP ROLL 1020>

-IC 회로에 의한 안정된 열 공급 一롤러의 수직 이동으로 필름의 탈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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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주실업 대해산업포장

■출품물:

• Videojet Excel 170i Ink Jet Printer

• Videojet Excel 270i Ink Jet Printer
• Videojet High Resolution Printer
• Maxum Ink Jet Printer

■공동출품화사:

• Videojet Systems International,Inc (미국)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 호성빌딩 602호
• Tel : (02) 785-1437 (대표)

(02) 817-6007 (기술부)

• Fax ： (02) 785-1439

■출품물:

• 포장재 (Packaging Material Box)

• 식품포장기(Food Packaging Machine)
■ 연락처 :

• 서울시 중구 주교동 ”4 (본사)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공장)

• Tel ： (02) 273-2921 〜3 (본사)

(0344) 64-3283 (공장)

• Fax : (02) 273-2923 (본사)

（Excel Ink Jet 
Printer）

—생산성 증가

— 전체 유지비 

절감

〈성형•스킨포장기 QRSD 1824>

（주） 대현코퍼레이션

■출품물:

（주） 대현기계

• 자동 박스 제 함기 (Auro Case Former)
• 자동 박스 봉함기 (Auto Carton Sealer)
• 스트레치 필름 머신 (Strech Wrapping)
• 로봇트 팰리타이저 (Robot Palletizer)

■ 연락처 :

■ 출품물:

• 자동 각절 포장기

(Angle Folding Packaging M/C)
• 소형 각절 포장기

(Small Individual Over Wrapping M/C)
• 역삼방 포장기

(Riversed Pillow Packaging M/C)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929-2

• Tel : (0342) 21-3066-7, 21-0831
• Fax : (0343) 21-0832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4-24 （대현 B/D）

• Tel ： (02) 679-0311
• Fax : (02) 679-0706
• Tlx ： K 23688

자동 박스 제함기〉

—Pin Pick Up 제함방식 

一고성능 제함, 간단한 조정법 

-박스에 따른 크기 변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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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성인쇄 （주） 두산기계

■출품물:

• 지류 쇼핑백 (Paper Shopping Bag)
• 캘린더 (Calendar)

• 지합, 포장지 (Package, Wrapping Paper)
■연락처 :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63

• Tei : (02) 675-5151-7
• Fax ： (02) 678-5157
• Tlx ： DSPACK K32777

〈각종 쇼핑백〉

—미려한 인쇄

-우수한 품질

■ 출품물:

• 자동 병 정 렬장치 (Pressureless Combination System)
• 충진 및 캡핑기 (Filler & Capper)

■ 기타제품 :

• 식품포장기계 (Bottling Plant & Canning Plant)
• 위생 컨테이너 (Sanitary Container)

• 산업용 로봇트 (Indus江ial Robot)
• 인쇄기 (Print Press)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4층

• Tel :(02)510-4850
• Fax ：(02)544-2150

（주） 동성화학공업

〈충진 및 캡핑기 FCa 50니2〉

-충진 정도가 정확

-속도 변속이 자유롭다.

-Graphic Panel 적용으로

기계 조작 용이

■출품물:

• PVC 경질 시트 (PVC Rigid Sheet)

• PVC 수축 필름 (PVC Shrink Film)
• HIPS 시트

• 전자렌지용 내열 PP 시트 (Microwavable Heat Resistance
PP Sheet)

동양기계제작소

• 장기 보존용 다층 시트 (Multi-Layer Sheet for Long 

Preservance)
■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2-2 코트론빌딩 204호

• Tel : （02） 676-4368

■ 출품물:

• 전자동 앰플(Automatic Ampoule)
• 바이얼 세척기 (Vial Washer)

■ 연락처 :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05-2(본사•공장)

•Tel :(02)616-4834—5,686-5277

• Fax :(02)686-5276

• Fax : (02) 676-4493

<PVC 시트 및 필름〉

—PVC 시트

(두께 ： 0.07〜 0.7m/m, 
폭 : 9900m/m)

-PVC 필름

(두께 : 0.03 〜 0.1m/m, 
폭 : 300~U00m/m)

〈전자동 앰플〉

—다단계 세척을 통해 

완벽한 품질 제공

— 앰플（1~20mo ）, 

바이얼 （1 〜 10m。） 까지 

간단한 부품 교환으로 

세척할 수 있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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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드팩키징코리아 （주） 박산

■출품물: ■출품물:

• 다단위 포장 시스템 (Multiple Packaging System)

—클러스터 팩 (Cluster Pak)

— 듀오 더즌 팩 (Duo-Dozen Pak)
— 보틀 마스터 (Bottle Master)

■ 연락처:

• 횡 형 자동 포장기

(Horizontal Packaging Machine—4 Side Seal)

• 종형 자동 포장기 (Vertical Packaging Machine—3 Side Seal)
• 급대식 자동 포장기 (Auto Packaging Machine)

• 전자 계 량기 (Electronic Scale)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1
•Tel ：(02)543-9236〜7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0-22 성보빌딩 301 호

〈다단위 포장 시스템〉

-진열시 광고효과 및 제품 인지도가 높음

-유통과정에서의 적재성이 좋음

-다양한 기종이 개발되어 있는 자동 포장시스템

• Tel ：(02)846-44%
• Fax ：(02)841-6634

〈횡형 자동 포장기〉

-고속 포장

-봉지 사이즈 교체 

용이

범양코포레이션 （주） 보리목재산업

■출품물:

• 횡형 고속 충진 포장기 (Horizontal Pouch Machine)
• 횡형 카토닝기 (Horizontal Cartoning Machine)

■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606호
• Tel ：(02)784-1712
• Fax :(02)784-1714

〈횡형 고속 충진 포장기 S-90>

-내용물 : 분말, 과립, 액체 등

-포장규격 : Min 45X 45mm
Max 90 X 110mm

■■생산능력 : 100파우치/분

■ 출품물:

•나무상자류（Wooden Boxes）
— 식품용 상자, 도시락 상자（1 회용）, 농•수•축•임산물용 

나무 상자, 과자용 상자, 선물용 상자, 도자기 • 초자용 

상자, 기타 각종 나무 상자

•목가공품류

• 목재 • 판재류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4T.8

• Tel :（02）553-9250
（02）906-0277

• Fax :（02）552-3519

〈다양한 용도의 

나무상자〉

36 '■포장기술」48. 1991. VOL. 9



（주） 새론SANTIS

■출품물:

• 적하기 (Basket-Cra(e Loaders)
• 라벨기 (Labellers)

• 케이스 포장기 (Case Packers)
• 케이스 글루어一봉함기 (Case Gluers—Sealers)

■ 연락처:

• DE SANTIS SRL

86, Via Nazionale,1-84016 PAGANI Italy
•Tel : +39 81 915344
• Fax : +39 81 5152066
• T1X ： 770117 SATRAD I

（주） 삼성화성공업

■출품물:

• LLDPE 랩핑 필름

• PP시트, PS시트, ABS시트

•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

• 북 케이스

• 포장 케이스•박스

■ 연락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5-28
（본사 •공장）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48-3 웅진빌딩 405 
（필름서울사업본부）

• Tel :（02 ）464-0002 〜 5（본사•공장）

（02）461-0721〜4（필름서울사업본부）

• Fax :（02 ）464-2140（본사 •공장）

（02 ）461-0725 （필름서울사업본부）

• TlxK32339 SAE RON
■출품물:

• PVC, PE, PP, PVDC 수축필름(PVC, PE, PP, PVDC Shrink 
Film)

• PVC 수축라벨 (PVC Shink Label)
• 의료용 무독 필름(Plastic for Medical Use)
• LLDPE 스트레치 필름(LLDPE Stretch Film)

• 가정용 랩 (PVDC, LLDPE Wrap)
• 자동 수축 포장기 (Shrink Tunnel Machine)
■ 연락처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서울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60-4 (본사•공장)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송정리 165(안성공장)

•Tel :(02)546-7151 〜8(서울사무소)

(0342) 2-7229 〜 30 (본사 ・ 공장)

(0334)73-8541 〜2 (안성공장)

•Fax ：(02)548-5088(서울人］•무소)

〈PP 시트〉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사용 가능

-내열성•내한성이 뛰어나며

가공성이 우수

-투명성이 우수해 디스플레이 효과가 큼

-용도별로 다양한 색상과 두께

선택 가능
〈수축필름〉

「포장기술」48. 1991. VOL. 9 37



（주） 삼양산업 （주） 삼연유지

■출품물:

• Foam-Lex
• New Foam-Lex
• Foam-Lex Lex

■공동출품화사 :

•（주）三和化工（日）

■ 연락처 :

• 대구시 달성구 월성동 1395-1 （본사）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중리 198-3 （수원사무소）

• Tel : （053）632-0101 （본사）

（0331）8-7851〜4 （수원사무소）

• Fax : （053）632-3920 （본사）

（0331）281-4076 （수원사무소）

■춘품물:

• 각종 모빌랩 (LLDPE Stretch Film for Pallet Wrapping)

• 모빌랩 X,S, F, PRO Film 등
• 연신포장기 계 (Stretch Wrap Machine Pal Rapper 3000, 

Reel Rapper 3000)

■ 기타제품

• 산업용, 차량용 각종 윤활유(Mobil Lubricants)
• 각종 화학제품

• 각종 자동 수축필름 포장기계

■ 연락처 :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인송빌딩 1701호

• Tel :(02)777-7871
• Fax ：(02)757-1896

<New Foam Lex>

-Crosslinked Polyethylene Foam 으로

단열, 홉음, 가공성 등이 뛰어나 기존 발포제품의 단점 보완

〈연신포장기계

F&l Rapper 3000>

-포장능력: 

시간당 25-45 Pallet
-포장중량:

최대 2000kg
-내용물:

각종 Pallet 사용화물

（주） 산호물산 

■ 출품물:

• 잉크 제트 프린트(Ink Jet Printer)
• 자동 라벨러 (Auto-Labeller)
• 라벨 프린터 (Label-Printer)

• 컨베어 코더 (Conveyor Coder)
• 라벨 분리기 (Label Dispenser)
■공동출품회사 :

• Alpha Dot (영국)

• Suntec (일본)

• Morico (일본)

■ 연락처 :

• 서울시 가리봉2동 43-1 초양빌딩 405호
• Tel ：(02)864-5947, 857-3498

• Fax :(02)868-8285

〈자동 라벨러〉

-각종 용기에 라벨을 

자동으로 

붙여 주는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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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무역 （주） 서명실업

■출품물: ■출품물:

•살균 제품의 수송•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7-16 서명빌딩 303호 

• MIC-PAC (Loose Fill)

• INSTAPAK (Model 760 System)
• INSTAPAK (FOAMJN Fill System)

•Tel :(02)563-5303 ■ 연락처 :

•Fax ：(02)553-7266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1-35
• Tel ：(02)979-0321 〜4

• Fax :(02)974-3085
• Tlx ： K27921

〈스팀 살균용 컨테이너〉

-TZ 200--TZ 400--TZ800- 
체적 200 400 880(0)
중량 42 86 116(kg)
높이 127 132 152 (cm)

（주）서울국제교역

• Tlx ： SMECL K23587

〈MIC-RAC〉

-탁월한 완충효과

-다양한 제품에 적용

-경량이므로 운송비 절감

■ 출품물:

• 핫멜트 접착기계 (Hot Melt Applicator)

• 폴리졸 자동 분사기계 (Cold Glue Applicator)
• 로울러 코팅 핫멜트 기계 (Roller Coating Applicator)
• 드럼 방식 핫멜트 기 계 (Drum Type Applicator : Pail 

Unloader)
• 로봇트 이용 부품 조립 (Parts Fastening With Robot)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U6-11 삼화빌딩 202, 302호

• Tel :(02)546-9703〜5
• Fax ：(02)548-4997

주） 서통

■ 출품물:

• 필름류 (Films)
• 점착테이프류(Adhesive Tapes)
• 포장기계류(Packaging Machinery)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32

• Tel ：(02)675-0621
• Fax ：(02)675-1595
• Tlx ： K23649 SEOTRAC

〈핫멜트 수동 및

자동 접착기〉

-Gear Pump형으로 

소음이 없음

- 각종 Seal 재 불필요

-노즐 막힘 현상 최소화

-탱크 내 탄화현상 제거

-선형, Spray, Sputter 등 

다양한 분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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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안기계공업 （주） 신안합성

■출품물:

• 그라비아 인쇄기 （Roto Gravure Printing M/C）
• 드라이 라미네이팅기 （Dry Laminating M/C）
• 웻 라미네이팅기 （Wet Laminating M/C）
• 코팅기 （Coating M/C）
• 티다이기 （Extrusion Laminating M/C）
• 슬리팅기 （Slitting M/C）

■ 연락처: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46-4 （본사•공장）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44-34 대한건축학회관 1층
（서울사무소）

• Tel ：（0345）491-9741〜4 （본사•공장）

（02）587-6567〜8 （서울사무소）

• Fax : （0345）491-9745 （본사•공장）

（02）587-6569 （서울사무소）

〈그라비아 인쇄기〉

-재료원단 : 필름, 호일

-기계속도:

20 〜220m/min

승리 특수기 계제작소

■ 출품물:

• 에 어캡 (Air Cap : LDPE, HDPE)
• 대전방지 에어캡 (Antistatic Air Cap)
• 컨덕티브 에어캡 (Conductive Air Cap)
• 쿠숀 우편봉투 (Cushion Past Envelope)
• 발포 폴리에틸렌 제품(Polyethylene Foam Products)
• 발포 폴리스틸렌 제품(Polystyrene Foam Products)
■ 기타 제품

• 에어캡 성형기 (Air Cap M/C)
• 발포 압출기 (EPE, EPS Extruder)

■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방산동 92-1 신안빌딩 3층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753T (본사•공장)

•Tel ：(02)272-2821〜3, 5234〜5
(0341)82-6011-3 (본사•공장)

•Fax ：(02)277-4106
(0341)82-6774 (본사•공장)

<EPE 폼 시트 

(EPE-Foam Sheet))

■ 출품물:

• 자동상자포장기 SW-430(Over Wrapper SW-430)

• 상자집적포장기 SC-540(Case Packer SC-540)

■ 기타:

• SCR-100 집적포장기 (SCR-100 Case Packer)
• 기타 각종 공장자동화 기계류(Other Automatic 

Manufactoring M/C)
■ 연락처 :

•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 336-2
• Tel :(042)625-5464〜5, 72-5464

• Fax ： (042)625-5466

（주） 성창화학공업 

■출품물 :

• 연신포장필름(Streich Wrapping Film)
■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2-20 경진빌딩 501호

•Tel :(02)511-9721, 9722
•Fax :(02)511-9720

〈자동 상자 포장기 SW-430）

-4각 고형물 포장

-포장물 치수 변경 가능

-작동이 안정, 컴팩트, 

조작 간편

〈연신포장필름〉

-범용성이 강한 포장재료

-필름의 두께, 폭 및 점착성의 

강약은 물품의 종류와 중량 

형태 및 운송거리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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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산업 （주）신영 인터내셔날

■출품물:

• HD. LD/LLDPE 필름 압출기 （Complete Film Blowing 
Lines for HD. LD/LLDPE）

• 후렉소 인쇄기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 for Paper 

and PE.PP Film）
■ 연락처 :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64-3 경순빌딩 406

• Tel ：（02）214-0587〜8
• Fax ：（02）214-0589

■ 출품물:

• 핫 멜트 어플리케이터 （Hot Melt Applicator）
■공동출품회사:

• Mercer Corp. （미국）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1304호
•Tel :（02）555-5451
•Fax ：（02）555-5685

•Tlx : K24595 SHINHAN

〈후렉소 인쇄기〉

Roll Paper, Packing 
Paper 및 PP. PE, PS 
Bag용 인쇄기 

높은생산성, 저소음

〈핫멜트 

어플리케이터〉

신호코프 （주） （주）아이비자산업（Irvive Business Group Inc.）

■출품물:

• 잉크 젯트 프린터 （Ink Jet Printer, LINX）
• 잉크 젯트 프린터 （Ink Jet Printer, MARSH）
• 레이저 마킹 시스템 （Laser-Technics）
■공동출품회사명:

• LINX （영국）

• MARSH （미국）

• LASERTECHNICS （미국）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20-17 경인빌딩 5층
• Tel :（02）575-6566
•Fax :（02）575-6569

■출품물:

• 자동 액체 충진기 （Automatic Filling Machine for Liquid）
• 자동 캡핑기 （Automatic Capping Machine）
• 자동 실링기 （Automatic Induction Sealing Machine）
• 자동 라벨 부착기 （Automatic Labelling Machine）
• 반자동 크림 충진기 （Semi-Automatic Filling Machine for

Cream）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3 영창빌딩 507호

•Tel :（02）544-7186
• Fax :（02）544-7187
• Tlx ： K27846

〈레이저 마킹 시스템〉

-스테인레스 외함으로서

방수•방진 구조임

-1200 〜 1800/분당

마킹 가능

-100% 신뢰성

자동 충진 •플러킹 •캡핑기〉

용도 : 화장품.의약품•식품•산업 및 공업용

충진용량 : 5OCC-5,000cc -충진속도 : 1, 000-25,000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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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N KOREA（산업기술정보） （주） 아일수지공업

■출품물:

•월간산업정보지

■연락처: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13-6

•Tel :（02）814-1127

■출품물:

• 자동 에어로졸 충진기 (Aerosol and Liquid Filling 

Equipment)
■ 연락처:

• 충남 온양시 실옥동 242

• Tel :(02)701-3857〜9
• Fax ：(02)716-5156

iP

（주）아이티더블류 코리아（ITW Korea Inc.）

■출품물:

• 필름무인자동포장기, 자동포장기

• 철밴드용 포장기 （자동, 수동결속기）

• 포장재료（필름, 플라스틱 밴드）

• 자동테이핑기

■공동출품회사

• 미국 ITW Inc.
■연락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6 쌍호빌딩 3층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2-1
• Tel ：（02）338-4333〜5

（051）0711^2 （부산）

• Fax ：（02）338-4332
（051）515-0713 （부산）

〈자동 에어로졸 충진기〉

AMPLAS

〈무인 자동 포장설비〉

-끝마무리 깔끔하게 처리

■출품물:

• 봉함기 (Amplas Bottom Seal Bag Machine W/Star Seal 

Capability)
• 파우치 기계

(Totani Pouch Machine)

• 플랙소 인쇄기/코팅기/라미네이터기

(Uteco Flexographic Printing Presses/Coaters/Laminators)
■ 연락처 :

• Amplas Inc.
P.O. Box 13397
Green Bay, WI 54307-3397

• Tel : (414)496-0525
• Fax : (414)496-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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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티•아이 그라코 코리아(LTI GRACO KOREA) (주) 연우

■출품물:

• 핫멜트 접착제 도포기 (Hot Melt Applicator)

• 콜드 글루 도포기 (Cold Glue System)
• 스포트 휠 및 관련기기

(Spot Wheel Applicator)
■ 연락처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8-1
•Tel ：(02)591-1306/7

•Fax ：(02)535-8225

〈핫멜트 어플리케이터〉

-Microcessor 탑재

■충품물:

• 점착 테이프류(Self-Adhesive Tapes)
• 자동 테이핑기 (Taping Machine)

• 손잡이 부착기 (Handy lift Applicator)
• 신발 먼지 제거용 테이프(Cleaning Mat)
■공동출품회사:

• 바이엘스돌프(독일)

• 버닝 (독일)

• 바산(독일)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771-4번지

• Tel : (0343)72-5781-4

•Fax ： (0343)72-5785

U 이 MA

■출품물:

• 충전기 (Automatic Filling M/C)
• 캠핑기(Capping M/C)
• 블리스터기

(Blister Packaging M/C)
■ 연락처 :

• U CIM A - Association of Italian Packing and Packaging 
Machinery Industry Manufacturers Canova,

39 20/45 Milan Italy

• Tel: (02) 349. 56. 06
• Fax: (02)345.06.47

• Tlx: 353365

〈자동 테이핑기〉

-원•사각•육각형 용기 

등 테이핑 가능

■테이핑 후 끝부분을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Tab 부착

우성실업

■ 춯품제 :

• 액체 발포체 (Liquifoam)

• 폴리에틸렌 발포제 (Polyethylene Foam)
■ 연락처 :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7-66번지

•Tel :(02)715-1231,3763
•Fax ：(02)715-1237

〈액체 발포체 Liquifoam)

-현장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폴리에틸렌 

발포

-무공해 포장제

-충격과 진동 흡수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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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마킹(주) 유천주

■출품물:

• 스탠실 커팅기(Stencil Cutting M/C)
• 텔리마크 잉크 젯트 프린터 

(Teli-mark Ink Jet Printer)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5〜6

• Tel ： (02)514-6251
• Fax ： (02)514-6254

■출품물:

• 자동 및 반자동 포장기 (Auto & Semi Auto Strapping M/C)

• 자동 결속기 (Auto Tying M/C)

• 자동 및 반자동 테이프 접착기

(Auto & Semi Auto Taping M/C)

• 자동 라벨 부착기 (Auto Labelling M/C)

• 수축 포장기 (Shrink Packaging M/C)
■ 연락처 :

•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芳9(본사•공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1-7 봉우 B/D 306호(서울사무소)

• Tel ： (053)632-7333〜5(본사•공장)

(02)275-3536, 9753(서울사무소)

•Fax： (053)632—1125(본人］•.공장)

(02 )27% 3536( 서울사무소)

• Tlx : TWINDRA K 54416

유성기전

〈텔리마크 잉크 젯트 

프린터〉

一적용범위 : 号隹・PP바삭 . 

마대•지대 등의 

외포장과 철판• 합판• 

필름• 파이프 등의 마킹

-마킹을 위한 시스템

자동 종이 접착기〉

-간편하고,고속으로 처리됨

-25회/1분의 처리능력

-제조단계에서 50〜 100매씩 

묶을 때 사용됨

이마지 코리아

■출품물:

• 컬러 컨트롤러(C시or Controller)
• 인쇄기 컨트롤러 (Printing Machine Controller)
• 스트로보 스코프(Strobo Scope)
• 탠숀 컨트롤러 (Tension Controller)
• 파우더 브레이크(Powder Brake)

• 원단 진행 제어 (Edge Line Sensing Control)
• 디시 모터 제어 (DC Motor Control)
■ 연락처 :

•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119-4
• Tel ： (032)672-7901

■ 출품물:

• 잉크 젯트 프린터 (Ink Jet Printer)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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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프로덕트 컴페니 티ectronic 니quid Fillers, Inc.

■출품둘:

• INSTA-FOAM
• MG-5 P500 Packaging Dispensing Drum Pour System

■ 연락처 :

• 1500 Cedarwood Drive, Joliet, IL 60435 USA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센터 Suite 4208(서울지점)

• Tel ： (815)741-6800(본사)

(02)551-6484(서울지점)

• Fax： (815)741-6822(본사)

(02) 551-6459( 서울지점)

• Tlx ： 72-3415 (본사)

■출품물:

• 액체 충전기(Solid State Liquid Tri-Filler)

• 캡 결속기 (Cap Tightener)

• 컨베이어 (Conveyors)
• 턴 테이블(Turntables)
■연락처 :

• 1535 S Hwy 39, Laporte, IN 46350 USA
• Tel : 219-393-5541
• Fax： 210-324-2884

<INSTA-FOAM>

-인력감소

-공간절약

- 경제적 (Tri-Filler>

INTAN KARANG 제림 패키징

■출품물:

• 사탕 트위스트 포장기 (Wrapping Machine for Hard Boiled

Sweets Twisted Wrapping)
■ 연락처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303호
(한강무역, 서울대리점)

• Tel : (02)553-1401/4
• Fax ： (02)552-4942

• Tlx : K 23163 너ANKANG

■출품물:

• 자동 박스 봉함기 (Carton Sealer)
• 스트레치 랩핑 머신(Stretch Wrapping Machine)
• 제함기 (Carton Elector)
• 반자동 제함기 (Bottom Flap Folder)
• 컨베이어 (Roller Conveyor)
■ 연락처 :

•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44-1

• Tel ： (02)718-3891
• Fax： (02)718-3297

〈사탕 트위스트 포장기〉

〈제함기〉

-다양한 규격 및 작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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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화산업 （주） 진성자동기

■출품물:

• 컨테이너 백 (Flexible Bulk Container Bag)
• 1 회용 컨테이너 백(500kg용)

• 벌크 실링(Bulk Sling)
• PP/PE 라미백(제대백) (PP/PE Laminated Woven Bag)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빌딩 39층 5호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37-1
• Tel:(02)551-3961/9(서울사무소)

(0336)642-3511/9(본사•공장)

• Fax ： (02) 551-3970(서울사무소)

(0336) 642-0464( 본사. 공장)

• Tlx : JOOWHA K 29978

준이실업 

■ 출품물:

• 잉크 젯트 프린터 960
• 터치, 드라이, 코더 984K
• 터치, 드라이, 플러스 잉크롤

■ 연락처 :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63-3
• Tel :（02）423-8787
• Fax :（02）421-1721

（주） 창영화학공업 

■출품물:

• 에페란（EPERAN）
■ 연락처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300-30（본사• 공장）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중리 198-3（서울사무소）

• Tel: （0546）461-9092（본사.공장）

（0331）281-6460〜 2（ 서울사무소）

• Fax： （0546）461—3113（본사■.공장）

（0331）281-4076 （서 울사무소）

〈에페란〉

-컴퓨터 및 주변기기 

Packing
-제품 수평이동상자

-가구등 제품수송 

Corner Pad
-보온 단열재

■ 출품물:

• 팰리타이 저 (Palletizer)
• 카토닝 머신 (Cartoning Machine)

• 셋 업 케이저(Set-Up Caser)
• 랩 어라운드 케이저 (Wrap Around Caser)
■ 연락처 :

• 경기도 부천시 중구 삼성동 18-22

• Tel ： (032)677-4001-3
• Fax： (032)677-4004

〈랩 어라운드 케이저〉

창성정밀기공사 

■출품물:

• 소프트 캡슐 자동 충진 성형기(Soft Gelatine Capsule Machine)
• 카토닝 머신 (Cartoning Machine)
• 브리스타 팩 킹 머신 (Blisier Packing Machine)
■ 연락처 :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1-8
• Tel ： (02)462-6277/8
• Fax： (02)462-6278

〈카토닝 머신〉

-분당 최고 60갑까지 포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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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천세산업 (주) 천양인터내셔날

■출품물:

• C-7A 카톤 포장기 (C-7A Cartoning Machine)
• C-52 카톤 포장기(C-52 Cartoning Machine)

• PSW-400 자동수축포장기 (PSW-400 Automatic Shrink 
Wrapping Machine)

■ 연락처 :

• 서 울시 마포구 도화동 51-3 성우빌딩 9증

• Tel ： (02)717-0351
• Fax： (02)719-8141

• Tlx ： CS KOREA K 26706

■출품물:

• 자동 열성 형 포장기

(Automatic Thermoform Packaging Machine)

• 자동 연속 진공 충진기 (Co-Extruder Robot 1000DC)
• 진공 챔 버 포장기 (Chamber Machine Model under Vacuum in

Film Pouches)
• 자동연속결삭기 (Fill-Clip-Automat)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W15 한종빌딩 1층
• Tel ： (02)553-2655/6

• Fax： (02)553-2657

〈자동수축포장기〉

-제품 집적에서 열수축 필름포장까지 전 라인 무인 자동화

코팩 코포레이션 

■출품물:

• 제과/식품기 계 (Confectionery/Food Machinery)
— 혼합기 •공압출기 •냉각기

— 랩핑기

— 카토너 •팰 리타이 저

— 중전기 •봉함기

• 생활용품/화장품기계 (House Goods/Cosmetic Machinery)

• 의약품 기 계 (Pharmaceutical Machinery)

—충전기

— 라벨기

一팰리타이저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17-1, 청한빌딩 2층

• Tel ： (02)572-8384

〈ACMA 카톤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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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크린랲 태신무역 （주）

■출품물:

• 식품용 랩 및 관련상품（Food Wrap & Kitchen Foods）
• 크린 스트레 치 필름（Clean Stretch Film）
• 특수 필름（Special Function Film）

• 팰리트 스트레 치 랩핑 기계 （Pallet Stretch Wrapping Machines）
• 각종 랩 핑 기 계 （Several Wrapping Machines）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32（性1호（서울사무소） 

부산시 북구 학장동 力2-1（본사•공장）

• Tel ： （02） 551-2060‘7（서울사무소）

（051） 322-3333/5（본-사•공장）

• Fax： （02）551-1995（서울사무소）

（051） 325-7137（ 본사•공장）

〈크린 스트레치 필름〉

-국내 최초의 

LLDPE 스트레치 

필름

■ 출품물:

• 카토너 (Automatic Horizontal Cartoning M'C)
■ 기타제품

• 랩 어라운드 케이서(Wrap Around Case Packer)
• 셋업 케이서(Set Up Case Packer)
• 튜브 충진 및 카토너 (Tube Filler, Sealer/Cartoner)
■ 연락처 :

•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12 코리아헤럴드빌딩 14층
• Tel ： (02)757- 0331-3
• Fax： 757-0334

• Tlx： K24650 TAESHIN

〈카토너〉

-카톤 Erecting 장치

- 카톤 공급장치

（수동•자동）

-Hand Crank Tvpe치수

변경 장치

퀵팩 코리아（주） PDC

■출품물:

• 수축포장기(Shrink Wrapping M C)
• 탄력포장기(Stretch Wrapping M C)

• 매 직스킨(스킨포장기 ： Skin Wrapping M C)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4) 영종빌딩 205호

• Tel ： (02)569-2931 2
• Fax ： (02)569-2930

■출품물:

• 자동 수축 포장기 (PDC Shrink Sealer Model 65)
• 자동 수축 라벨러 (PDC 아innk Labeler Series R)
• 스트레치 필름(Stretch Film)
■ 연락처 :

• 19811, Colima Road, Suite 410, Walnut CA 91789,

U.S.A(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4-9 광원빌딩 3층,트라이넷 

인더스트리 (한국지 점)

• Tel ： 714-594-4676(미국 본사)

(02)522-2127〜8( 한국지점)

• Fax： 714-594-1409(미국 본사)

522-2129( 한국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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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금박공업 （주） 한국듀폰

■출품물:

• 자동 라벨러 (Auto Labelling Machine)
— 상면 점부용(For Upside Adhesion)
— 측면 점부용(For Flank Adhesion)

— 전주 점부용(Foi Round Adhesion)
— 상하면 동시 점부용(For Upside & Beneath Adhesion)
— 코너 점부용(For Corner Adhesion)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97
• Tel ： (02)671-8001-4

• Fax： (02)677-2495

〈상하면 동시 점부용라벨러 

KC-300>

- 분당 60 ~ 120 개 까지 

점부가능

■출품물:

• 썰린 : 아이오노머 수지 (Sudyn ： Ionomer Resin)
• 뉴크렐 : EMAA 수지 (Nucrel ： Acid Copolymer Resin)
• 엘박스 : E.V.A. 수지 (Elvax ： EVA Copolymer Resin)
• 바이넬 : 공압출용 접착수지

(Bynel : Coextrudable Adhesive Resin)

• 셀라 : 차단성 수지 (Selar OH/PA/PT/RB ： Barner Resin)

• 애필 : Lidding용 접착수지 (Appeel : Lidding Sealant Resin)

• 마일라 : 특수 폴리에스터 필름

(Mylar ： Specialty Polyester Film)
■ 연락처 :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9층

• Tel ： (02)721-5321
• Fax ： (02)732-6930
• Tlx ： K27514 DUPONKO

〈썰린〉

-강인성

-완벽한 차단성

-고속 포장 가능

（주）한국 센코

한국 쓰리엠（주）

■출품물:

• 자동 팰리트 제작기 (Automatic Pallet Builder)
• 서랍/박스 제작기 (Drawer/Box Builder)

• 래피드 트랙 (Rapid Track)
• 에어 네일러/스테 이플러 (Pneumatic Nailers/Staplers)
■ 연락처 :

•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 차룡 2단지 6-3빌딩

• Tel : (0551)96-1857
• Fax： (0551)96-1186

〈자동 팰리트 제작기〉

-최소 설치 면적

-양면 동시 타정

-동일한타정 위치와 깊이

회 장진으로 200조 이상의 팰리트 제작

■출품물:

• 포장기계 (3M Matic Sealer Case)
• 점착테이프(Pressure Sensitive Adhesive Tape)

• 포장라벨(Scotch Brand Label)
• 접착제 (Adhesives & Palletizing)
■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라이프빌딩 11층
• Tel ： (02)785-4567
• Fax ： (02)780-3650

〈박스 봉함 테이프〉

-박스포장에 이용

-점착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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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일리스 엔지니어링 한국전자공업사

■출품물:

• TFS 10 연고 충진기 (TFS 10 Tube Filler)
• CP 80 카톤 포장기 (CP 80 Cartoning Machine)
• Oli 210 케이스 팩커 (Oli 210 Case Packer)

■기타제품 :

• 블리스터 포장기 (Blister Packaging Line)
• 팰리타이 저 (Palletizer)
• 정제계수기 (Tablet Counting Line)
• 액체 충진 라인(Liquid Filling Line)

• 롤러 컴팩터 (Roller Compacter)
■ 연락처 :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1-7 봉우빌딩 601호
• Tel : (02)276-0501〜8
•Fax： (02)272-9288

■출품물:

• 자동 밴드 봉함기 （Auto Band Sealer）
• 진공 포장기 （Vacuum Packer）
• 자"동 포장기 （Au〔o Packer/Vertical or Rotary）
• 분말 자동 정 량기 （Auto Powder Filler）
■ 연락처 :

•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180-2（본사. 공장）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10-13, 안성기계공구상사 305호 

（서울사무소）

• Tel ： （032）650-9904 〜6（본사•공장）

（02） 672- 2451 〜 4 （서 울사무소）

• Fax： 672-2511 （서울사무소）

〈연고 충진 라인〉

- 신속한 교체

-360° 접지가 한 

장소에서 가능

-부품 교체 없이 

다양한규격의 사용 

가능

-중앙조절 장치

〈진공포장기〉

-대상 : 소시지, 치즈, 

절임식품, 정육,가공육

-진공챔버:

W750XL480XD110X2 개

-접 착선 : W10XL650mm

한국포장기계 （주）

（주） 한국크리에타 

■ 출품물:

• SM-A형 전자동 회전식 크림 정량 충전기

(SM-A Type Automatic Rotating Cream Filling Machine)
• MT 2형 만능 케 퍼 (MT-2 Type, Multi-Purpose Capper)

• S형 에어크리너 (S Type, Air Cleaner)
• S형 핸드 필러 (S Type, Hand Filler)

• 분주기 (Liquid Injector)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4-8
• Tel ： (02)541-1731/3
• Fax ： (02)549-4100

〈SM-A형 전자동 회전식 

크림 정량 충전기（2연식〉

-다품종소량 충전의 

문제점 완전 해 결

-자동 용기 공급 탈포식 

크림 충전기

■ 출품물:

• 팰리트 스트레치 랩핑기 (Pallet Stretch Wrapping M/C)
• 자동 밴딩기 (Automatic PP Strapping M/C)
• 자동 결속기 (Automatic Tying M/C)
• 자동 테이핑 기계(Carton Tape Sealing M/C)
■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홍익빌딩 57호(본사)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386」(공장)

•Tel : (02)678-5671/3 (본사)

(0335) 35-9961/3( 공장)

• Fax ： 671-1611 (본사)

35-0990( 공장)

〈팰리트 스트레치 랩핑기〉

-FA 물류공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무인에의한 

전자동 팰리트 

설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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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독자동기 (주) 한동기계공업

■출품물:

• 분말 스틱 포장기 라인 (Powder Stick Packing Machine Line)
• 분말 4면 포장기 라인 (신형) (Powder 4 Side Sealing Packing 

Machine Line ： New Model)
• 스낵 포장기 (저울 부착) (Snack Packing Machine ： with 

Computer weighing Scale)
• 카토닝 자동포장기 (Cartoning Machine)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 영등포유통센터 617호(본사)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92-40(공장)

• Tel ： (02)675-3275/7(본사)

(0341)82-0775/1850 (공장)

■출품물

• 세병 기 (Bottle Washer)
• 정렬기 (Unscrambler)

• 충진 기 • 캡 핑 기 (Filling & Capping Machine)

• 박스 포장기 (Set Up Caser)
• 박스 적재기 (Palletizer)
■연락처 :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7-67(본사•공장)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67-2"제2공장)

• Tel ：，02)必8-0552(본사•공장)

(02 )461-3278( 제 2공장)

• Fax： (02)466-4072

〈분말 스틱 자동 포장기 라인 PD-P3V>

-포장기 + 정렬기 + 카토닝 (주) 한영전자

(주) 한일약품공업

■ 출품물:

•카토닝 머신(Cartoning Machine)

• 이물검사기 (Bot# Inspector)
■연락처 :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408
• Tel ： (02)464-0861

• Fax ： (02)467-6059
• Tlx ： K 25136

■춤품물:

• 온도조절기•카운터•타이머•근접스위치•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 캠 스위치•리미트 스위치•마이크로 스위치

• 비상 스吊치•호이스트 스위치•타워 램프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4011
• Tel : (02)679-0941 〜4

• Fax : (02)678-5899

〈이물검사기〉

-온도 경보

PID 자동 연산 기능 - 섭씨(℃), 화씨(V) 선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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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림산업 (주) 환주실업

■출품물:

• 자동중량선별기 (Aut。Check Weigher)
■공동춥품회사 :

• 일본 시멘트(주) 엔지니어링 사업부

■ 기타제품

• 금속검출기 (Metal Detector)

• 포충처 리 장치 (Mothclone)
• 온도감시장치 (Mult Temp Monitor)
• 금속 검출기 부착 중량 선별기

(Check Weigher with Metal Detector)

• 공장 자동화 시스템 (FA System)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 동화빌딩 706호
• Tel ： (02)544-6242
• Fax ： (02)544-6244

■출품물:

• 전기 순간접착기 (Impulse Sealer)
• 자동 접착기 (Auto Sealer)
• 진공 접착기 (Vaccum Sealer)
• 랩 포장기 (Hand Wrapper)
• 포인터 실러 (Point Sealer)

• 전자 프린터기 (Electronic Printer)
• 테이프 커터(Tape Cutter)
■공동출품회사 :

• Fuji Impulse Co., Ltd.( 일본)

■ 연락처 :

• 경북 김천시 대광동 1000力번지

• Tel : (0547)33-4488
(02) 492-8877( 서 울사무소)

•Fax： (0547)33-1010
(02) 492- 8848 (서 울사무소)

• Tlx ： LOVERO K 54460

〈자동 중량 선별기 

WIC-8161-500>

흥아기계

■ 출품물:

• 카드 블리스터 포장기 GVH
(Card Blister Packaging Machine GVII)

•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 HI, V
(Automation Blister Packaging Machine HI, V )

• 자동 블리스터 포장기 vn
(Automation Blister Packaging Machine VD )

• 앰플 블리스터 포장기 AV
(Ampoule Blister Packaging Machine AV)

■ 연락처 :

• 경 기도 부천시 중구 도당동 83-4 
서울시 관악구 신림 4동 507-29 대 양빌딩

• Tel ： (032)675-1511,676-9130 
(02)863-0121/3, 855-1002

• Fax： (032)675-9200 
(02)862-9334

• Tlx : HATCORP K 24645

〈순간접착기 HA-300(자동형)〉

- 재질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접 착시 간과 냉각시 간 결정

〈카드블리스터 포장기 MINISTAR-G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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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폐기물 처리 실태-「포장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는 발생방지 •감량화•이용（재생, 열에너지） 등이며, 총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출 판 과 편 （자료협조: 독일 해외 통신원 김미영）

독일 연방환경처는 '90년 6월「포장 폐기물 

처리 규정（Verpack 丿。）」을 발표했다.

본고는 이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 “폐기물 

처리 및 邓 F용”에 관한 초안 이에 대한 

系怛의 입장 표명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 나라어서도 지난（'91） 2월 8일「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고 곧 

시행（'91 ・ 9）될 예정이므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되어 본 내용을 소개하는 바이다.

〔편집자 주〕

폐기물 처리의 일반적 상황 一포장 폐기물

1• 폐기물의 발생 현황

독일에서 1년간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의 양은 약 3천 

2백만톤이며, 그 가운데 생활 쓰레기는 

1천 4백만톤에 달한다.

포장 폐기물의 부피는 전체 폐기물의 

50%를, 중량은 3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유형에 

속한다.

2. 폐기물에 관련된 규정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83년 

12월 20일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료용기에 대한 회수의무와 용기 

수거비 징수（예 : 공병 회수비）에 관한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 규정은 음료수 

용기의 Multi-Way-System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EC위원회와 

입장 차이를 보여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서 얻은 지식은 규정 초안에 

반영됨）

독일연방환경처

독일정부는 음료수 포장뿐만 아니라, 

기타 플라스틱 포장에 있어서도 폐기물 

방지와 이용을 우]해, 제 14조 2장 1항에 

폐기물 발생방지와 매립처리를 그들의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제정자의 위임에 따라, 우선 

협력원칙 방법으로 필요한 몇몇 

조치들을 시행에 옮겼다.

'89년 4월 26일, 음료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생성을 미리 방지하고 그 양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Multi-Way Packaging 비율을 정하고 

리사이클 쿼터를 확정했다. '90년 1월 

17일에는 식료품• 기호품•소비재 등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그동안 

2만톤에 지나지 않았던 혼합 

플라스틱의 이용량을 70만톤으로 

높이는 안（案）을 제정했다. '90년 5월 

21일에는 연방환경처 장관이 농업과 

삼림（森林） 및 원예용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재이용률 목표 설정을 

제의한 바 있고, 컨테이너의 처리 

문제도 언급되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90년 7월에는 고물 

자동차의 재이용을 위한 목표 확정을 

환경처 장관이 제의했는데, 특히 

자동차의 플라스틱 처리가 그 중요성을 

갖는다. 고물 자동차의 폐기물량은 약 

400, 000톤이 다.

3. 취해진 조치들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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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EC의 결정과 일치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빈병담보 규정에 있어서는 

EC가 규정해 놓고 있는 우유병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만 

지나치게 빈병담보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

이에 독일연방정부는 플라스틱 

포장뿐 아니라, 모든 포장 폐기물 

（유리 • 판지 • 종이 • 목재 • 금속• 합성수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계획안을 '90년 1월 결의했다. 이 

총괄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공동의 

폐기물 관리 목적을 규정해 주고 있다. 

O포장은 부피와 무게에 따라 내용물의 

보호 및 판매를 위해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

。내용물에 관한 규정에 맞고,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하에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포장으로 설계해야 한다.

。포장물이 재활용될 수 없다면, 

포장재료를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열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 고려해야 할 포장종류

포장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설정할 

때는, 포장 폐기물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류로부터 배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송포장（공업포장） : 수송포장의 

기능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상품포장（상업포장） : 판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포장이다. 

셀프서비스 스타일의 판매점이 

증가하면서（점원수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절약）, 부가가치적 성격을 

지닌 고급포장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판매포장 :소비자에 의해 이동되어 

상품이 소비 또는 사용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포장（예 : 손잡이 없는 

음료 용기, 유연재로 만든 파우치, 

쇼핑팩 또는 케이스 등）

5. 포장물의 포괄적 처리

폐기물 처리법 14조 2장 3항에 

의하면, 판매자（생산자）는 사용한 

포장물을 회수하거나 재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회수의무의 효과는 독일에서 

현재 시행중인 용기의 회수 시스템 

（Pfand）에 의해서도 강화될 수 있는데, 

용기회수 담보비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한 포장을 반환케 하여 포장의 

폐기물 처리를 유도한다. 이 빈병담보 

시스템은 음료수 같은 상품에 적합하며, 

폐기물의 생성방지를 위한 재활용 

시스템에도 잘 이용될 수 있다.

또한 14조 2장의 폐기물법에서는 

상거래시의 포괄적인 포장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판매되는지는 

상점（판매자）의 필요에 따르게 되므로 

상점은 포장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전제조건하에서 판매처가 

수리 시스템과 재활용 

시스템에 출자할 때는 이런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입법자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대변하는 원칙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조치하에서 

협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그들의 목적을 조만간 실현할 계획인데, 

그 예로서 플라스틱 유형의 단일화 및 

표시제（재활용 용기임을 명시）가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하여금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이용을 적극 

주진케 하며 특히 소재 이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며 

자율적인 회수 시스템을 확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 

처 리법 14조 2장 1항에 따른 목표 

확립을 위한 규정에 더 이상의 협력 

（의무）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6. 포장 규정의 주요 특징

포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했다.

一앞으로는 공공 폐기물 처리, 열학적 

처 리, 소재 재 사용에 적 합한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재사용에 적합한 포장 

상태에 있는 상품만 유통할 수 있다. 

一수송포장・ 상업 포장・ 판매 포장에

있어서, 유통업자는 열학적•소재적 

재사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테이너를 쓸 수 있다.

一유통업자는 계산대에서 되도록 

겉포장을 제거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판매포장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一플라스틱 1회용 음료포장에만 

적용했던 규정을 다른 포장 영역에도 

확대시킨다. 담보규정은캔•유리병- 

판지포장•연포장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며, 우유•와인•주류도 이 

규정에 포함시킨다.

一음료포장 이외의 다른 포장 유형에도 

수거규정과 담보규정을 정한다.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포장물을 

취급함으로써, 상점은 판매포장에 

대해서도 담보 및 회수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7•공공 폐기물 처리방법 이외의 

처리방법（이원적인 폐기 시스템）

입법자는 폐기물법 1조 3장 7항에 

의거, 특히 포장영역에서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포장재를 

산업적으로 재활용하게 해 폐기물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

재활용에 투입될 고물 원자재는 

ttGrune Tonne （초록색 통）”에 의해 

분리•수거된다. 그러나 이같은 폐기물 

시스템에 협조하는 수는 저조（10%）한 

편이다.

폐기물 처리법 1조 3장 7항의 포장재 

수거가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이유는, 회수한 원료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이 수거비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일부 소매업계와 포장산업체에서는 

공공 폐기물 처리 이외에, 자체적으로 

일정 지역에 관한 회수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계산에 

의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약 8백 

만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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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반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수거비는 포장생산업자와 판매 

업자에게 비율에 따라 분할된다. 

소비자는 상품 구입시 포장단위마다 

수거비와 재사용비를 직접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재활용 포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이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거와 리사이클링에 책임 있는 포장 

생산업자와 판매자는 경제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소재적으로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필요조건（Profile）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90년 1월 독일연방정부가 결정한 

폐기물 처리의 공동 목표에 부합된다.

법규 기획안 6조는 이원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폐기물법 1조 3장 7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지역적인 관점（산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법인체의 

수거 시스템을 이미 만든 것을 포함）을 

충분히 고려하게끔 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시 예상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법인체는 서슴치 않고 

이원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 및 재사용」에 관한초안

폐기물법 제14조 2장 1항에 의한, 

음료수 포장 펴기물의 발생방지•감량화• 

재사용을 위해 연방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따른 

기획에 관한 내용이다.

폐기물 비율

들 수 있다.

현재의 재생가공 시스템으로 

20Miom1 2 3 정도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었고, 많은 양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연방정부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의 재생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1. 법안의 기초

독일연방정부는 제 14조 2장 1항에 

의거하여, 특정 제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방지• 감량화• 이용화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용함은 물론, 폐기물의 발생방지 ・ 

감량화• 이용화 등의 문제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에게 

책임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기획안이 만들어진 배경

1회용 포장용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유를 제외한 대중 

음료수에 있어서 재생 가능한 용기의 

사용비율이 1970년부터 1987년까지 

90%에서 75% 이하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재생 

포장용기의 사용이 점차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i）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 강화 조치와, ii）재생 가능한 

포장용기의 처리를 위한 업체 

스스로의 책임（기여도） 등을

이러한 목표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음료포장의 재생 시스템 정착을 

위해,，88년 2월부터 각 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1회용 포장용기의 재사용과 

에너지 이용을 추진시키고, 재료의 

재사용량 증가를 통해 폐기물의 양을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재료의 재사용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에너지의 감소, 그리고 

환경오염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목표 설정

독일연방정부는 음료포장 폐기물의 

처리 • 감량화•재사용 등을 위해, 

관계자들간의 공청회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확정했다.

⑴재사용이 가능한 음료포장

재사용할 수 있는 음료 포장용기의 

시장점유율을 정착시키고, 주어진 

기간 내에（2년） 시장점유율 증가를 

꾀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 기대하는 

포장용기의 재사용률은〈표 1〉과 같다 

빈 통이나 포장 폐기물 처리는 

적합한 수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

⑵1회용 음료용기 재료

1회용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리사이클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에 수거 및 재사용됐던 

유리병이나 스틸캔에만 리사이클 

개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에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또한 수거된 재료들의 처리나 

리사이클링은 관련 업계를 통하여 

디-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거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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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년 내 목표로 하는 각 음료 포장용기의 재활용률

구 분 목 표 '86년 현재

맥주류 90% 87.2%
생수류 90% 89- ]%
탄산음료 80% 76.4%
비 탄산음료 35% 29- 4%
와인류 50% 4工2%

〈표 2〉포장용기 수거비의 상향 조정 목표

구 분 목 표 현재

유리병 1. 55 1,25（'87）

스틸 캔 0. 3 0. 25（'86）

단위:백만톤

재료별로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적절한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표 2 참조）

종래에는 혼합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경제적인 분류방법이 부족했으므로一 

특히 음료수 포장一, 플라스틱 재료로 

된 폐기물의 재사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현재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수거를 해야만 합리적인 

재 사용이 가능하므로, 독일연방정부는 

플라스틱 재료로 된 음료 포장 

폐기물에 대해 회수법안과 빈병담보법 

등을 시행하여 폐기물 경감을 꾀하려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알루미늄 •복합재료 ・ 

유연재 등으로 만들어진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하여 어떠한 수거체계나 

재생체계도 개발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산업체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어떻게 또 

어떤 범위에서 포장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체 관계자들이 

재사용을 위한 중분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수거에 

있어 환경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재정상• 경제상• 학문상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⑶포장디자인과 포장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a. 디자인 :

음료수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이루어지거나 개발되어야 

한다.

— 상자를 포함하여 Multiway
Packaging의 단일화

— 1 회용 포장에 단일화가 가능한 

포장재료 이용（복합재료로 된 포장은 

분리가 어려우므로 환경적 측면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

— 각 포장단위 별로 포장무게 감소

— 상표에는 쉽게 뗄 수 있는 접착제 

사용, 중금속이 들어 있지 않은 

인쇄색채 사용

—음료용기 제조시 화합유리 

（채색유리）의 폭넓은 이용

b. 표시 :

1회용 포장에는 소비자를 위해 

현재의 분리수거 방법을 눈에 띄는 곳에 

표시（그림표시 등）할 필요가 있고, 

재료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⑷성공성 여부 규제

전술한 영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표들을 조화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조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 및 자연보호• 원자로 

보안 등을 담당하는 연방장관의 

주재하에, 환경청 대표•상공부•통계국 

• 독일 폐기물관리 협회 • 지방자치 

중앙회의 연방협회 • 소비자 협회의 

노동협동체 • 독일연방 산업협회 및 

상업조합과 노동조합 등에서 각각 

1명씩의 대표자를 선발하여 구성하며, 

그밖에도 포장업계 및 음료 생산업계 

그리고 상점계에서 각 4명씩의 대표를 

보내게 된다.

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2번씩 회의를 

열며, 이러한 목표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에 관해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면밀히 

토의하고 검토한 후 연방정부에 

상정하게 된다.

4. 목표의 실현

연방정부는 관련 산업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1회용 

포장의 재사용을 늘리고, Multiway 
시스템을 위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주어진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산업체가 주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폐기물법 14조 2장 1 〜5항에 의거하여, 

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포장 폐기물처리 규정 （VerpackV。），에 관한 녹색당의 논평

독일 녹색당

，90년 6월, 연방환경청은 '포장 폐기물 처리 서면상의 입장표명에 이어, '90년 8월에는

규정（Veipack VO）'을 발표한 바 있다. 관계자들간의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여기 소개된 내용은 그 개정안에 대한 독일 

녹색당의 견해를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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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폐기물 중 포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독일의 경우, 전체 폐기물 중 

30%를 차지, 부피 비율로는 50%)
포장 폐기물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이와 판지가 주류를 이루며, 

다양한 형태의 복합포장 및 

플라스틱류의 용기 • 백 - 팰리트 등이 

있다.

배출되는 포장 폐기물들을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및 판매 

시스템의 합리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점증적인 

요구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슈퍼마켓 연쇄점 

“Aldi”는 1회용 음료 포장용기만을 

판매하는데, 그들의 콘체른 전략에 

의하면, 음료용기 회수에 필요한 

인원(재원) 및 창고를 포기함으로써 

상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우유 공급의 새로운 

구성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소규모 

낙농들이 폐업을 함에 따라, 유제품의 

판매 루트도 소매점에서 슈퍼마켓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1회용 카톤 

및 봉지에 포장된 우유가 보편화됐는데, 

이는 자원보호 및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발전적이기 보다는 

파괴적인 측면이 강하다.

2• 규정이 가정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포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공 폐기물의 관리 이외에 사용 후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加H적 - 

열학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포장용기만을 유통할 수 있다( § 3. 1). 
이런 포장의 유통업자들은 이것을 다시 

회수할 의무가 있다( § 3. 2)・ 또한 이를 

위한 적합한「수거함」을 갖출 의무가 

있다(§ 5・ 3)・ 재생이 불가능한 음료 

포장용기에는 50페니히를 담보로 받는 

제도도 도입되었다(§8).
이같은 담보의무는 청정제와 

세탁제(§9)및 기타 화학약품(§13.2) 

포장에도 확대• 적용되며, 2마르크의

환경에 관한 계몽

담보 회수비를 받게 된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들은 '90 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3조의 개념규정은 시장에 

나와 있는 포장크기나 부피에 대해 

차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많은 복합포장은 리사이클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플라스틱 포장은 

명백한 표시의무를 도입하지 않아서 

소재의 재활용은 극히 제한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의무조항도 

중요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열학적 활용”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폐기물 소각에 대한 

논평이 녹색당에 의해 발표된 바 

있음 :「폐기물 소각一불장난」AJZ 
출판사, 빌레펠트 (1989)〕

1회용 용기의 담보의무가 확장되면서 

진짜 재생포장을 구별하는데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소비자는 1회용 

포장과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에 똑같이 

담보 회수비를 받더라도 그것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포장은 경량・ 

내구성이 있어, 유통업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병류는 시장으로부터 

오히려 배제될 확률도 크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부 쓰레기 속에 

찌꺼기가 든 채 버려진 화학약품과 

같은 포장용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리수거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특수 폐기물의 소규모적 

수집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포장 폐기물 방지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대되는 폐기물 처리의 부정적 

측면은 기존보다 4배나 많은 

담보비(회수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재별로 분리한 특수 

폐기물 처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는 포장 폐기물 방지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공공녹지에 

매립된 또 매년 수거된 생활 쓰레기 및 

산업 폐기물의 양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을 사실상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계학상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게 

된다.

3. 소각에 관하여

포장 폐기물 방지에 대한 규정은 

폐기물법 (Abf G)에서 자주 비판해 온 

소재적 (재료별)• 열학적 이용을 

대등하게 한 것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등함은 환경보호와 자연자원 

절약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폐기물 소각은 “에너지 

재생” 또는 “열학적 재사용”이란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90년 봄에 통과된 연방 폐기물 

법안의 변경을 잘 파악해야만 포장 

폐기물 방지 규정의 중요성이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 당시 

연립내각은 BImSchG에 의해 상정된 

산업연료에 관한 관리해제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폐기물법 4조에 

의하면 주로 한 가지 목적, 폐기물 

처리로서만 쓰여지는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을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물 소각시설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에 부딪치게 되었다. 

시민들의 반대로 이같은 시설이 많은 

곳에서 허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 

폐기물 처리 규정을 와해시킬 소지도 

없지 않아 이점을 이해시키고 

극복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발전소•시멘트 공장•제련소 

등에서 폐기물을 공동 소각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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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시켰다.

Verpack Vo는 이러한 소각의 

단일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가연성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 폐기물 

처리에 따라, 수집된 포장재들은 

소각설비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데, 

높은 발열량을 가진 물질은 보관시 

처리가격이 50마르크 소요됐던 것이 

소각시에는 오히려 1000마르크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때문에, 

BImSchG에 의해 승인된 산업연료 

경영자에게는 아주 좋은 부수입원이 될 

수 있다

4. 이원적인 폐기물 처리산업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폐기물 

처리는 Verpack Vo에 근거하여 분화될 

것이다. 그러나 상업과 공업 분야로부터 

수집된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 폐기물 

처리 외의 시설에서 취급되고, 사기업의 

산업 연료로도 이용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 

전역（지방자치구와 각주 또는 연방）의 

폐기물 수거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들이 이러한 이중적 

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해 크게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 요금규정 • 용기의 크기 ・ 

폐기물 자문위원의 계몽운동 등이 각 

가정의 건전한 소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들은 새로운 법안 Verpack 
Vo로 인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5•요약

Verpack Vo 법안만으로 포장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이 법의 골자는 새롭고 색다른 

처리방식의 도입과 함께, 소비자들이 

폐기물 처리（정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원적인 폐기물 처리산업은 어느새 

폐기물 처리 하부 구조의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의한 관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Vo 는 포장 폐기물을 방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EG 법규와 

조화（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생산자 쪽보다는 

소비자를 더 겨냥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되는 개별적 소각시설을 

갖춘 소비자를 지향하고 있다.

- 재생산품의 장려一- 독일 폐기물 방지의 기본 대책 一

폐기물법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폐기물의 양（1）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2）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령（3）이 발포되기 전에 

우선 폐기물의 발생방지 내지는 

양의 감소에 목표（4）를 두어야 

하며 스스로 방책을 취하게 

한다（자기 책무 = 5）.

폐기물의 재활용은 재생공정을 

통한 제품들이 생산비용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릴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 문제를 인식한 구매자들이 

재생산품을 알아 보고 의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그러한 

상품에 환경보호 표시를 했다. 

— 폐지를 이용한 생산제품（1） 
-재생타이어（2）

—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자재물⑶ 

—재생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4）

- 산업단지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一 ①가정 쓰레기로부터 재생 

가능한 폐기물 분리 수집

②산업단지에서 합성수지 

폐기물 분리 수집

③분쇄 ④세척, 분리（합성수지 

종류별）, 건조

⑤녹인 후 재생 플라스틱 가루로 

가공 처리

⑥이 가루를 이용, 새로운 2층을 

가진 용기 제작（첫번째 : 낡은 

재료, 두번째층 : 새 재료）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용기에 재료 표시

⑦용기의 계속된 재활용

- 가정 폐기물의 재활용 一

음식물 찌꺼기같은 유기 

폐기물은 간단한 공정을 통하여 

높은 가치를 가진 토양개량물질 

（혼합비료）로 전환된다. 

이 그림은 어떤 물질이 

혼합비료로 전환되어지며（1）, 
어떻게 혼합비료가 선별되며（2）, 
어떤 반응기（3）또는 

기술（4） 등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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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⑷厂호厂吾—i 71 II II 1 II II If

미래에 제시될 상품 -환경측면

“원인자（환경오염자） 부담원칙이 강해질수록 1회용 상품보다는 내구성이 있고 수선•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미래에 요구될 것이다”

출판과편

보통의 경우, 디자인（포장까지를 포함）의 

개선은 잉여생산을 초래하며, 원료 사용의 증가 

및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 닐로 

심각해지는 지구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상품개발）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확산과 함께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무엇이며, 미래에 제시될 상품 

특성 및 그 구성은 어떠해야 될 지에 관해 

본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우리 센터에서 발행한「산업디자인 

"3호」에 게재된 “환경과 디자인二 “쓰레기一 

제거하기에 앞서 만들지 말아야”란 기사를 

포장 측면에서 재편집한 것이다.

미래 산업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새로운 상품 및 포장 개발을 실시함에 

있어, 물질의 순환 및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편집자 주〕

1. 생태계 보호에 관한 인식 고조

우리는 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듣는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공해 없는 식품은 당연한 사실에서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지난날 목표로 했던 인간의 

편리를 위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오늘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세계（오염된）를 선물받게 된 것이다.

커져가는 쓰레기산, 과적된 저장소, 

죽어가는 숲과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명의 이기를 

모두 버리고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문명사회에 길들여져 

있으므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공산품을 

생산, 사용하며, 폐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지 

않는 그런 상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반 대중은 최근 수 년간 

상품의 질（質） 특히, 포장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다. 이에 

따라 자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과 기업철학이 상품에 

반영되고 있다.

2. 무해한 상품 개발의 걸림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품을 

구체화할 기회는, 산업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기계에 필요한투자

•단면적인 연구개발의 수행 

•공급자와의 다년간 결합

• 익숙해진 판매궤도

그러나 생태계에 관한 인식이 

고조돠면서, 기업들은 엘리트 

상품개념과 미려한 외관에 앞서, 

상품분석（리싸이클링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숙지해 오고 있다.

인간을 위한 미래 지향적

〈표 i>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상품개발이란, 그것이 생태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진보적인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3. 전체적 사고 개념의 상품 개발

필요성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 상품의 총 

라이프 사이클을（원료획득, 생산, 판매, 

거래, 사용을 통하여 수선과 재평가 

가능성 에 이 르기 까지 ） 설 계단계에 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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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표 1 참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설계자（개발자）가 물질과 환경과의 

조화 내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가공법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4. 재료 선택

비록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재료가 

전혀 없다 해도, 한 상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료의 독특한 

성질은 제품의 환경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제품 개발자는 생산품의 

완성도, 가격 등의 요소 외에도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

• 생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는 피한다.

• 물질결합을 피함（결합된 물질들은 

해체가 용이하지 않고, 해체 비용도 

많이 든다）

•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코팅재 

사용（용제를 쓰지 않는 락커）

• 재생할 수 있는 재료 사용（유리 ・ 

금속 •종이 •플라스틱） 

재생 가능한 원료는 선별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재생법과 그에 대한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경우, 그 종류를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재료를 표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 재생물질의 사용（카톤의 약 93%가 

폐지를 이용해 생산된다） 

재생 플라스틱이나 재생 발포제와 

같은 재료들은 재사용 가능성은 

적으나, 이들의 장점은 새로운 

산업개발에 이용되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외에도 식용이 가능한 포장, 사탕을 

입힌 포장 등이 개발될 것이다.

5• 구성 및 형성

상품의 구성 및 형성에 있어서는 

현대식 기술을 응용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사항들이 주어진다.

〈사진 1> 환경을 인식해 

디자인한 칫솔

잘 마모되는 칫솔의 

머리부분만 교체하고 

손잡이는 여러 번 

사용

•여러 물질들로 형성된 한 제품이 

분해될 수 있을 때 사용된 물질들의 

재순환이 용이해진다. 제품의 생명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이미 계획 

당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을 형성할 때, 성분이 다른 

물질들은 몇 가지만 그 종류를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제품의 분해가 

용이해진다.

• 제품 분해（분리）가 가능하면 운반시 

용적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포장비 - 운반비 등이 절약된다.

• 재료 사용을 줄임 （예를 들면 완전한 

벽 두께대로 건재를 쓰기보다는 홈을 

파서 붙이면 재료가 절감）

• 개선된 제작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원료와 에너지를 절감시킴（예 : 

포장완성 공정에서 EDV에 의해 

조정되는 기술을 응용한 결과, 

중량 감소 60%, 재료 절감 45%, 

에너지 절약 45%）

6. 여러 번 사용

포장에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매용 컨테이너가 있어 여러 가지 

내용물을 각 용기에 나누어 담을 수 

있고, 이것들을 쏟아 놓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집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포장이 없어도 된다.

더 진보된 개념은 모듈 시스템과 

각 상품의 규격통일이다. ISO와 같은

표준 치수 덕분에 운송 및 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제품포장의 전형적인 

모양으로, 제품통일과 상표인식을 

하지는 않는다. 용기가 똑같아 보일 

경우, 용기의 그래픽 처리를 통해 

상품표시를 독특하게 할 수가 있다.

포장뿐만 아니라, 제품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 있다. 

부분적인 소모 부품이 있는 상품은 

그곳만 교체하여 상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손잡이와 

머리 부분으로 구성된 칫솔은 머리 

부분만이 주로 마모되고 손잡이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솔만 바꾸어 

줌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사진 1）

7. 포장을 없앤다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수행할 일은 원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일이다. 쓰레기의 경우도, 

회수•재활용•에너지 사용 등에 앞서, 

되도록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쓰레기의 구성은 각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전체의 20〜3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포장 없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스위스의 Modima사는 

화장품 시리즈 “Qazy”에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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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겉포장을 없앤 화장품 시리즈 “Crazy”
재생하여 쓸 수 있는 유리와 플라스틱 뚜껑만으로 겉포장 없이 

출하했고, 제품 설명인 Leporello를 병바닥에 부착시켰다.

〈사진 3> 재활용재와 자연재를 이용한 포장

자연재（카톤 • 골판지 • 코르크 • 나무껍 질 등）를 이 용한 것으로, 

자연스러움이 진가를 높여주며, 사용 후에는 퇴비로 만들거나 분해 

시킬 수 있다.

형태를 통하여 겉포장을 없앴다. 이 

화장품은 병이 검정색의 재생유리로 

되어 있고, 뚜껑은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제품정보는 병바닥에 접착식 

（Leporello）으로 붙여져 있다.

（특허품 : 사진 2）

8•결론

산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환경학적 

관점의 결여로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환경학적 관점이란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사용된 

제품을 원료의 상태로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3 참조）

과거에는 경제적 측면이 생태학적 

관점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에너지 소모•재사용에 관한 

문제가 등한시 되었지만,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을 제한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성향（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해질수록, 1회용 상품보다는 

내구성이 있고 수선 -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미래에 더욱 

요구될 것이다.

환경에 적합한 상품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기술혁신처럼 요구된 후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근본적인 결정이 

이같은 제품을 탄생시킨다.

오늘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미래에 다시 수선하거나 

해체하여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생산자가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이에 

알맞는 구조와 형상을 찾게 될 

것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환경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대체로 부유하다는 것은 

소유에 있기 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란 옛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포장에서의 환경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번호부터 

고정 칼럼으로 환경 는陰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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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ect package

■ 듀폰의 포장재료 Byn이*  (Coextnjda미e Adhesive Resin) 
Elvax*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Mylar*  (Polyester Film)

* 은 듀폰의 등록상표입니다

Nucrel*  (Acid Cop이ymer Resin)
Selar*  (OH/PA/PT/RB(Barrier Resin) 
S니rlyn*  (Ionomer Resin)
Appe이*  (Lidding Sealant Resin)

- 상기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단독또는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공급원 : 한국듀폰（주） 폴리머사업부 포장재료담당 Tel）721-5316 
수입판매원 : 세양폴리머（주） Tel）757-1421 /3



Experience in packaging

포쟝산업에서 쌓아온 듀폰이 경험과 

앞선기술이 완벽한 품질을 약속합니다.
듀폰은 1924년 셀로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포장업계에 소개한 이래 식품산업 

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포장재의 

내화학성, 봉함성, 인쇄성, 투명성, 차단성등 

자연의 어떤 포장재료도 만족시킬 수 없는 

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포장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듀폰은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완벽한 포장재로서 필요한 물성과 

원가절감,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하는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듀폰의 포장재는 최상의 투명도, 

저온봉함성, 차단성, 내유성등이 요구되는 

각종 쥬스, 과자, 가공육 둥의 포장을 

완벽하게 제공하여 줍니다 

귀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완벽한 포장재를 

원하신다면 먼저 듀폰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듀폰 주）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보다 나은 제품



자동카톤포장기/日本自働
천세 패크만 자동카톤포장기
AUTOMATIC CARTONING MACHINE
제품공급에서 카톤박스에 삽입 및 봉함까지 

전 카톤포장 공정의 자동화

■높은경제성 ■우수한내구성 ■안정된작업성 ■소음극소화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砌

200 개/분 폭 25 〜90 높이 15〜65 길이 50〜150

180 개/분 폭 30-130 높이 20 〜75 길이 60 〜200

C-52 70 개 /분 폭 20〜105 높이 20 〜80 길이 50〜160

N-741__________ ___ __30 〜 120 개/분 폭 22-127 높이 19〜89 길이 57 〜254



精機㈱와기鋼 I휴〃
〈정부승인〉

천세 nH 크마 자동수축포장기
AUTOMATIC SHRINK PACKING MACHINE
제품의 집적（集積）에서 수축필름포장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自動化）

■ 인건비절감 ■포장원가절감 ■ 내장품 도난방지 ■ 미려한포장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 （mm）

폭 높 이 ' 길이 （공급방향） I

PSW-200
15회/분

200 200 300

PSW-400 300 250 450

A천세산업주식회사
C니EON SEI IND. CO., LTD.
포장기 사업본부 : TEL ： (02)717-0351 FAX : (02)719-81 시



다仃 泄1 se/pack ■窜gxught ■用Ml涙 se/pacx hichught ■日彫颂 serpack h^ch^cht ■国酹靈 s
21 세기를 내다보는 포장방법

m러즈트即치
PALLET STRETCH 포장기

크린래퍼 라운드(ROUND)

크린래퍼 롤(ROLL)

크린래퍼 FA(FullAuto) 턴테아블

크린래퍼 라인(CONVEYOR LINE)

크린스트레치 필름

I 소재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thylene線狀 저밀도 폴리에틸렌)

2. 종류

폭 (mm) 300, 500, 1,000, 1,500
두께 (〃) 15, 20, 25, 30
길이 (m) 500, 1,000, 1,500, 2,000

지관내경 (mm) 50, 76
포장물의 종류, 크기등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두께 폭, 길이 및 신축 

성, 점착성 등을바꿀 수있습니다.

3. PALLET STSETCH 포장의 특성 

종전의 포장(밴딩, 상자등)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신속하게 대량포장이 가능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원가를 절감시킵니다.

스트레치 필름은 최종 목적지까지 출발할 때의 포장 

상태 그대로 입니다.

스트레치 필름은 어떠한 모양과 형태의 내용물도 포 

장이 가능합니다.

보호(防水, 防汚)包装에도 매우 좋습니다.

(주)크리 馨
서울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니 (무역센타3204 ) 

TEL. (02)551-2060/7 FAX. 82-02-551-1995
본 사 :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572니 TEL. 332-3333〜5
광주영업소 : 광주시 서구 봉선동 994-6 TEL. (062)673-8기9 
대구영업소 :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884-5 TEL. (053)75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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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포장컨 테스트 '90
“본 대회의 선정기준은 포장설계 •기능성 -경제성이 우수하고, 성자원화 및 성력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출판과편

일본포장컨테스트（Japan Packaging Contes히는 일본포장협회（JPI）의 후원하에 2년마다 개최된다•이 대회의 목적은 포장의 진흥 및 개발, 

고품질의 포장 및 포장기술을 일본에 널리 보급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요 특징을 갖는 이 대회는, 일본 포장 분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내용은 '90년 JPC 수상작（43개） 중 21개 작품을 각 부문별로 발췌하여 소개한 것이다.

포장디자인 부문에 주로 작품이 몰려 있는 국내 우수포장전에 한 자극제가 되길 바라며, 기법과 기능성을 갖춘 우수한 아이디어 작품이 

국내에서 많이 도출되길 바라는 바이다. 〔편집자 주〕

• 우수포장에 GP 마크 부여

이 대회는 현 일본의 최고 포장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것으로, 재료•기법 •컨셉트•디자인•물 

류 （P.D） •판촉효과 （S.P） •아이디어 •적합성 ♦다양 

한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입상작에 

우수품질임을 보증하는 GP 마크가 부여된다. 

•우수포장전에 전시

본 대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우수포장전 

및 토코팩（특별룸）에 전시가 가능하다.

• 적정포장의 우수 사례

소비자를 위한 포장설계•기능의 만족도• 

경제성（보관•중량•비용 등）.성자원화 및 

성력화 등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을 상품별로 

우수 적정포장의 실례로서 선정한다. 수송 

측면도 중시되는데, 특히 물적유통의 

합리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 설계〜물류

낱포장〜겉포장, 상업포장〜공업포장에 

이르는 모든 포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대회의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특성은 

설계부터 물류에 이르는 제반사항을 

선정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아시아스타 및 월드스타에 출품

입상작은 아시아스타（APF 주최） 및 

월드스타 컨테스트（WPO 주최）에 출품자격이 

주어져, 세 계 여러 나라의 우수포장과 우위를 

다투게 된다.

■일본상공회의소회장상

워드 프로세서용 리본 

카세트 포장

주 샤프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 리본 카세트의 용도를 소매상에서 

다량으로 다루는 종래의 사무용품적인 위치에서 개인용품적인 품목으로 

바꾸는 데 목적。】 있다. 이 포장의 특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쉽게 팔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워드프로세서 리본 

카세트의 상품 특성에 효과적이며 흥미를 끄는 독특한 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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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포장기술협회회장상

포도주 선물용 포장

Nabatame 디자인 사무실/Kikkoman사/共同印別（书

작은 마분지를 이용한 여닫이 상자의 형태이며, 수입산 포도주 2병을 

동시에 포장하는 간단한 선물용 포장이다. 포장 중앙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파티용이나 선물용으로 좋다. 또한 이것은 여섯 병들이 

세트 포장도 가능하다.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상

코카콜라 350ml 캔 6개들이 포장

（주）To in/（주）일본코^콜라/McCann-타ickson Hakuhodo

휴대용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성을 가진다.

1- 과거의 상품에 비해 공간을 최소화한 6개들이 휴대용 상품

2. 정삼각형의 모형이기 때문에 육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진열이 가능

3. 휴대가 간편

■일본무역진홍회이사장상

포장안내문을 포함한 타이어 밀봉포장

（주） Heis이 Polymer/（ Yokohama Rubber

이 포장은 종전의 종이포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전자동 포장 가능

2- 개봉이 간편함

3. 오랜 이동기간에도 포장이 느슨해 지지 않음

4. 투명하므로 내용물의 식별 용이

■적정포장상

롯데리아 햄버거 포장

（주） Huji Seal/（주） Toppan Printing

이것은 스치로폴로 만든 과거 용기의 대체용품이다. 햄버거 표면의 습기로 

인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열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에 공기유통이 되고 물과 기름을 흡수하는 

특수한 폴리에틸렌을 코팅한 특수 포장재료를 사용했고 전자렌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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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상

SPA 기 0
（주） 台和/（주）Anno Office

■포장기술상

분말 합성세제용 종이 드럼

（주） Lion/（주） Dia Packaging/（주） Lion Engineering

납작한 상품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카드 타입으로 양면설계로 내용물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며, OPP 필름에 의한 포장으로 산뜻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편 판매물에도 이용된다

합성세제용으로는 처음 사용한 종이용기로 완전히 밀봉 주입된

종이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마지막 사용까지 좋은 조건의 세제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해 나가면서 윗부분을 제거하여 용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3- 이미 사용한 용기를 겹쳐 사용함으로써 용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포장아이디어상

Toki-Meki 상자

（주） The Pack

기존의 장식용 케이크 상자에 비해 케이크를 쉽게 넣고 뺄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휴대용 손잡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열려진다. 이것은 장식용으로도 효과적이다.

■패키지디자인상

2개의 백열전등 포장

（주） 도시바

이것은 많은 양의 백열전등을 겹쳐 쌓아 올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포장으로 백열전등의 삼차원적 빈 공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전기 부품가게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포장기술j 48. 1991. VOL. 9 69



■물적유통상

Hira-Con Sheet Box 시리즈

（주） Aono

재사용이 가능한 이동용 상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사용후 한 장으로 분해된다.

2. One Touch 방식으로 간단하게 분해되며 간단하게 조립된다.

3- 물이나 기름에 강하며 가볍다.

4. 색깔이나 크기의 조정이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식품부문상

디스플레이용 특별 상자

（주） Nakano Vinegar/（주） 大日本印刷

작은 봉투 형태의 포장물을 진열하게 위해 장식상자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상자의 윗부분이 잘려지고 양 옆은 물결 모양으로 잘려져 상자의 

안쪽으로 접혀진다. 이 물결모양은 상품을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는 디스플레이에 효과적이다.

■식품부문상

식용유 용기 “Pyu-Pyu”

（주） 아지노모도

새로 디자인된 식용유 용기로 한번 누를 때마다 唔의 기름이 나온다. 

주방용, 식탁용 등 용도가 광범위하다.

■식품부문상

즉석 식품 용기 'Takitate lchiban,

이것은 고온♦고압으로 요리된 증기쌀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쌀 제품이 

담긴 용기이다. 이 용기는 약간의 산소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온도에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고 가스차단성이 크다. 밖에서 쉽게 열 수 있고 

안에서는 잘 열리지 않는 봉함 타입으로 전자렌지에 사용 가능하고, 

즉석에서 데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쌀 제품 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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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품상

전자렌지용 플라스틱 용기

（주）Nakamuraya/（주）Furubayashi Shiko/（주）Lining Container

전자렌지 열에 견디는 종이와 플라스틱의 혼합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로 

카레라이스、스튜（Stew） 그리고 하이라이스 등을 요리하는 데 적합하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살균•소독이 가능하며, 질소살균법에 의하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2. 올레핀 냄새의 흡수로 인하여 카레의 맛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용도의 방향용 다중 폴리-프로필렌 용지가 사용된다

3. 특별한 종류의 소리표시기가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열되어 

요리과정이 완전히 끝났을 때 소리를 낸다. 이것은 많은 양의 증기가 

일정범위에 도달하여 밖으로 내품는 소리이다.

■ 식품부문상

1.5 리터 술용기

（주） Hosakawa Yoko

청주 용기로써 알루미늄 필름이 포함된 주름진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형태의 용기이다.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고 재밀봉이 가능하며 사용 후 쉽게 

버릴 수 있고 냉장고에 쉽게 보관할 수 있으며 냉동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현대적 감각과 유행감각을 강조해서 디자인했다.

■식품포장상

Calpis 선물포장 F30

（주）Calpis 식품공업/（주） Dentsu/（주）Design Mak/（주）Fuji Se기

이것은 선물로써 아름답고 신선하며 우수한 용기를 테마로 디자인하였다. 

전통적인 맥주병 형태의 돌출부가 없는 슬림형이며, 장식용 상자의 흰 

라이너（Liner） 위에 불규칙한 패턴이 그려져 있다.

■화장품부문상

Albion Exsia

Albion Cosmetic/（주） Yoshida Industry/（주） Yoshi no Kogyosho/
（주）Suzutake Glass/（주） Asahi Printing & Packaging

기본적인 톤은 도시적 감각과 기술을 갖는 심플한 디자인이다. 바닥은 

소리이 나지 않게 처리하였으며, 가볍고 원터치（One T이ich） 방식의 뚜껑을 

사용하였고 화장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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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부문상

휴대용 냉장백 “Petit Cooler”

（주） Ushio Marine

■의약품부문상

하이씨 엘 （Hicee-L）

（주） 다케마약품공업

이 휴대용 냉장백은 쇼핑백을 연상케 한다. 표면은 알루미늄 타입의 

광택이 나는 폴리에틸렌 재료로 만들어졌고 얼음 대신에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여 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단점 없이 장시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컴팩트하여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가 편리하다.

생산성과 상품의 보호 습기방지 그리고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한 간단한 모양의 포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외부상자는 자르는 선을 원터치（One Touch） 방식으로 하여 간단히

개봉할 수 있으며 약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상자의 윗부분에 

끼워져 있다.

2- 10개 알약이 블리스터（Blist）에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그것은 강력한 

방습효과가 있다.

3・ 알약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컨테이너는 뚜껑을 옆으로 밀어서 열며 

한번에 한 알씩 약을 꺼낼 수 있다.

■전기기계부문상

움직이는 스테레오 헤드폰

（주）Sharp/（주）Rengo/（주） Miyajima

■전기기계부문상

에어 체인 (Air Chain)
Shinwa Corporat ion

상품과 포장재질 사이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원통형 포장을 사용하여 이런 타입의 포장이 지닌 전통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했다.

2- 격조 높은 분위기 연출과 컴팩트한 디자인

체인 형태의 투명한 필름 튜브에 공기를 주입시킴으로써 완충재 역할을 

하게 된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원하는 위치에 막바로 주입시킬 수 있다.

2- 일단 공기가 주입되면, 자체 마개밸브에 의해 공기가 빠져 나가지 않는다.

3. 사용후, 공기를 빼면 백（Bag）은 쉽게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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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기의 개발 사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식생활 변화-새로운 식품용기 개발（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하고, 간편성과 

보존성을지님）”

출판과편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와 함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선보인 

것이 바로 여기 소개된「베르데•렌지폿트 

시리즈」와「KP-CAN」이다.

「베르데•렌지폿트시리즈」는 

미국에서 개발 - 제조된「렌지폿트 용기」 

를 채용한 것으로,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의 포장용기 

이다. 간편성과 보존성이 높은 용기 

（수지로 된 11층 중 2개의 차단층 구성）를 

채용, 맛있고 다양한 메뉴 등을 모토로 

하여 상품개발이 진행되었다.

「KP-CAN」은 하이테크 기술（첨단 

확장법 : CD법）을 적용한 고차단성 

플라스틱 용기로, 금속캔의 대체를 

겨냥하여 개발되었다.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하고 레토르트 적성을 갖고 있으며, 

용기 두께의 균일성 및 형상의 자유도가 

큰 이 캔은 전자렌지 보급율 증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상품의 시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베르데 ・ 렌지폿트 시리즈」와 

「KP-CAN」과 같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편집자 주〕

「베르데 • 렌지폿트 시리즈」의 개발

일본 식생활의 변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경향으로는 i ）독신 생활자 및 야간 

취업자의 증가, ii）주부의 취업률 상승, 

市）여가활동의 다양화, iv）학원생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했다.

• 아침.점심•저녁 등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적어진 대신, 밖에서 서로 

다른 메뉴의 식사를 할 경우가 많다.

• 외식이 늘고, 테이크아웃의 반찬 및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식품이

보편화되고 있다.

• 주부의 조리시간이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소득증가로「食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부가 집에 없을 때 자녀가 혼자 

식사하는 기회도 늘고 있다.

• 일정한 생활패턴（정시에 일어나, 

정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무너지고, 식사시간이나장소도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식생활 

변화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금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식품의 

시장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식품시장의 변화 및 요구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것이 바로 

「베르데- 렌지폿트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에는 비프카레와 포테이토 등이 

있는데, 비프카레는매운맛• 약간 

매운맛•고기 위에 밥이 얹어진 것• 

볶음밥 형태 등 4종이 있고, 

포테이토는 소스（버터 또는 토마토）를 

바르거나 소보로（잘게 썰은 계란 

부침에 일식 소스를 첨가）를 얹은 것 

등 3종이 있다. （총 7종 ）

「베르데 - 렌지폿트 시리즈」의 

상품 컨셉트

전자렌지로 火）초 내지 2분만 데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 제조된「렌지폿트」 

용기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전자렌지 

대응상품에는 없는 장기 보존성을 

실현할 수 있었고 종래 레토르트 

파우치 용기와는 달리 컵（Cup）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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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그대로 식기로 사용할 수 

있고 스푼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비프카레의 경우는 유럽식（과일이나 

스파이스 포함）과 중국식（밥이 첨가）이 

있어 소비자 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포테이토 역시 메뉴가 

다양한데, 특히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이태리식 라비오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처럼 상품 메뉴가 

다양한 것이 바로 이 상품의 장점이며 

특징이라 하겠다.

이 상품의 주된 판매대상은 젊은 

층이다.특히 아르바이트•공부•여가활동 

등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일하는 

주부의 경우는 자기가 없을 때 

자녀들이 식사하기에 적합한 식품으로 

여기고 있다.

「베르데•렌지폿트 시리즈」상품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용기 

디자인 및 상품 내용에 특히 역점을 

둔다.

용기의 특징

용기 구성은 알루미늄의 개봉용이형 

（Easy Open） 뚜껑과, 플라스틱（수지） 

몸체에 Over Cap이 붙여져 있다. 

（그림 1）

사용된 용기는 미국의 용기 메이커가 

개발한 가스차단성이 높은 수지로, 

11층의 시트를 열성형하였고, 그 중 

2개 층이 차단층이어서 

밀봉성이 높고 맛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상미（賞味）기간은

오버 캡

〈그림 1> 용기의 구성

약 12개월 정도로 본다. （그림 2） 
전자렌지용 용기이지만, 권체식 

（巻締式 : 감아서 조이는） 뚜껑이기 

때문에, 기존 통조림 생산라인에서 

양산（量産）이 가능하다• （고속으로 

감아서 조이는 것도 가능）

또한 용기의 안정성이 우수하여 

전자렌지로 가열시에도 가열 불규칙에 

의한 전도（転倒）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균일한 전도）

용기 외측은 발포재로 수축 처리되어 

있어 전자렌지로 가열한 후, 바로 손으로 

집어도 화상의 염려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용기가 

컵（Cup）형으로 되어 있어, 

종래의 레토르트 파우치와 비교하여 

조리가 간단하고, 짜내는 수고가 

필요 없으므로 사용하기에 편하다. 또한 

컵 용기를 그대로 식기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식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 

금후 레토르트 파우치를 대신할 수 

있는 포장형태가 되리라 생각된다.

금후의 전망 및 과제

「렌지폿트 시리즈」의 경쟁상품은

차단층

〈그림 2> 용기의 절단도

레토르트 파우치에 들어 있는 카레나 

밥 종류로서, 전자렌지나 오븐토스터 

에서 조리되는 제쑴이다. 밥 종류는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고 시장규모 

（일본）는 500억엔 정도이다.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나, 사용자는 

레토르트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펴가를 갖고 있다.

• 레토르트 제품은 일반 조리식품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 중탕하기가 귀찮다.

• 짜내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 내용량이 적다.

그런데「렌지폿트 시리즈」는 이같은 

마이너스 측면을 보완하고 있어, 특히 

젊은층의 반응이 좋다.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싼 것이다.

전자렌지 대응식품의 시장규모는 

다소 하향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렌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성을 우선했기 때문에 보존성이 

낮은 용기를 채용한 결과 풍미가 

떨어져, 맛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소비자들 사이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74 「포장기술』48. 1991. VOL. 9



따라서「렌지폿트 시리즈」

개발시에는 “맛있는 것을 만든다:

“보존성이 높은 용기를 채용한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품개발을 

진행시켰다.

여러 번에 걸친 풍미실험을 통해, 

젊은 세대의 미각에 맞는 맛을 

만들었고, 보존성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보존성 높은 수지용기「렌지폿트」를 

채용하여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했다.

아직은 관동甲信越 지방에 한정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렌지폿트 용기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의 과제는 

인식도를 높이는 일이라 하겠다. 새로운 

포장형태가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TV 광고 등을 통해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열성 플라스틱 캔「KP-CAN」

개요

「KP-CAN」은 三菱化成（书와 

三菱樹脂（주）가 공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이테크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고차단성 

플라스틱 용기의 명칭으로, 90년 9월 

宝幸水産（주）이 처음 채용하여 시장에 

선보여졌다.

다음에서「KP-CAN」의 제조기술•구성 

및 물성•시장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하이테크 기술

「KP-CAN」에 적용된 하이테크 

기술은 금속캔의 대체를 겨냥하여 

개발된 시트 성형법의 하나로 그 최대 

특징은 첨단확장법 （Cuspation Dilation 
Technology : 이하 CD법이라 약기）이다. 

〈그림 1〉〜〈그림 3〉에 CD법의 

성형상태를 나타냈다.

보통 프라그 어시스트 성형에 

있어서 프라그는 원판（原反） 시트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트를 잡아 

늘이는 것 뿐이나,CD법에 있어서는 

양산（傘）의 살（Ribs） 부분에 블레이드라 

칭하는 나이프 모양의 금속구를 부착한 

특수한 프라그를 사용하여 원반 시트에 

대하여 수직 및 평행방향의 두 방향으로 

시트를 잡아 늘인다. 이 결과, 보통의 

프라그 어시스트 성형품에서는 측벽부에 

비하여 밑부분이 두껍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CD법에서는 블레이드 

선단의 원반 시트 잡는 위치를 

조절함에 따라 측벽부와 저부（底咅E）의 

두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저부가 쓸데 없이 두껍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좌굴（座屈）강도를 높이기 

위한 측벽부의 후육화（厚肉化） 및 

용기 내부 감압시의 저부 변형에 의한 

흡수를 위해서도 좋다.

하이테크 기술에서는 압출기와 

성형기를 직결値結）한 소위 인라인

（In Line） 성형을 행하고 있다. 보통의 

시트 성형법에서는 시트 취급시 원반 

시트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없으므로 

심교 （深絞） 용기 •후유厚肉） 용기와 

같은 성형에 제한이 있었다. 

하이테크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심교성형 및 후육성형도 가능하다. 

인라인 성형에서는 용융（溶融）성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용융성형된 

용기는 재가열시 변형이 적으므로 

레토르트 살균에도 적합하다.

하이테크법 성형기로서는 다수의 

금형을 무한궤도상 （Caterpillar）으로 짜 

넣은 연속식의 기계밖에 개발되지 

않았으나, 최근 간헐식 소형 성형기가 

개발되었다. 대형 시장에서는 연속기로, 

시장개발 단계에서는 소형 성형기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이테크 기술은 성형의 하드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고 원료수지선정• 

시트구성 결정 ・시트성 형 기술•제품사양

-연신 블랭크（Blank） 
립 （Ribs）의 형성 시작

一캠（Cam） 팽창

-블레이드（Blades） 형성

— 厂 블레이드 팽창

.一—; 연신 시작

_ 립의 컨트롤

틴 베이스

（Thin Base）
냉각된 

캔 벽

〈그림 1> 연신（Stret이I）의 초기 〈그림 2〉블레이드의 팽창 〈그림 3> 연신 완성（진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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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제꿈쑴질보증 등은 하이테크 

기술 범위 밖에 있다.

「KP-CAN」은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일본 三菱化成 및 

三菱樹脂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캔이다.

「KP-CAN」의 구성 및 물성

「KP-CAN」은 시 작기 （試作機） 에 

의해 성형되는 단계에 있고, 시트 구성은 

PP/접착층/EVOH/접착층/PP이다. 금후 

본격적인 설비 도입시에는 물성향상 및 

경제성 추구라는 점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 시작품의 크기 등은〈표 D과 

같다. CD 성형품의 크기•형상은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트레이형・ 

런치볼형•사각형•육각형•팔각형•구형. 

각추형 등 여러 가지 형상의 용기가 

성형 가능하다. （사진 1 참조）

KP-CAN의 산소차단성은〈표 2〉에, 

레토르트 전후의 치수변화는〈표 3〉에, 

그리고 KP-CAN의 좌굴강도는〈표 4〉에 

각각 나타냈다.

KP-CAN의 특징

금속캔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 전자렌지 가열이 가능하다. 

b・투명용기이며, 내용물이 보인다. 

c• 형상의 자유도가크다.

d• 형상의 선택에 의해 식품 대체성을

〈사진 1>
여러 형상의 성형이 
가능한 KP-CAN

〈표 1>「KP-CAN」의 표준 크기 일람표

기 호 CH-3 C-4 C-6 C-200

내경 （内径） mm 74.1(301) 74.1(301) 74.1(301) 52.3(202)

깊 이 mm 34.4 113.0 59-0 104.3-
측면두 께 mm 0.7 0.7 0.7 0.7

캔 외경 mm 77.2 77.2 77.2 56.0

캔 내경 mm 0.6 0.6 0.6 0.6

용 적 ml 122.0 462.0 233.0 208.0

중 량 g 8.0 21.0 12.0 12.5

식품캔규격의 근사 크기 平 3 호관 4 호관 6 호관 200g 관

〈표 2>「KP-CAN」의 산소차단성 〈표 3> 레토르트 전후의「KP-CAN」의 치수변화

※ （조건 : 23℃X 캔 안팎 모두 100%RH）,n = 5 평균치

처 리 시 료.
산소투과율

CC/Can, Day, Atm CC/m2, Day, 02, 100%

레
토
 르
 트
 
前

KP CAN 

(EVOH 10%)
0.004 0.97

KP CAN 

(EVOH 15%)
0.003 0.84

레
토
 르
 트

後

KP CAN 

(EVOH 10%)
0.057 15

KP CAN 

(EVOH 15%)
0.030 7.9

※ 비고 : 초발。2=0.005% 레토르트 = 23℃X40min
캔 안의 용량 = 233ml （레토르트 살균후 2일째 시 즈｝） 

캔의 표면적 =185cnf

시 료

몸체 직경 높 이
체적수축 

%No.
레토르트 

前（mm）

레토르트 

後（mm）
No.

레토르트 

前（mm）

레토르트 

後（mm）

KP-CAN 

(EVOH

10%)

1 75.11 74.73 1 61.14 61.10

—0.96

271.4ml

268.8ml

2 75.15 74.75 2 61.14 61.10

3 75.16 74.84 3 61.08 61.03

4 75.19 74.82 4 61.12 61.06

5 75.30 75.05

6 75.24 74.95

X （레토르트 조건 : 123℃X40min） 
충전시 치수변경 6m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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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P-CAN의 좌굴강도

시 료 조건
좌굴강도〔단위 : kg）

빈 캔 물 충전시

KP-CAN 

(EVOH 10%)

23℃ 121 149
60℃ 60

비고 : 물충전....... 180ml

압축속도 • • • 10mm min

부여할 수 있다.

e. 형상의 선택에 따라, 빈 캔의 

보관면적을 줄일 수 있다.

£ 형상의 선택에 의해,충전캔의 

스페이스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g•경량이다.

h•가연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시트 성형법 용기에 대한「KP-
CAN」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용기 •두께의 균일성

b• 연신된 통（筒）의 형상품

c 깊이 （'深絞） 성형된 형상품이 된다.

& 후육（厚肉）용기가 된다.

e.SPPF법 용기와 비교하여 레토르트시 

변형이 적다.

£ 이중권체 （二重卷締）에 적합한 

용기이다.

「KP-CAN」의 시장

일본의 차단성 플라스틱 용기 

시장으로는 된장•제리•과일•완두콩・ 

스프•소스•전자렌지 식품 등이 있으나,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탈풀 오픈（Metalful 
Open ： 감아서 조이는）의 뚜껑이 붙은 

런치볼형 용기가 최근 수 년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용물은 

경식 형（軽食型）의 조리식품으로, 

전자렌지로 가열한 후 먹는다. io대의 

중간식（조•중•석식 이외의 식사）이나 

직장에서의 중식용으로 이용되며, 

전자렌지 가열의 간편성을 십분 

활용했다. 미국•캐나다 다음의 

전자렌지 보급율을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작년（。0）부터 

런치볼형 용기에 들어 있는 조리식품이 

개발되어 호평을 얻고 있다.

일본의 전자렌지 보급율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정도이고, 

전자렌지 가열형 조리식품도 금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의 

전자렌지 식품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나, 레토르트 적성이 있는 

용기로서 권체뚜껑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충전식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또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전업（專業） 주부의 감소, 독신가정의 

증가는 조리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식생활 측면에서의 식품（조리식품） 

다양화를 진전시키는데,「KP-CAN」은 

이같은 흐름에 알맞는 용기로 

평가된다.

영상자료실 이용 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은디자 

인 •포장전문자료실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의 디자인 •포 

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 

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영상 자료실 

은 도서 자료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 

로서, 슬라이드•비디오 테이프•마이 

크로'피쉬 • 마이크로 필름등 첨단 영 

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 서비스 안내

열 람 료 : 무료

열람시간 :평 일09：30〜17：30

토요일 09： 30〜12 ： 00

자료복사:실비 복사

휴 관 일:국경일•공휴일

소장자료

— 국내외 디자인 •포장 관련 자료一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쉬 （석 •박사 학위논문）

•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

문의

정보자료부 자료실, 전화 76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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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低）
''팰리트에서의 고정방법에는 밴드걸이 방식 •미끄럼 방지재 삽입 방식 •풀로 붙이는 접착 방식 •박스테（枠） 

방식 . 랩 방식 등이 있다，，

（社） 일본포장기술협회

3.8 물품 자체의보강과고정

고정만으로 보호하는 포장인 경우도 

완충포장시 물품 자체 이손부의 보강- 

지지고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송시의 

제품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조소• 불상 등에 포목을 감는 

수단（방법）도 물품 보강책의 하나라 

말할 수 있다. 상의 각 부분을 

곡선으로서 생각하면, 凸 - 凹 양표면에 

있어서의 섬유응력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포목감기는 효과적인 보강이라 

할 수 있다.

3.8.1 힘의 전달

물품의 가동부분은 이미 여러 곳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속 브라케 나사, 

목재 블록, 골판지 블록, 경질의 발포재, 

감압 테이프, 스트렙 등에서 제지한다. 

가동부나 변위하기 쉬운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 2 차충격 - 

변위에 의한 영구왜곡（찌그러짐） ・ 

항복점 등 파손 유인（誘因）이 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중심의 

위치에서 하중을 강도강성이 있는 

구조의 부재에 전달（부하）하는 조치를 

취한다.

내부의 주요부는 각부가 베이스에 

파스너로 고정시키고 있다. 수송중의 

수평응력에 대해서 각 부는 모멘트를 

받고, 파스너는 전단（剪斷）을 받는다. 

여기서 응력을 구조에 전달하여 

포장용기의 고정 지지재를 지나 힘을 

전달하여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 

목재 이외의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지탱한다. 공간을 충전하는 것이므로 

치과의사가 이의 틈새에 세우는 

아마르가므와 같이 내확성으로 

고화（固化）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포장재로는 개제（開除）의 

용이성도 바랄 수 있다.

고밀도의 발포재 （FIP를 포함）, 목재, 

골판지 접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은「쐐기」형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물품이 소형으로 6면에 충격받을 

우려가 있으면, 6면에 이 대책을 

강구한다. 가동부의 대상은 

회전운동이나 평행운동을 하는 

부분 등이다.

3.8.2 지지보강과제진（制振）

물품의 내부에는 요소의 부착부분 

（지지）에 몇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a） 서스펜션형 （그림 1의 a） 

（b） 페데스탈형 （그림 1의 b） 

（c） 편지량（片持梁 : 컨티레버）,

（그림 1의 c）
가장 안정이 부족한 것은 질량이 

가장자리 끝에 모여 있는 경우이다. 

⑶는 진자（振子）로, （b）는 역진자로 

거동을 나타낸다.〈그림 1〉의 （a）（b） 

（c）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제지하고, 

무게가 무거운 경우에는 단단한 재료로 

지지한다.

양단고정, 양단지지량（梁）이 있어 

하중도 등분포, 집중（복수의 경우도 

있음） 하중이 있을 수 있다. 

이차원적으로는 주위를 고정 또는 

지지한 방형（方形） 또는 원판 위에 

하중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셔츠 위의 변압기나 인쇄배선기판 위의 

한류선륜（塞流線輪）이나 포텐셔메타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도 밑에서 

지지할 필요가 있다.〈그림 2〉에 

양（梁）을 나타냈다.

평편발조（平扁發條）나 코일발조, 

진동을 일으키는 헤리칼발조, 또는 

이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탄성부분에 주의한다.〈그림 3〉에 

나타냈다. （a）의 평편용수철과 같은 

형에 HDD나 FDD에 있어서의 읽고 

쓰는 검출부（Read & Write Head Asm.） 
가 있다.

HDD 와 같은 회전부를 갖는 

기기에서는 사용시의 방진을 위해 

고무로 탄성지지하고 있다. 

（力이것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의 

브라켓이나 나무의 쐐기로 그 동작을 

죽이고 고정하는 처치를 취한다. 

브라켓은 물품 설계시 전용 

쉬핑부분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8.3 형상을보호하는지지 

예를 들면 도전재료를 조립한 

시트상의 물품이나 인쇄배선을 응용한 

것 같은 플렛 케이블 등 단순하게 둘로 

접는 핀치가 일어나는 물건에는 

구부러지는 부분（굴곡부^ 내측에서 

곡율（曲率）을 갖는 내장재를 받쳐서 

지지 • 고정한다.

생활에서 구매하는 아파렐 제품이나 

신발에도 형태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지지재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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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물품 내부 요소의 부착（지지）부분 형태

꽃집에서 꽃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성수지로 된 망（Net）상의 

캡을 씌워, 탄성으로 보호 지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상업포장 분야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나, 공업포장과 

물품의 상품가치의 보호는 중요하므로, 

물품을 용기 내에 세트할 때에 

고려한다.

팰리트에서의 고정기법

4.1 포장화물의 고정

팰리트 상에서 포장화물을 고정시켜 

화물의 허물어짐을 방지하려면 우선 

팰리트 상에서 물품을 집합포장해야 

한다. 집합포장이란 무엇인가 ? 

ns에서도 이에 대한 혼란을 엿볼 수 

있다. 1974년에 제정된 JIS Z 0108 

（포장용어）에 의하면, 집합포장이란 

「화물취급 운반작업의 기계화를 꾀하기 

위하여 복수의 포장화물을 그냥 그대로 

뭉뚱그리든가, 아니면 팰리트나 스키드 

상에서 매만져 하나의 대형화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1985년에 제정된 JIS Z 0111에 

의하면,「복수의 물품, 개장（個裝） 또는 

포장화물을 1개의 대형화물로 유니트화 

시켜 기계에 의한 취급에 적합하도록 

한 포장을 말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표현이야 어떻든 취급면에서 

기계하역이 대상이 되는 집합포장에서는 

포장한 상자 등의 포장화물을 팰리트 

상에 쌓는 방법과, 빈 캔이나 병을 그냥 

슈링크 포장 또는 스트레치 포장으로 

팰리트 상에 쌓는 방법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포장화물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에 팰리트 

상에서의 고정방법（짐 허물어짐을 막는 

방법）, 결속재（結束材） 등의 고정을 

위한 포장자재, 끝으로 후자의 슈링크 

포장 및 스트레치 포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4.2 적재패턴

팰리트 상에서 포장화물을 고정시킬 

경우, 우선 주의할 것은 팰리트의 

적재패턴이다. 이 적재 패턴에 따라, 

포장화물의 안정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 

적재패턴은 기본적인 것으로서 

블록쌓기, 엇갈려쌓기, 기와쌓기 및 

핀호일쌓기가 있으며, 변형적인 

것으로서 스플리트 쌓기가 있다.

4.2.1 블록쌓기

각단（各段）의 쌓기의 형태와 방향이 

전부 같은 방식이어서 막대쌓기 또는 

줄쌓기라고도 한다. （그림 4）
가장 간단한 쌓기 방식이지만 

수직방향으로 각기 독립하여 쌓아 

올려진 형태이므로 포크리프 작업시 

쉽게 짐이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내작업을 행할 경우라도, 

가령 최상단（最上段）을 머리띠 형태로 

띠를 두를 필요가 있다.

4.2.2 교호열（交互列）쌓기

홀수단과 짝수단을 서로서로 90° 
방향으로 바꾸어 쌓아 올리는 

패턴이다. （그림 5）
이 방식은 짐이 허물어질 염려는 

없으나 정방형 팰리트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4.2.3 기와쌓기

홀수단에서는 가로 세로 엇갈려 쌓고, 

짝수단에서는 180° 방향을 변경시키면서 

교호（交互）로 쌓아올리는 패턴이다. 

（그림 6）
기와쌓기 방식과 흡사하므로 

기와쌓기라고 한다. 이 방식도 짐이 

허물어질 걱정은 없으나 

교호열쌓기와는 달리 장방형 팰리트에 

적용된다.

4.2.4 핀호일쌓기

정방형 팰리트에 대한 적재패턴이다. 

중앙에 공간이 있어 바람개비 형태와 

비슷하므로 핀호일쌓기라고 한다.

（그림 7）
홀수단과 짝수단은 서로 방향이 90° 

달라진다. 중앙의 공간이 작을수록 

적재효율이 높다. 즉, 길이와 너비의 

차이가 적을수록 적재효율이 높다. 

이 방식도 짐이 허물어질 걱정은 없다.

4.2.5 스플리트쌓기

이 패턴은 기와쌓기의 변형이며 물품 

상호간에 공간（균열）이 생기므로 

스플리트쌓기라고 한다. 장방형의 

팰리트에 사용된다. （그림 8）
이제까지 다섯 종류의 적재패턴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실제로 팰리트에 

붙여 쌓을 경우, 보통 홀수단과 

짝수단과는 90° 정도 방향을 바꾸어 

쌓음으로써 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한 상자의 압축강도는 벽에 

의지하여 구성되고 있으므로 블록쌓기 

경우에 가장 강하다. 상호간에 적재를 

변화시키는 다른 적재패턴에서는 

압축강도는 본래의 50% 정도로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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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팰리트 적재패턴 （JIS Z 0111）—

〈그림 6〉기와쌓기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용물이 캔일 

경우, 직접 캔 자체로 하중（荷重）을 

지탱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내용물에 직접 하중이 걸리면 

형편상 좋지 못할 경우에는 상자의 

압축강도를 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4.3 고정방법

팰리트 상에 집합포장된 포장화물은 

전체적으로 고정 또는 결속 등을 

행하여 짐이 허물어지지 못하게끔 

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정방법으로서는 밴드걸이 방식, 

미끄럼 방지재 삽입, 풀（糊）로 붙이는 

방식, 랩 방식네토 슈링크 필름 및 

스트레치 필름으로 포장하는 방식） 등이 

있다. （표 1 참조）

4.3.1 밴드걸이 방식

이 방식은 상자에 포장된 짐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밴드걸이 방식으로는 수평 

밴드걸이 방식, 수직 밴드걸이 방식이 

있고 한줄걸이,두줄걸이 등이 있다. 

이것들은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로서, 

1자 （字）걸이 형, 2자걸이형, 우물정자형 

등이라고도 한다. 밴드를 거는 방식은 

적재한 짐의 안정도, 구성된 짐의 갯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밴드걸이 

방식은 가장 간편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상자가 작고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초의 대강（帯鋼）은 합성수지 

밴드로 절환（切換）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강을 사용하는 시기나 포장화물의 

코너를 보강하고 싶을 때는 수직 

코너에 세모건 （巾）을 대는 수평 

밴드걸이 방식이 이용된다.

4.3.2 미끄럼 방지재 삽입 방식

이 방식은 포장화물이 자루에 들어 

있다거나 혹은 완전한 직방체 （直方体） 

가 아니고 몇 단 쌓아올렸을 때에 

앉음앉음이 바르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경사대（傾斜台） 

를 사용하여 팰리트 주변을 높게 하고 

화물을 안쪽으로 경사시켜서 짐이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는 주변 （周辺） 

업 （Up） 방식이 있다. 또 포장화물들 

사이사이에 종이,상자, 연질 우레탄폼

등을 삽입하여 수평이동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 시트 삽입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궤짝에 

있어서는 자루들과 비교하여 수송중의 

진동으로 튀어오르기 쉽기 때문에 

효과는 적다.

최근에는 상자에 넌슬립 니스 

（끈적거리는 타입과 끈적거리지 않는 

타입과 그 병용（併用）이 있음）를 칠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수평진동에는 효과가 있으나 

수직진동에서는 효과가 없다.

4.3.3 풀로 붙이는 접착 방식

〈표 1〉（6）의 풀로 하는 접착방식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도 싸며 

짐붕괴 방지효과도 상당히 커서 상자의 

경우 채택되고 있다. 이 방식에

80 「포장기술』48. 1991. VOL. 9



〈표 1〉팰리트 상에서의 고정방법

평가항목

고정방법 -一一一一―一

평
짐의 붕괴방지 효과 자 재•기 기

경비의 

평 가

밴
드
걸
이
 
바

。시
！"

（1）수평 밴드걸이 방식 解

△

밴드를 건 부분은 덜 헐거워졌으나 

걸지 않은 부분은 헐거워지기 쉽다.

PP 제 밴드 

PE] 밴드 

대강（帶鋼） 

폴리 끈

O

（2）수직 밴드걸이 방식

△

수직진동으로 인한 혼들림은 억제할 수 

있으나, 밴드 수가 적으면 사이로 

튀어나온다. 또한 수평 방향의 충격에 

약하다.

O

（3）각（角） 대기 수평 、 
밴드걸이 방식 窗參 △

수직진동에 효과가 있으나, 상자수가 

많으면 사이에서 튀어나온다. 또 

수평방향의 저항성은 있으나, 충격에 

대한 복원성은 결여된다.

⑴，⑵와 같음.

파이버 옆대기, 알미늄 옆대기, 

나무 옆대기, 플라스틱 옆대기, 

판지 옆대기

△

미

끄

럼

방

지

삽

입

 
방
식

（4）가장자리 UP 방식

§ 
__

△

수직진동에 의한 튀어오름은 있으나 

팰리트 중앙으로 짐이 모이고자 하여 

짐의 붕괴를 어느정도 방치한다.

경사대（傾斜吉） 등

O

（5）슬립방지시트
삼입방식 牆

△

수평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연질 우레탄 폼 

양면 골판지

1 넌슬립 니스
△

풀
로
 
접
착
한
 
방
식

⑹풀접착방식 鱷

O

수직, 수평 모두 내진성（耐振性）이 

있고, 충격에 대한 복원성도 있다.

핫멜트 수지 

냉간 접착제

O

⑺수평 밴드걸이 、
풀접착방식 第极 ◎

풀접착보다 내진성•복원성이 있고, 

만일 풀이 일부 떨어져도 수평밴드에 

의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

(1), (2), (6)과 동일

O

박
스
테
 
방
식

⑻박스테（枠）방식
窮

◎

짐붕괴 방지의 효과가 크고, 다른 

형태의 물건과 같이 적재할 수 있다.

박스 팰리트 등

X

랩

방 

식

⑼네브방식 圖

◎ 

___

짐붕괴 방지의 효과가 크고, 다른 

형태의 물건과 같이 실을 수 있음.

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망 

합성망
X

（10）슈링크 방식 的
팰리타이즈 화물이 체화（体化）되卫一로 

짐붕괴 방지효과가 크다.

PE 슈링크 필름 

슈링크 터널 

핸드 슈링크

（11）스트레치 방식—S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리타이즈 화물이 체화되므로 짐붕괴 

방지효과가 크나, 슈링크 방식보다 

약간 못하다.

PE 계팔름厂 

스트레치 포장기

사용되는 풀은 수평방향으로 미끌어 

지는 데 대한 저항력은 강하나, 

팰리타이즈할 때의 수직방향의 

박리력이 약한 특징이 있다. 마찬가지 

목적으로 핫멜트를 쓸 수도 있다. 

이것은 포장화물 표면에 칠하여 화물 

상호간에 서로 접착되지 않고 화물 

표면의 마찰력을 늘임으로써 짐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풀바르기 및 핫멜트 

방식은 그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상자표면에 풀자국을 

남기거나 상자면을 손상시키는 결점이 

있다. 또한 수평 밴드걸이 풀접착 방식은 

짐붕괴 방지효과를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풀바르기와 밴드 

걸이를 병용하는 방식이다.

4.3.4 박스테（枠） 방식

박스테 방식은 보통 팰리트에 짐을 

적재하는 것과는 달리〈그림 9〉에 제시 

하듯이 팰리트에 상부 구조물의 테가 

있다. 이 테의 재질은 강판제이며 

붙였다 떼었다 하는 식과 접는 식이 

있다. 박스테 방식은 서로 다른 

형체와도 한데 섞어서 실을 수 있어 

짐붕괴 방지의 효과는 크지만 가격 및 

작업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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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랩 방식

이 방식에서는 네트（그물걸이） 방식, 

슈링크 방식, 스트레치 방식 등이 

있다. 네트 방식은 항공화물 수송의 

팰리트 로드의 고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적재한 짐에 그물을 

씌우고 밑단 끝을 팰리트의 엣지에 

고정시킴으로써 부정형（不整形）의 

팰리트 로드의 짐붕괴를 방지한다. 

그물의 재료로는 무명끈, 합섬끈 등이 

쓰이고 메쉬는 적하（積荷）의 탈락을 

방지하는 정도의 거친 것도 무방하다.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항공수송 

이외에도 팰리트 라프네트가 개발되고 

있斗.

이것은 그물눈（綱目） 구조이기 때문에 

결로（結露）나 응축의 문제는 없다. 이 

고정 방법은 하물에 네트를 씌우고 전용 

클립으로 네트를 결속시'키다.

슈링크 방식은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팰리트 위의 포장 화물 전체를 

덮고 이것을 슈링크 터널로 가열한 

다음 필름과 팰리트 로드를 일체화 

시키는 방법이다. 때문에 방진（防塵）, 

방수효과에는 뛰어나지만 고온에서 

열처리되기 때문에 상품 및 용기의 

재질에 따라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치 방식은 스트레치 필름의 

한끝을 팰리트 로드에 고정시키고 

잡아당기면서 팰리트 로드에 감는 

방식이다. 슈링크 방식과는 달리 열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비가 

간단한다. 슈링크 방식 및 스트레치 

방식 모두 짐붕괴 방지의 목적에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점이 있다.

4.4 고정을 위한 포장자재

포장화물을 팰리트 상에서 

고정시키기 위한 포장자재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결속재, 미끄럼 

방지재, 풀접착제 등의 대표적인 것에 

대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4.4.1 결속재

포장에 있어서 결속의 역할은「묶음」, 

「다발만들기」,「보지（促持）」,

〈표 2> PP 밴드 사양

폭 （mm） 권장（券長 : m） 파단강도 （kg） 파단신도（%） 곤포（梱包） 단위 용착강도（%）

12 2,500 100 25 2,500m X 2권（내 경 250mm） 70

15.5 2,000 130 25 2,000X2권（내 경 250mm） 70

19 1,700 150 25 1,700m X 2권（내 경 250mm） 70

청, 황, 버】이지, 빨강 녹색 등이 있음.

〈표 3〉대강의 종류, 인장강도, 신장（伸張）（JIS G 3141）

종류

儀才오쯴험 

께구

기 호、삔、、

인장강도 

（kg/mm2）
신 장（伸張）（%）

인장시험

0.25 이상
Q25 이상

0.40 미만

0.40 이상

0.60 미만

0.60 이상

1.0 미만

1.0 이상

1.6 미만

1.6 이상

2.5 미만
2.5 이상

1 종 SPCC （28이상） （32 이상） （34이상） （36이상） （37이상） （38이상） （39이상） 5 호 

압연방향 

（圧延方向）

2 종 SPCD 28이상 34이상 36이 상 38이상 39이상 40이상 41이상

3 종 SPCE 28이상 36이상 38이상 40이상 41이상 42이상 43이상

비교） 1.1종은 원칙적으로 인장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문처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괄호 내의 

수치를 적용시킨다.

2. 두께 0. 60mm 미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장시험을 생략한다

3. 이 표는 너비 30mm 이상의 것에 적용된다.

4. 3종의 표준 조질（調質）의 강판 및 대강으로서 비시효성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공장 

출하 후 6개월간 비시효성을 보장한다.

〈표 4> 대강의 조질 구분（JIS G 3141）
재 질 구 부 조질기호

표 주 조 질 S

1/8 경 질 8

1/4 경 질 4

1/2 경 질 2

경 질 1

「하급성（荷扱性）」,「짐붕괴방지」등을 

뽑을 수 있다. 포장용 결속재는 종래부터 

새끼줄, 삼줄, 면로포, 종이끈 밴드, 

대강（帯鋼） 등 천연재료가 쓰여 

왔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팰리트의 적재 짐붕괴 방지용 

결속재에 대해서 소개한다

4.4.1.1 폴리프로필렌 밴드

일반적으로 PP 밴드로 불리우며 현재 

모든 결속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PP 밴드의 특징은 가볍고 파단 

（破斷）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또 

내수성•내약품성이 좋으며 착색성이 

뛰어나 색상에 의한 상품 구분이 

간단하다.

표준 타입은〈표 2〉와 같다. 

그리고 밴드의 접합은 시일（Seal） 
금구（金具）든가 아니면 열용착（熱溶着） 

에 의한다.

〈그림 9> 박스테 팰리트

4.4.1.2 대강（帶鋼）

대강은 주로 나무상자 포장, 베 일 

포장（섬유원료나 제품을 내용물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압축하여 포장하는 

것） 등에 사용된다. 대강은 광택대강과 

혹피（黑皮）대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강이라고 하면 광택대강이 주로 

쓰인다. 대강은

냉간압연가공 （冷間圧延加工） 을 

실시하여 제조하며 코일 상태로 

공급된다. 대강에 대해서는 

일본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으며 

〈표 3〉에 종류• 강인성 • 신장성, 

〈표 4〉에 조질（調質） 구분을 

표시하였다.

포장용 대강으로서는 1종의 Sp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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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응력특성

〈표 5> 나일론 밴드의 강도

폭 

酬）

두께 

(mm)
인장강도 

（kg）
파단신도

（%）
용착강도 

（kg）

12 0.6 200 20 120

12.5 0.8 280 20 250 초
기
장
력
보
지
율
(
%
)

100 J

〈표 6> 폴리에스텔 밴드의 강도

폭 

(mm)
두께 

(mm)
인장강도 

（kg）
파단신도

（%）
용착강도

（kg）

12 0.5 250 12 200

16 0.4 300 12 240

16 0.5 350 12 280

16 0.6 400 12 320

19 0.5 400 12 320

19 0.6 500 12 400

대강

폴리 에스텔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초기장턱 200kg）

10 20

시간⑴

〈그림 I I〉응력완화특성

〈표 7> 자동 결속재용 폴리끈의 강도

재 질 중량 (kg) 권수（ m） 인장강도（kg）

PE
2 3,000 18

2 2,200 24

PP

2 2,800 22

2 2,100 33

5 4,400 40

Spcc-S 및 2종의 Spcc-A, Spcc-S에 

상당하는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강의 두께는 보통 0.2, 0.4, 0.6, 0.9 
및 1.2mm, 폭에 있어서는 10,13,16,19 
및 22mm이다. 대강은 주로 기계류의 

나무상자고리짝, 강판（鋼板）, 철강제품 

등 중량물 고리짝에 사용되고 있다.

4.4.1.3 나일론 밴드

나일론 밴드는 대강 대신으로 중량 

포장물, 대형 포장물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일론 밴드의 특징은 탄력성이 

풍부하여 헐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강의 약 60% 강도（強度）인 

인장（引張）강도 38kg/mm2 를 보유하고 

있다. 가벼우므로 내（耐）마모성, 

내굴곡성, 내열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耐候）성 등에 뛰어나다. 또한 

세로로 쪼개지는 일이 없으므로 

강도저하는 없다. 나일론 밴드의 강도는 

〈표 5〉에 나타냈다.

4.4.1.4 • 폴리에스텔 밴드

폴리에스텔 밴드는 나일론 밴드와 

마찬가지로 대강 대신 중량 포장물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스텔 밴드의 

강도는〈표 6〉과 같이 인장강도가 크고 

덜 늘어나므로 짐이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내후성, 내약품성 등에 

뛰어나 세로로 쪼개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각종의 플라스틱 밴드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그림 10〉에 각 밴드의 응력을, 

〈그림 11〉에 응력완화특성을 제시하였다.

PP 밴드는 인체（引締） 초기에 높은 

신장성을 보여주며, 각부（角咅B）의 

강도에 저항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인체（引締） 보지력이 저하한다.

한편, 나일론 밴드는 고도의 초기 

신장을 보이고, 조이는 보지력이 PP 

밴드와 비교하여 우수하나 

각부（角咅E）의 강도 및 강인성에 

뛰어나다.

폴리에스텔 밴드는 강도, 인체 힘의 

지속성, 각부의 강도 등이 뛰어나며 

플라스틱 중에서 장기 보관 

결속재로서는 가장 뛰어나다. （표 6） 
그러나 폴리에스텔 밴드는 다른 

플라스틱 밴드와 비교하여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가령 포장화물 일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겼을 경우, 

밴드가 추종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면에서의 인체력은 

작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밴드는 각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할 때

종류의 선정이 필요하다.

4.4.1.5 폴리로 된 꼰（據） 꼰

폴리의 꼰 끈은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플로필렌（PP）을 튜브 

상태에서, 또는 플랫 상으로 짜내어 

성형시킨 것으로서 열연신（熱延仲）을 

가하여 강도를 높이고 다시 꼰（Twist） 
것이다.

PE 및 PP 끈은 천연 소재의 끈에 

비해 가볍고 인장（引張）강도・ 

결속강도가 크며 잘 늘어지지 않는다. 

또한 흡습성이 없고 내수（耐水）, 

내약품성이 뛰어나다. 착색이 자유로워 

상품 식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일축（1軸）에 

연신배향（延伸配向）되어 있으므로 

종（縱）방향으로 찢어지기 쉽다는 것이 

큰 결점이다.〈표 7〉에 자동 결속재 

용으로 사용되는 폴리끈（Twist）의 

강도를 일례로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PP 끈은 PE 끈과 

비교하여 인장강도가 크다. 또한 

마찰저항이 크므로 잘 미끌어지지 않고 

맺음매는 풀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계결속의 경우, 가는 노즐 

가이드를 통과하여 고속도로 

결속되므로 마찰이 크다는 것이 결점이 

될 경우도 있다.

맥주 및 청량음료의 플라스틱 상자를 

팰리트 적재할 경우, 상자 자체에 

스타킹성이 있으므로 블럭쌓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짐이 쪼개진다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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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최상단의 상자에 폴리끈을 

감고 있다. 기계적성상의 차이는 

있으나 PE 및 PP 끈이 사용되고 있다.

4.4.1.6 점착（粘着） 테이프

제지업계에서는 팰리트 상의 짐붕괴 

방지책으로 슈링크 포장, 스트레치 

포장, 밴드걸기 및 폴리끈 걸기가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때로는 점착 

테이프로 결속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제품의 최상단에 널（天板）을 덮고 밴드 

걸이 및 폴리끈 걸이를 행하는데 

널판지를 쓰지 않고 밴드 걸이 및 

폴리끈 걸이를 시행하면 결속된 부분, 

특히 각부（角咅E）의 용지에 주름살이 

잡혀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판지 봉함 등으로 사용되는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결속한다. 그러나 

접착 테이프를 떼어낼 때 재료 파괴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

4.4.2 미끄럼 방지재

미끄럼 방지재로서는 크라프트 자루 

밑에 까는 것과 넌슬립 니스를 상자 속에 

인쇄하는 방법이 있다.

4.4.2.1 미끄럼 방지시트

4. 3. 2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변（가장자리） 업（叩） 방식에서는 

경사대가 사용되고 있다. 경사대는 각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며 

공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슬립 방지 시트로서는 

양면골판지, 연질（軟質） 우레탄폼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들에 관해서도 

제품규격은 없다.

4.4.2.2 넌슬립 니스

이것은 골판지 밑바닥에 넌슬립 

니스를 인쇄하는 방법이다. 넌슬립 

니스로서는 점착 타입과 비점착 타입이 

있다. 점착 타입으로서는 핫멜트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EVA 
（에틸렌산비공중합수지）인데 타크성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비점착 타입으로는 콜로이드 

실리카계（실리카 입자가 물리적으로 

맛물려 마찰계수가 향상）와 0P 니스계 

（오버프린트）가 있다. 0P 니스에는 

잉크의 베이스가 되는 수용성 수지인 

스틸 렌아크릴산 수지, 스틸 렌마레 인산 

수지가 주성분이어서 점착성이 없으며 

블록킹의 가능성도 없는 반면 미끄럼 

방지 효과도 적다. 따라서 쌍방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점착성이 있는 

EVA와 비점착성의 딱딱한 스틸렌 

아크릴산 수지 등을 혼합함으로써 먼지 

부착이나 블록킹이 적으며 우수한 

미끄럼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넌슬립 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끄럼 방지효과로서는 경사법의 미끄럼 

각도로 표시하면 무처리（無處理）가 약 

20°에 대하여 처리품은 35〜40°이다. 

넌슬립 니스는 골판지의 

재료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일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상하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밴드를 병용하는 일도 있다.

4.4.3 접착재

골판지 제품의 짐붕괴 

방지용으로서는 대개의 경우 핫멜트가 

사용되고 있다. 핫멜트는 

간편하고 그入七 두 싸지만 작업시 

골판지 면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핫멜트 외에 특수하지만 일부 냉간 

접착제도 사용되고 있다.

4.4.3.1 핫멜트

주성분은 에틸렌산 비공중합 수지이고 

도부（塗付）온도는 약 150〜180℃ 로서 

고화시간은 분위기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고화시간은 0〜40℃, 

30〜 90초이다. 나중에 떼어냈을 때 

골판지 표면이 파괴되므로 상품가치가 

손상된다.

미끄럼 방지효과는 온도에 

따라 변하며 온도가 낮아지면 핫멜트 

수지는 딱딱해져서 효과가 떨어진다. 

미끄럼 방지효과를 정（靜）마찰계수로 

나타내면 5℃ 에서 0.8〜 L0, 20℃ 에서 

1.6〜 1.8이어서 온도가 높은 편이 

미끄럼 방지효과가 크다. 칠하는 양은 

일반적으로 O.15g（5cm 길이 비드상）의 

것을 4〜8점에 칠한다.

4.4.3.2 냉간접착제

주성분은 변성 초산비닐 수지 또는

변성 아크릴산 에스텔 수지계 접착제 

이다. 핫멜트와 비교하여 고화시간은 

길지만 칠한 뒤 1〜3분 정도 지나서 

작업하면 운반할 수도 있다. 이 냉간 

접착제의 특징은 수평방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트럭 수송시 짐의 

붕괴를 방지한다.

또 팰리타이즈 때 걸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재료 파괴가 없고 벗겨낸 뒤의 

풀자국도 그다지 눈에 띠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골판지의 경우는 점도부 

（点塗付）, 크라프트 자루의 경우는 

면 （面） 도부이다.

냉간 접착제의 접착방식은 

일본 담배（株）의 담배상자갑, 

식염（소금）의 크라프트 종이 주머니 

등으로 실용화되고 있다.〔계속〕

한사람이 지킨 질서, 모아지면 나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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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제조이론과 응용 (IV)
''골 양면에 라이너를 접착시키는 장치를 양면기라 하는데, 골 양면에 라이너를 동시에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면기에서 만들어진 편면 골판지의 다른 한쪽에만 라이너를 접착시킨다 ”

김 순 철 한국지기공사 대표

양면기 (Double Facer)

I • 양면기란 ?

골 (Flute)의 한쪽면에만 라이너가 

접착되어 있는 골판지를 편면 골판지라 

하고 그것을 만드는 장치를 

편면기 (Single Facer) 라 하는 것에 

대하여 골의 양면에 라이너를 

접착시키는 장치를 양면기라 부른다.

그러나 양면기는 골의 양쪽에 

라이너를 동시에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고〈그림 1〉과 같이 편면기에서 

만들어진 편면 골판지의 다른 한쪽에만 

라이너를 접착시키고 있다.

II. Single Facer와 Double 
Facer의 접착방법

Single Facet■의 접착방법은 접착의 

3대 요소라 볼 수 있는 가압(加圧), 

가열(加熱), 접착력 중 충분한 가압과 

가열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접착이 

용이하나 Double Facer의 경우는 골이 

압궤(圧潰)되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그래서 Sigle Facer에 사용되는 호액보다 

점도와 농도가 높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소의 조정 미숙에 의해서도 

많은 접착 불량이 발생한다.

Single Facei•에서는〈그림 2〉와 같이 

하단 Roll의 A점에서(Open Time) 
B점에 이르는 시간(Open Time)이 

극히 짧아 호액이 건조되거나 수분이

골심지의 내부에 흡수되어 버릴 

위험성이 적다. 실례로 200m 분속의 

경우 Flute Roll의 직경이 400mm라면 

Open Time은 1/10. 6 sec(0. 094 sec)에 

불과하다.

0314
「丁 200m X60sec)

〈그림 1> 양면기에서의 골의 접착

(하단 롤 A 점에서 B 점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 호액이 건조, 수분이 골심지 내부에 흡수될 위험이 적음)

〈그림 2> Single Facer의 하단롤

또한B점에서 C점까지의 

가압시 간 (Close Time)은 1/ 166sec 
(0.006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하 

Roll이 충분한 압력(3・ 5kg/cm)으로 

가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170℃ 
이상의 고온으로 가온하고 있어서 

접착이 잘 된다. 그러므로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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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r용의 Glue는 Double Facer용의 

Glue보다는 낮은 농도와 낮은 점도 

그리고 낮은 Gel Point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Double Facer Glue 와 별도로 

제조 사용하여 Glue 소모량을 절감하고 

있는데 그 비 （比）는 A골일 때 대략 

Single Facer에서 4g/m2, Double 
Facer에서 6g/m? 가 되고 있다. 또한 

하단 롤과 Press Roll 간의 압력은 

충분하므로 Glue 가〈그림 3〉과 같이 

Flute Tip의 좌우로 밀려 나가고 Flute 
Tip에는 거의 Glue가 없게 되는 소위 

Killing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과다한 압력은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Flute Tip 에 Glue 가 묻은 

점에서부터 라이너에 접착하기 전의 

Open Time 중에서는 Glue 중의 수분이 

다소 골심지에 흡수되지만 너무 낮은 

속도로 운전할 때는 너무 많은 물이 

흡수되 어 버 려 Close Time 중 Glue가 

Swelling되는데 필요한 물이 없어 접착 

불량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Single 

Facer에서의 접착은 Flute Tip 양측의 

Shoulder 같은 침투접착과 Flute Tip 과 

라이너간의 계면접착으로 된다. 이 

중에서도 접착력의 대부분은 

계면접 착력 （Liner와 Flute Tip 사이） 

이므로 Flute Roll과 Press Roll 간의 

압력이 과다하여 풀이 Tip 양측으로 

밀려 Killing 현상을 일으킨다면 

접착력은 약해진다.

A-Flute의 접착강도는 IBkg/cm? 

이상（편면 Pintester）을 요하며, 이만한 

강도를 얻는데 이론상 필요한 Glue 
양은 2 〜 3g/n?로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Single Facer에서의 Glue는 Double 
Facer용보다는 저점도이어야 하지만 

너무 점도가 낮아〈그림 4〉와 같이 

Flute Tip의 양측에 Shoulder가 생기지 

않거나 Glue球가 한쪽으로만 밀려서 

일방（—方） Shouldei■를 일으키면 

접착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저점도의 Glue 중에 있는 

수분은 유동성이 좋아서 고점도 Glue 
속의 물보다 쉽게 종이에 흡수되어 

버 려 압력 과 열을 받는 Close Time 
공정에서 Swelling될 물이 없어 

건조되어 버린다. 이런 제품은 Over 
Bridge 상에서 뜨거울 때는 잘 나타나지

〈표 1〉S/F와 D/F의접착 차이점

S/F side D/F side

접착양식 계면 （界面） 침 투

접착방법 가 압 용 착

접착형식 Shoulder 전 면

Killing 과압시 발생 없 음

Open Time 0.094sec O.45sec

Closed Time 0.006 sec • 6 sec

않지만 냉각되면 빠시락 빠시락 

거리면서 잘 떨어진다. 반대로 점도가 

너무 높으면 종이 속으로 침투하기 가 

어려워 계면접착만 일으키고 접착력이 

약해진다. 대체로 Single Facer에서 

Flute로 된 골심지의 Flute Tip 온도는 

78 〜 84℃ 정도여서 Glue 의 Gel Point는 

56 〜61℃가 적당하다.

그러나 가성소다 등의 과용으로 

Gel Point가 55℃ 이하로 된다면 Glue 
중의 Main Part 가 Open Time 중에 

Swelling 되어 버려 라이너와의 접착력이 

약하게 되고 Glue Line 이 백색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Gel Point 가 너무 

높으면 Open Time에서 Swelling이 전혀 

없어 접착력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작업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Fingerless의 

경우는 점도가 낮으면 Flute Roll의 

흡인력에 의해서 Glue가 Flute 

Tip 에서 골의 Shunk쪽으로 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그림 4〉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

Fingerless용은 Finger Type 에서 보다는 

약간 높은 점도의 Glue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ouble Facer의 경우는

〈그림 5〉와 같이 A,B간의 거리가 1.5m 
이상이어서 Open Time0] 0.45sec
（트 븑 X60）가 되고 BC의 Close

1 2
Time은 3・ 6sec （느 而 X60）나 된다 

그래서 작업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짐에 

따라서 Open Time 내에 있는 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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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수분이 건조해 버리거나 골심지 

내부로 침투해 버려서 접착이 어려운 

때가 있고, Close Time 구간에서는 

골이 압궤（圧潰）되기 때문에 열판에 

골판지를 강하게 가압할 수 없어서 

좋은 접착을 얻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Single Facer 측은 Hard Touch이고 

Double Facer 측은 Soft Touch 
접착방식이다.

더욱이 Close Time 초기에 엉성하게 

접착된 것이 Close Time 후반부를 

지나면서 박리된다면 골판지가 받는 

열에 의해서 풀이 건조되어 다시 

접착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Double Facer용의 Glue 는 Single 
Facer 용보다는 농도와 점도가 높아야 

하고 Close Time 구간 초기에 한번 

접착된 것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박리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가압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속 가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Ballast Roll과 

Air Plenum 이다.

III. Ballast R이과 Air Plenum

Double Facer의 Close Time 구간 

접착력을 A-Flute 1 개, 2. 5cm 길이당 

적어도 500〜600g의 접착력이 있어야 

Slitter나 Cutter의 절단구（切断口）에서 

박리되지 않는데 이만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Glue 양은 

3〜 4g/n「로 보고 있다. 그런데 Double 

Facer에서는 접착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압력을 가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강하게 

가압할 수 없으므로 전면적으로나마 

균일하게 가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판상의 골판지 위에 두껍고（10mm 
내외） 단단한 Canvas를 덮고 그 위에 

직경이 적은 Roll을 많이 올려 놓는 

방법으로 가압하고 있는데 이 적은 

다수의 Roll을 Ballast Roll 또는 

Weight Roll이라 부른다.

Ballast Roll은 그 가압력이 어느 

한점에 집중되면 그 자리의 Flute가 

압궤 （圧潰）될 수 있으므로 가압은 

하되 그 가압력이 전면적으로 

분산되게 해야 한다. 또한 그 경이

〈그림 5> Double Facer

Ballast R 에

Canvas
.=二八..八 八 〃 * 八 入“ “ ； ； 】 ] 二二二w—Single Faced Liner
W\A/\/\/\/\A/\A/\A/\A/\/\/W乎一 Medium

Heating Box 丿

Ballast R에 Air Plenum

〈그림 6> Ballast Roll과 Air Plenum

큰 Roll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통도（円筒度）가 좋고 진동 없는 

회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Double Facer에서는 A 골 

양면, B골 양면 또는 AB골 이중양면 

등의 작업이 있고 지폭 또한 변동이 

많으므로 일정한 길이와 중량의 Roll을 

사용함에 따른 가압력 차가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골판지의 

기준 두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Hute 
종별에 따른 열판간의 간격조절이

/叭압축공기

Air Plenum System

Double Faced Liner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압력의 가감을 

위해서는 Ballast Roll 상호간의 간격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압축공기의 압력조절 （Air Plenu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Air Plenum은 Ballast Roll 방법에 

비하여 부분가압이 아니고 전면 

가압이란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소폭（小幅）작업의 경우 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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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兩端）이 특히 많이 눌리는 

점이다. 실지로 Double Facer의 

종단면을 보면, Ballast Roll의 경우는 

지폭이 좁다 해도 Ballast Roll의 양단 

Bearing Housing 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또 Roll 자체가 일직선상이므로 

골판지가 없는 양단을 가압하여 

찌그러지게 할 수는 없지만 Air Plenum의 

경우는 골판지가 없는 양단측을 가압 

변형시킴에 따라 골판지의 양단이 압궤 

될 수 있어 건조시 도망해야 할 수분의 

배출구를 차단한다. 그래서 건조가 크게 

방실（放實）되므로 Air Plenum의 경우는 

가급적 소품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Ballast Roil

Ti

Double Faced 
Liner

——一，一 Canvas
Wngk Faced】"

Srcam Chamber

77/////////////，

167m/분 작업종 열판의

온도가 180℃일 때 골판지 

삭早의 온도

〈그림 8> 골판지 각부（各部）의 온도

Medium
-Double Faced 

Liner
Hearing

侪什卄卄

T2 \「

IV. 열판 （Heating Box）

높은 증기 압력 （12kg/cn?）을 받아 

표면을 질주하는 골심지에 열을 전달해 

주는 Heating Box군（群）을 열판부라 

부른다. 따라서 내촌（而寸） 압력이 

있어야 하고 열전도가 좋아야 하며 

표면은 내마모성이어야 하고 변형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압 객기（客§9에 해당되므로 적은 

규격을 이용하며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해서 주물이나 주철구조로 하고 

내촌마모성과 내압을 위해서 Ductile 
주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열전도 

면에서는 일반 주물에 미흡한 결함도 

있다; 또 제작의 편이상 철판으로 

용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변형과 마모성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골판지의 작업속도는 수시로 변동되고 

사용되는 원지의 지폭이나 평량 수분 

또한 변동요인으로 Heating Box의 일정 

가열은 때때로 골판지의 과건조나 

건조불량을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골판지가 굽어지는 Warp 현상도 

일으킨다. 열판상의 골심지 온도는 

〈그림 7〉과 같이 열판에 들어가면서 

가열되는데 （167m/분, 작업속도 180℃ 
열판온도일 때） 열판 전장（全長） 중 

처음 24% 정도까지는 일직선상으로 

가열되지만 그 다음부터 59%선까지는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도 Ballast Roll이 

가압하는 점이 가압하지 않는 점보다 

대략 4°F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7%에서는 수평온도를 

유지하지만 역시 Ballast Roll 의 

가압점은 높은 온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 때의 골판지 각 부분의 

온도는〈그림 8〉의 A와 같으며 원지와 

골심지 그리고 접착제 중의 수분이 

증발되는 상태를 보면〈그림 8〉의 B 와 

같이 Double Faced Linei•에서 증발하는 

수분과 Glue 중의 수분이 증발되어서 

골심지의 정갱이（Shunk）를 통하여 

습실을 만들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난 

Flute 방（房）은 건실로 바뀐다. 이와 같이 

건실에서 습실로 들어 가는 수분은 

골심지의 정갱이 아래쪽이 윗쪽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골지 （Wally Paper）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래쪽 정 갱이 수분이 

윗쪽 정갱이 수분보다 많다. 그래서 골지 

（Wally Paper） 자체가 건조된다면 

〈그림 8〉의 C와 같은 Warp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습실에 모여든 

수분은 Single Faced Liner로 흡수되어 

Canvas에 이르게 되지만 충분한 

도주로」가 없으므로 Flute를 통해서 

좌우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때 

골판지의 양단 Flute 가 눌려지면 

（Ballast Roll이나 Air Plenum의 부적한 

사용, 또는 Slitter Scorer의 절단방법 

불량） 이들 습기의 도주로가 막혀 

건조를 크게 방해하게 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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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포장 정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포장 정보 회원제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와 혜택을 드립니다.

정보 서비스 방법

종 류 대 상 수 수 료 비 고

가 열람 서비스 회원 •비회원 무 료

나 복사 서비스 〃 A4 ： 60원（1매당）, B4 ： 80원（1매당） 회원 30% 할아」

다 우편 서비스 회 원 복사료에 준함

라 팩시밀리 서비스 회 원 A4 ： 1,000원（1매당） 전국 동일

마 해외 문헌정보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 회 원 자료수집비 + 나 항 또는 라 항 수수료

바 수탁 자료조사 서비스 ______ 회 원 실경비

사 기술 상담 서비스 회원우대 무 료

무료 증정자료

• 산업디자인（격월간） • 포장기술（격월간）

• 디자인.포장정보（월간） • 최신 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 교재（수시）

회원가입

•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A급 회원 …… 단체 및 업체..........연 20만원

B급 회원 …… 개 인..........  연 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소정양中와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유효기 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 경리과 또는 은행 온라인구좌 

조흥은행 325-1-071461 
한일은행 012-158421-01-001

각종 혜택

• CAD 장비 사용（주 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자료복사료 3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 내 할인

• 교육연수 수강료 20% 할인

문의처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0226〜7

Fax ： 02-745-5519

③한구디자으포장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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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 관련 정보 자료

1991년 2,3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신착도서 및 자료

包装関連機器카탈로그 (단행본/88) 
발행처:日報

。회사별 제조기종 일람

。個装関連機器 

。外装関連機器 

。制御関連機器

包裝関連資材카탈로그 ('90)
발행처:日報

。자재별 일람

O 소형 •일반. 자연소재 용기, 유리 병, 

금속관

。지기•골판지

("("용품

。결속재, 완충재, 접착제, 건조제, 

탈산소제,선도유지제 등

NEW PACKAGING DEVELOPMENT
IN EUROPE
발행처 : IOP
。최신 포장사례 연구 

。새로운 포장재료 

。포장과 관련된 기계 및 설비기기

CARTON BOX C90.11)
발행처: (株) 日報

。골판지 전개 도시법

。이동 기록계의 가능성

。지질 시험표 활용법 

。최신 골판지 영업 강좌 

。지기 골판지 산업의 경영 전략

BOXBOARD CONTAINER C90・ 11)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tion 
0미국 Post Machinery사 카톤 

제조공장의 CAD/CAM 제조설계 

시스템 이용

O소비자 구매시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골판지 상자의 그래픽디자인

PACKAGING C90. 11)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O미국의 '90/91 포장산업 현황 

OPVC 용기 사용 목욕용품의 

디자인과 라벨 개선

ODelmonte 케첩의 새로운 

라벨디자인

。미국 최대의 경폴리스틸렌 

재활용센터 LA 에 개설

。노년층 소비자들을 위한 다루기 

쉬운 포장용기

OPack Expo '90 개 최 소식 

。식품과 의약품 포장의 최신 경향

AUSTRALIAN PACKAGING
C90. 11)
발행처 : Bell Publication
。변조방지 기법을 첨가한 의약품 

포장용기

O시각적 효과를 높인 “Tooheys Red” 
맥주 포장용 알루미늄 캔

。서유럽과 미국의 종이 재활용 동향 

。유럽의 폐기물 관리 동향

FOOD & DRUG PACKAGING
C90. 11)
발행처 : Edgell Publication
。생선류의 신선함을 보호할 수 있는 

무균 스킨포장 사례

O경• 연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과

실험

O 재활용 Pallet의 미래 동향

O Polyfoam Packers Corp 의 유리 

샴페인 용기 보호용 Polystyrene 

Two Piece 포장

OWebber Farms Inc 냉동 바베큐 

포장용 자동 진공 슈링크 랩

O미국 소비자들의 마이크로 웨이브 

사용 포장 선호

ASIA PACIFIC FOOD INDUSTRY 
C90. 11)
발행처 ： AP Trade Publication Pte Ltd 
。알루미늄 캔의 음료포장 사용증가 

O인도네시아 최초의 Two Piece 
알루미늄 캔 제조라인

O소비자 구매 선호에 큰 역할을 하는 

포장

O 일본 포장산업의 새로운 도전

PACKPIA C90. 10)
발행처 : (株) 日報

O사회자본의 투자와 포장 폐기물 

021세기 문명시대 신용포장의 조류 

。환경문제를 고려한 유럽의 포장기술 

。포장효과 탐구 

。최근의 기능성 포장 개발 동향 

。포장기기 시장 동향 및 기술 동향 

。살균효과 향상을 위한 밀봉포장 

。상품 기획의 새로운 전략 

。일본공업규격 포장용어

MACPLAS C91.1) 
발행처 ： Promaplast Srl 

• 미국•서유럽•일본의 열성형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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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톤）

구 부
' 미 국 서 유 럽 일 본

1988 1989 1988 1989 1988 1989

LDPE 생 산 4, 720 4, 761 5, 271 5, 204 1, 422 1,657
수 출 471 471 479 438 156 191
수 입 377 404 5, 070 5, 250 1, 332 1, 560
소 비 4, 626 4, 693 5, 070 5, 250 1, 332 1, 560

HDPE 생 산 3, 814 3, 677 2, 652 2, 649 959 1,055
수 출 356 513 194 195 130 162
수 입 42 57 216 260 6 8
소 비 3, 499 3, 221 2,618 2, 720 835 901

PP 생 산 3, 302 3, 286 3, 277 3, 714 1, 559 1,719
人
丁吉 733 641 284 421 137 101
수 입 15 22 64 106 18 91
소 비 2, 584 2, 667 3, 055 3, 350 ! 1,440 1, 709

PS 생 산 2, 355 2, 317 1, 739 1, 755 1, 268 1, 367
수 출 86 150 174 134 179 167
수 입 10 29 37 90 33 42
소 비 2, 279 2, 195 1,658 1, 720 1, 122 1, 242

PVC 생 산 3, 791 3,849 4, 547 4, 614 1,838 1,972
수 출 202 365 268 249 113 99
수 입 52 25 215 315 79 71
소 비 640 3, 509 4, 878 4, 880 1, 804 1,944

출하 동향

T미국• 서유럽 • 일본의 열성 형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위의 표와 

같다.

PACKAGING C90. 11）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미국 포장산업의 미래 동향 

一매년 3.6% 정도 증가를 계속해 온 

미국의 포장산업은 꾸준한 증가 

속에서 각종 포장 재료들의 경쟁이 

앞으로 5년 동안 최고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류별로 볼 

때 플라스틱 재료가 계속하여 이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유리, 금속, 종이, 

알루미늄과 같은 기존 재료들 또한

（단위 : 백만달러）

도 
재료명、'、 1989 1994

판 지 26,174 31,960
금 속 15,616 18,040
플라스틱 13,095 16,315
종 이 4, 860 5,655
유 리 4,592 4,950
목 재 2, 161 2,405
섬 유 693 810

계 67, 141 80, 135

경쟁이 증가될 것이다 

미국의 포장재료 제조업체들은 

1994년도까지 포장재료의 생산을 

위해 1989년도에 투자한 670억 

달러에 19%나 높은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포장용 

플라스틱의 생산은 1989년 100억 

달러에 비해 연간 4.5% 증가한 

13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판지와 몰드 펄프용기의 

생산은 앞으로 5년 동안에 4.1% 
증가할 것이며 전체 판지류 

포장재의 63%를 차지하는 골판지 

상자는 최근에 방수기능을 갖춘 

3000〜 50001b 용량 대형상자가 

개발되는 등 연간 4.9% 증가가 

예상되며, 유리용기는 플라스틱 

용기와의 경쟁으로 이 기간 동안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포장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았다. 

금속캔은 자동판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의 플라스틱 

용기 및 유리용기와의 경쟁이 

가중될 것이며 고차단성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레토르트 

용기와의 잠정적인 경쟁이 가공식품 

포장분야에서 표면화될 것이다.

호일용기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판지나 플라스틱 식품 용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전체 포장산업의 78%가 

소비자포장으로,

이 중 54%가 식품과 음료포장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ARTON BOX （'90・ 12）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유연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개발 동향 

一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의 

개발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가속화되어 LDPE, HDPE, 

PP, PVC, PVDC, EVOH, 
NYLON과 같은 열성형 재료와 

BOPP, High-Molecular Hidensity 
（고분자, 고밀도）, Poly—Ethylene 

（HM——Tubular Quenched 
Polypropylene （PPTQ）, OPET, 증착 

PET 등과 같은 유연복합 필름 등의 

소비량은 2000년까지 기존 

식품포장 시장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기능 접착제가 개발되어 

레토르트 온도에도 충분히 견디어 

감성적인 식품의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용기가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압출 기술개발에 

의한 신재료들은 보다 나은 내구력, 

봉함력, 성형력 등을 갖춘 High 
Barrier（고차단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포장관련 제조업자들과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공압출 EVOH 필름은 

보관수명 증가와 내용물 보호를 

위한 Multiple Paper/Aluminium 
Foil/PE 와 Upgrading Multiple 
Paper/PE 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 

레토르트와 Boil—in—Bag 등의 

고온 충전 포장을 위한 Liner 

Polyolefin과 PP Copolymer가 

개발되었으며 공압출 배접기술은 

필름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PVDC 필름보다 

습기차단효과 5배, 산소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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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가 증가한 새로운 PVDC 
필름이 개발되었으며 레토르트 

가공과 고압살균이 가능한 

의약용품 포장용 PET/고차단 

PVDC/PP 구조의 다층필름도 

개발되었다.

공압출 필름으로 최근에 개발된 

것은 HDPE/Tie/PVDC/SEAL로서 

이 구조는 특별한 기계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습기투과율(WVTR)과 

산소투과율 (OTR) 을 크게 저하시켜 

고온충전식품 포장용 금속캔의 

대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PACKAGING REVIEW OF 
SOUTH AFRICA C90. 11/12) 
발행처 : The Communication Group 
O 남아프리 카 Sasol 사의 세 계 

시장개척을 위해 투자한 

Polypropylene 제조공장

。포장산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PACKAGING ('90・ 12)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제과류 신선도 보호 포장용 배접 

PET 용기

ODuffy 요쿠르트의 포장디자인 

개선

01991년도 세계의 포장산업 예측 

。화장품 포장용 알루미늄 재료의 

분사 용기

MACPLAS C91. 1)
발행처 : Promaplast Srl

0미국, 서유럽, 일본의 성형 플라스틱 

(LDPE, HDPE, PP, PVDC) 제품의 

소비 및 생산 통계

。서유럽의 블로우 몰딩용 폴리머 

소비

。포장산업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전망

。이태리의 고무산업 현황

AUSTR니AN PACKAGING ('91. 1) 
발행처 ： Bell Publication
。지난해 10월 호주 멜번에서 개최된 

Fasson Award 에서 주목받은 

포장디자인 작품 소개

。재활용:비용절감효과

PAPER 디LM & F이L 
CONVERTER ('90・ 11)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tion 
。비용절감 효과의 저온 접착제 개발 

O인쇄기술 개선의 세계적 동향 

。라벨기술 관련 미국의 각종 

전시회에 선보인 최신 기술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 경제적 

인플레 현상 고조

。어류 포장용 산소투과 Surlyn 
포장용기

BOXBOARD CONTAINER (590. 12)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tion 
。카톤산업에서 사용되는 Folder

| 소득은정당하게, 소비는알뜰하耳

Gluers 기술 개발

O 미국의 골판지 상자 및 카톤의 판매 

증가

。그래픽 효과와 색채를 첨가한 

골판지 상자 개발

PACKAGING NEWS C90. 11)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
。냉장쥬스 포장용 알루미늄 캔의 

차단 효과

O각종 소스 포장 용액의 재봉함 

디스펜서

。유럽의 고기술 플라스틱 개발 동향 

。증착필름의 습기 차단

。재활용 음료카톤으로 제조된 가구 

。유리용기 포장용 뚜껑의 컬러 및 

그래픽 효과와 비용절감

。케첩 포장용 투명 플라스틱 용기 

개발

包裝技術C90. 12)
발행처 : JPI
O소비자 포장의 기능적 요구와 변화 

O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판매촉진 효과와 적정포장 

。성자원 포장재료의 적정포장 

。대형 중량 가전제품의 친절포장 

。서유럽과 북미의 환경문제를 위한 

적정포장의 현황

PACI아기A C90・ 11)
발행처: (株)日報

O 일본의 '90년대 포장기술 신경향 

O발효유 탄산음료의 포장개선과

구매심리

。과자류의 포장기획과 판매증진 분석 

。저당(低糖)시대의 포장과 소비자 

감각

。일본의 금속관 포장 현황과 품질 

평가

。자원재생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와 

포장 폐기물

。종이 용기의 상품별 개발과 시장 

동향

。식품포장용 필름의 포장설계 적성

CARTON BOX (590. 12)
발행처 : (株) 日 報

。위험물 포장용기 수송기준 규제 

。소형 자동 평반 타발기의

유효이용과 개발 배경 

。매킨토시 플렉소 디자인 시스템 

O정보화 사회의 색감각과 관리 

。최신 골판지 영업 강좌 : 기업과 

제품의 활성화

。의료 폐기물 처리용기로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

GOOD PACKAGING MAGAZINE 
('90・ 11)
발행처 : Verified Audit Ci「c니ation Corp. 
OTear-Tape-Strip을 사용한 변조방지 

기능성 포장

O Western Kraft Paper Group의 

캘리포니아 박스 공장 설비 및 규모 

。자재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과류 생산업체 Pepperidge Farm 

Inc. 소개

O Tolas Labeling 사가 개발한 분당 

280 가공속도의 새로운 PS 라벨러 

。전자제품의 습기 정도를 나타내는 

SMD Humitector 개발

。스낵 포장용 3층 필름을 대체한 

LLDPE/LDPE 2층 포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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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뉴스

출판과

국내소식

독일 하이테크 박람회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부는 

독일박람회연합회 및 한독상공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울 KOEX에서「독일 

하이테크 박람회」를 개최했다. 

2%여개의 독일 기업이 참가한 이번 

전시에는 첨단산업 관련 제품 및

TECHNOGERMA 
SE0UL91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기계공업과 플랜트 건설부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3개의 특별주제 

전시회와 각종 심포지움 및 

초청공연도 마련되었다. 특별 주제별 

전시회는「학습의 장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라」•「독일의 디자인」・ 

「독일의 환경기술」등으로 꾸며졌는데, 

「독일의 환경기술」에서는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보호 기술에 관한 

내용을 판넬에 담아 소개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총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포장 관련 세미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알루미늄 호일과 스트립 제조

분야의 최신기술과 기술발전의 경향 

OPET 재료 사용과 환경 문제 

。급변하는 세계에서의 금속 용기 

OBASF 폴리스티롤—흥미 있는

포장 방법과 포장 디자인 재료 

OPVC 제품의 생산과 사용시의

환경적 고찰

OPC（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의 

기술 및 발전 동향

。살균 매개체를 이용한 살균된 

환경에서의 무균제품의 살균 포장 

。프로세스 산업의 자동화一기술과 

응용의 경향

동 전시회의 목적이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동반자 물색'이란 점에서 

우리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독일과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관계 강화에 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서울팩 '91 참가업체 설명회

서울팩 '91 참가업체 사전 설명회가 

지난 3월 14일（14:00〜 17:00）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공동 주최로 

KOTRA 대회의실（무역센터 12층） 

에서 있었다.

이날은 서울팩 '% 참가업체 현황 

（국내업체 73개, 해외 4개）을 알리는 

동시에 참가업체 부스를 

확정지었으며, 질의응답 및 전시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오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KOEX 
전시장에서 개최될 서울팩 '91 은 

국내외의 새로운 포장자재 동향을 

비교•파악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물류 

합리화 방향

경영관리 및 영업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통업체들은 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물류센터 건립・ VAN 
（부가가치통신망의 가동 등 

물류관리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시스템一

POS란 “광학식 자동 판독 방식의 

금전등록기에 의해 품목별로 수집한 

판매정보나 구입•배송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정보를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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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각 부문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처리 •가공•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각광받는 

원인에는 1） 다점포망의 구축 ・ 

11）신용카드 이용의 확산•亩） 상권 

세분화에 따른 매줄분배 • 

iv） 상품의 다양화 및 소비패턴의 

개성화 등의 급진전을 뽑을 수 있고, 

업체에서는 성력화（省力化）를 통한 

로코스트（iQWCOSt）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POS의 특징은 1）온라인 

시스템 ・ ii） 리 얼라임 （Real Time） 

시스템 ・ 市） 집중관리 시스템 ・ 

1V）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 ・V） 종합정보 시스템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대부분의 

백화점이 POS 시스템을 도입 ・ 

이용하고 있는데, 롯데의 경우는 

한국데이터 통신과의 연계하에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도 

인공위성으로 신용 현황을 즉시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다.

一물류센터一

물류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상품거래를 도모키 위해 

도매기능을 전담하는 곳인데, 

종합 도매회사의 설립은 유통근대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통업 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이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분야는 신세계가 앞선 편인데, 

모든 전점포에 배송 온라인 시스템을 

완비하여 배송물량의 전산화 

자동분류 및 재고관리 등으로 

상품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아프터 서 비 스센터 의 기 능도 겸 비 하며, 

12시간 내 배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류센터의 종류도 다양하여 단순 

보관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공센터의 기능을 겸하는 곳도 있다. 

-VAN 시스템一

VAN 시스템은 자사 보유 컴퓨터와 

협력 업체의 컴퓨터를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 상호간 

상품의 발주 및 공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협력 업체들은 자사의 각종 자료작성 

및 입력 분류 검색을 비롯, 급여관리 - 

의료보험료•세금정산•각종 경리전표 

발행• 계 정 별 잔액조회• 재무제표관리 

등의 업무도 자동 처리하고 있다.

VAN의 도입으로 유통업체（특히 

백화점）들은 신속 정확하게 협력 

업체의 상품을 발주 •납품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별 납품 상품의 매출 

및 재고정보를 기동성 있게 파악할 

수 있어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상품관리가 가능하다.

편리함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새로운 캔

—Spin Necked in Can—

두산제관은 캔맥주의 고리 및 

외형을 개선, 시판에 나섰다.

고리에는 'Stay on Tab* 방식을 적용, 

고리를 떼어낼 필요 없이 살짝 

잡아당기기만 하면 개봉이 되는데, 

이 방식은 1）간편성, "） 내용물이 

밖으로 튀기지 않음, 亩）안정성 

（기존 방식은 캔에서 떼어낸 부분이 

날카로와 위험함）, iv） 환경보전 

（수거가 어려운 고리 부분까지 

동시에 회수할 수 있음） 등 여러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캔의 윗부분을 오목하게 

오무린 “Spin Necked in Can” 의 

채용으로 인해, 맥주를 마실 때 

입술이 닿는 캔 부분의 감촉을 한층 

부드럽게 했고, 외관상으로도 

안정미와 현대 감각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캔맥주는 전체 맥주 출하량의 

6~7%를 차지하는데, 맥주의 가정 

소비 량 증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려합섬,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공

고려합섬은 3년간의 연구 끝에, 

토양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PHB（Poly-/?-Hydroxy Butylate） 개발에 

성공했다.

PHB의 물성은 PE와 PP의 중간 

정도로, 생물분해성•생체융화성， 

인체무독성•서방성徐放性） 등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용도는 의료용 봉합사 및 피복재, 

화장품 용기 - 자외선 차단제 - 광섬유 

강화제 - 기 억소자 등 다양하며, 

농업용 필름의 경우 6주가 경과하면 

자연 분해된다.

국내에서는 고려합섬 외에도 

대덕산업（주）, 선일포도당（주） 등이 

자체 연구에 의해 분해성 플라스틱을 

각각 개발하여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려합섬대덕연구소 : Tel）252-2877

동아제약, 인도네시아에 유리병 공장 

설립 착수

동아제약은 인도네시아

폴리코프라파社와 합작으로 유리병 

공장 叩丁폴동아프스파글라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총 9백만 달러를 인도네시아 측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액체 의약품 유리병을 

전문 생산하게 되는데, 동아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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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을 국내에 들여와 박카스 등 

액체 의약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91 한국 연포장 기재 총람” 발간

'91韓國軟包裝機材總覽
d Kg —i Mioeryti

한국 포장기술인 협의회에서는 

“91 한국 연포장 기재 총람”을 

발간했다.

분류는 가나다 순으로, 순서는 

알파벳별로 편집되어 있는데, 

이 총람에는 수지 • 필름• 시트• 가공， 

잉크• 접착제• 열성형• 수축라벨 및 

가공기계 메이커 등이 총망라됐다. 

（게재업체수 63개사）

판매가격은 1부당 1만 2천원 

（송료 포함）이다.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사무국:

Tel ）02-780-7472-3

해외정보

PaPro 91

PaPro 91

PaPro %（국제 포장재 생산 및 

제지 • 필름• 호일 생산가공 박람회）이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PacPro에서 PaPro로 전시명을 바꾼 

이 대회는 포장 부문중 특히 

포장재만을 다루는 것으로, 올해에는 

종이 포장재와 포장재의 재활용 기술 

등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EMBALLAGE 90의 개최 결과

제29회 프랑스 국제 포장 전시회, 

EMBALLAGE 90이 작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Paris-Nord/Villepinte 국제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MBALLAGE 90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전시면적 : 92,000m2

— 출품자 : 2,800개사（절반 이상이 

외국 회사）

— 총전시 부스 : 1600 개

— 방문자 : 126,496명（외국 관람자수

20,937명, '88년 대비 20% 증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본 

전시회가 성공리에 진행된 것은 

포장산업의 밝은 미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병포장과 음료（액체）포장 분야가 

특히 호조를 띠었다.

다음 전시는 '92년 11월 12일 〜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실 

국제 전시회부（PROMOSALONS- 
COREE） Tel）乃2-4951

기능성 포장재의 최근 동향

포장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면서, 

특히 식품포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성 포장재 개발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종래에는 PVDC와 EVOH로 

대표되는 이른바「물리적 차단성 

포장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압출가공면에서 차단성 향상의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이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포장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유리（실리카）코팅 차단재와 화학적 

차단성 포장재 그리고 선택투과성 및 

신선도 보존 포장재 등을 뽑을 수 

있다.

이들 포장재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유리 코팅 차단재一

PVDC 및 EVOH 의 산소차단성도 

상당 수준（Icc/m, day, atm, 23℃） 

까지는 왔지만, 유리 및 금속 수준에 

근접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리카 화합물을 PET 필름에 

진공증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PET 필름（12〃）에 5OO-8OOA 정도의 

고순도 Sio （또는 Sio2）를 증착시키면 

A1 증착과 같은 수준의 산소차단성을 

갖게 되며, 빛과 마이크로 웨이브를 

투과할 수 있어 전자렌지 조리용 

식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이 다소 비싸고, 

유리 코팅 포장재는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一화학적 차단성 포장재一

포장내 존재하는 산소를 

화학적으로 적극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화학적 차단재 또는 산소흡수 

폴리머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CMB 사의 산소배 기 필름 

PXBAR”가 있는데, 이것은 PET 
폴리머를 주성분으로 한 산화성 

성분으로, MXD-6을 소량 첨가한 

폴리머 혼입의 촉매로써, 유기 

코발트염을 50〜200Ppm 가했는데, 

이 조성물을 압출하여 연신블로우한 

용기는 내부의 산소를 흡수하여 

제품의 보관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OXBAR의 산소차단성은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데, 이에 주된 

인자는 산소흡수 능력과 

소비 속도이다.

미국의 Aguanautics 사는「Long 
Life」란 상품명의 산소제거제를 

개발•응용하여 산소에 민감한 음료의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산소흡수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효소를 포장재에 가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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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식품 속의 산소와 콜레스트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 개념은 

미국 Phalmacal 사의 것으로 동사는 

Glucose-Oxydase 와 카타라제 

효소로부터 산소제거 포장재를 

개발했다.

—선택투과성 및 신선도 보존 포장재—

선택투과성 포장재란 필요한（또는 

불필요한） 가스성분만을 투과시키는 

고기능성 포장재료, 즉 가스차단성 

포장재가 고기능화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구레아（呉羽）화학은 최근 

보향성과 가스차단성을 공존시킨 

「SM。케이싱」이란 필름을 시장에 

내놓아 특히 식육포장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필름의 특징을 

보면 I）훈연성을 식품에 주며, 

U）그 자체가 2차 포장이 되어 

재포장이 필요 없고, 亩） 저온강도성 - 

치수안정성 •열수축성 •축육밀착성 

등이 좋고, 1V）표면인쇄와 매트가공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Hercules 사는 

미크로폴라스한 PP시트 라벨을 

사용한 야채 선도 보존용 포장 

「Fresh Hold」를 개발했다. 이 개발에 

컴퓨터를 이용, 각종 야채의 종류・ 

중량 • 표면적 - 온도에 따른 호흡속도 

등의 인자를 입력해 최적보존을 위한 

산소투과량과 면적을 구했는데, 

본체 용기의 재질은 경질 PVC와 

HDPE이고, 미크로폴라스막은

PP 연신물이다.

이상에서 기능성 포장재의 최근 

동향을 고찰해 보았다. 앞으로 점점 

고기능성 포장재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폐기물 처리라는 

관점에서는 상반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사실은 성자원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기 및 포장재의 경량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용기의 

혁신적인 디자인 개념의 출현과 

고도의 차단성 재료가 요구될 것이다. 

〔PACKPIA '90년 10월호 “최근의 기능성 

포장재의 개발 동향” 요약〕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실태

일본은 일찍부터「쓰레기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감량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를 가연성 ・ 

재활용•매립 등으로 분리하여 일정한 

날짜별로 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방법의 특징은 D소각의 비중이 

크며 （약 70%）, ii）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주로 매립 

처분에 의존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각 및 재활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80년 14%-》2000년 35%）・ 

병 • 종이 • 금속류 등이 곳곳에 설치된 

회수장치를 통해 재활용된다.

유럽도 쓰레기의 80% 정도가 

매립되나, 소각 및 재활용으로 점차 

방향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축적도 상당히 되어 있는 

편이다. 런던의 경우는 약 40개의 

재활용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회수 이용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후원단체에 

기부된다. 로마는 쓰레기 중 특히 

음식물 찌꺼기의 약 15%를 

동물사료로, 그리고 25% 정도는 

비료의 원료로 이용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매립 93.9%, 

재활용 2.9%, 소각 1.9%, 기타 1.3%의 

순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

소련의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소련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식량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유통시키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 및 저장시설 ・ 

수송수단 등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더욱이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포장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야채는 50%가, 

곡물은 20〜25% 정도가 소비자 손에 

도달되기도 전에 상해버려 폐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시설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식량난 

해소의 한 방편이 되리라 사료된다.

대화는 통일의 길, 통일은 번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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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유럽 디자인•포장시찰단모집
우리 센터는 선진 각국의 디자인•포장산업의 동향및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1년 유럽 디자인•포장시찰단을 모집•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명칭 4•신청방법
⑼ 유럽디자인 •포장시찰단 소정의 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 예약금 납부

2• 기간 （참가 예약금은 300,000원이며 취소시 반환되지 않음）

'91 ・ 5. 26〜6. 4（9박10일） 5• 신청마감
3. 참가비 '91 ・ 4. 27（토）까지 （단, 성원이 되면 기한전 마감

2, 290,000원〔왕복항공료, 숙박비（2인 1 실）, 식비, 현지교통비, 6. 신청 및 문의처
공항세, 보험료에 해당되며 여권 미소지자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여권수속비 추가 부담함〕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0226 FAX ： 02）745-5519

일정표
•-------------
5 26 5/27 5/28 5/29 5/30 5/31 6/1 6/2 6/3 6/4

서울출발 

파리도착

파리시내명소 

견학

로마국제무역 

박람회참관

로마국제무역 

박람회참관

밀라노 

디자인명소및 

업체견학

밀라노 

디자인명소및 

업체견학

PAPRO '91 
（뒤셀돌프 

국제포장 

기자재 

전시회） 

참관

PAPRO '91 
（뒤셀돌프 

국제포장 

기자재 

전시회 

참관

뒤셀돌프출발 서울도착



제25기포장관리사교육 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국내 포장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포장관리, 재료, 기법,실험, 유통,디자인 등포장 전반에 대한 이론및 실무교육을 

실시해 포장전문가를 양성 하고자 한다.

1 •교육기간 : 1991.4.22〜6.3 （토•일♦공휴일은 휴강）

2•교육장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강의실

3•교육일정 : 별표 참조

4•수 강 료 : 250,000원 （부교재 35,000원 별도）

5•수강료 할인 （수강료 250,000원의 20% 할인）

가.우리 센터 포장시험실 회원사 종사자（C회원사 제외）, 

디자인•포장 정보회원 및 회원사 종사자

나. 상공부 지정 유망 중소기업 종사자

다.정부기관, 국영기업체 및 산하연구단체,검사소 종사자

라.센터 디자이너 등록자

마・1개 업체에서 5명 이상 신청시

6•수강신청기간: 1991419（금）까지

7.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센터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기타 관계서류 （할인대상자）

8•제출 및 문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교육연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110-460）

Tel） 742-2562,2563

I x） 745-5519

월 일 시간 과 목 교육 내용 강사
4/22（月） 14:00

15:00
16:00

개강 

오리엔테이션 

포장개론

개강식

센터 및 과정 소개/안내 

포장의 개요및 정의

한종구 

이대성

4/23（火） 14:00
16:00

마케팅 

인간공학

개념 및 전략 

포장과 인간공학

이학식 

이상용

4/24（水） 14:00
16:00

물적유통 I 
포장디자인 I

개념 및 포장과의 관계 

포장디자인 기초이론

박중근 

김지철

4/25 （木） 14:00
16:00

판매시점정보관리 

규격서 （논문） 작성

바코드」POS 시스템 구성 

작성설명 방법

한주섭

4/26（金） 14:00 견학 I Seoul Pack '91 관람

4/29（月） 14:00
16:00

펄프및 제 지 

골판지 I

제조공정, 현황및 전망 

골판지 원지 및 상자설계

신동소 

조병한

4/30（火） 14:00
16:0

골판지 II 
골판지 III

골판지 기계 및 접착제 

골판지 인쇄

김순철 

김 청

5/ 1（水） 14:00 체육대회

5/ 2（木） 14:00 합성수지 I 기초재료 및 물성, 제조 김용길

5 3（金） 14:00
16:00

합성수지 II 
합성수지 III

연포장 가공 

연포장인쇄

최기봉 

신재성

5 6（月） 14:00
16:00

유리 용기 

금속용기

유리용기의 종류및 제조 

금속용기의 종류 및 제조

서준하 

고광민

5/ 7（火） 14:00
16:00

지기 

가공지

지기의 구조 및 설계 

지류 포장재 가공

윤윤배 

손정 남

5/ 8（水） 14:00
16:00

알루미늄박 

포장재료시험

알루미늄박, 증착 등 

포장재료 시 험 방법

장형순 

이명용

5/9•（木） 14:00
16:00

품질관리 

포장표준화

개론및 기법

표준화, 팰 리트 컨테이너

조남호 

공재홍

월 일 시간 과 목 교육 내용 강사
5/10（金） 14:00 견학 II
5/13（ J1） 14:00

16:00
물적유통 II 
물적 유통 in

물적유통시스템, 관리비 

물류현황및 전망

전만술

O 口 一工

5/14（火） 14:00
16:00

방수방습포장 

식품포장 I

설계기법 

기초이론

김영호 

하영선

5/15（水） 14:00
16:00

수출포장

포장화물시험

설계요소 및기법 

시험이론 및 실습

윤석중 

이명용

5/16（木） 14:00
16:00

방청포장（공업）

완충포장 1（공업）

이론및 설계기법

유통환경 및 설계이론

이범성

남병화

5/17（金） 14:00
16:00

완충포장II （공업）

중량물포장 1（공업）

설계기법 

이론및 설계

남병화 

김형빈

5 20（川） 14:00
16:00

식품포장II （상업） 

식품포장 in （상업）

식품포장 실무

1차 식품 포장기법

김덕웅 

공재 홍

5 22（水） 14:00
16:00

포장디자인II （상업） 

포장디자인 iii（ 상업）

컨설팅론

포장디자인 전개기법

장윤호 

김 광현

5/23 （木） 14:00
16:00

중량물 포장 n 
포장디자인 IV

중량물 포장 실무 

개선사례

이광철 

오국영

5/24（金） 14:00 견학川

5/27（月） 14:00
16:00

포장개발시스템 

포장기 계

포장관련 제 인자 분석 

낱포장기계 및 자동화

한종구 

이종각

5/28（火） 14:00 포장공정자동화 자동화 대상및 추진계획 장택 수

5/29（水） 14:00
16:00

케이스스터디 （상업） 

케이스스터디 （공업）

계산문제 연습

//

신성호 

이성남

5/30（木） 14:00 종합질의 응답 박중근

5/31 （金） 14:00 자격시험

6/3（月） 14:00 수료식

한구디자은포장센터
KOREA DESIGN 8 PACKAGING CENTER



— 포장기술 48호 내용색인一

특집 [ /
■ ◎조방지 포장

。변조방지 포장의 일반적 고찰

。개봉성과 변조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포장

。변조방지 포장의 동향一미국을 중심으로

O 변조방지 포장의 실제

—마개에 이용되는 변조방지용 넥 슬리브

-TE 밴딩 （슬리브）과 수축 라벨링의 결합

— 변조방지 용 Tear Tape Strip
— 유리 • PET병에 적용되는 밴드 마개

— Courtaulds 사의 변조방지 필름

丄르 장 71 술 1991. Vol. 9 P14〜P30

특집 n/
■ 미리 보는 SEOUL PACK '91
오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KOEX 전시 장에서 

개최될 SEOUL PACK，91의 Preview.
서울팩의 목적은 포장을 통한 상품의 부가가치 증진 및 

유통 합리화 도모 둥인데, 이번 포장기 자재전은 i）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正） 적 정포장 및 포장의 기능성, 

亩） 포장의 기계화 및 물류 합리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참가업체는 약 80개사로, 

본고에서는 출품물 • 소재지 둥을 간략하게 소개 했음.

브 장71 술 1991. \AI. 9 P31-P52

환경/
■ 독일의 폐기물 처리 실태

독일 연방환경처가 '90년 6월 발표한「포장 폐기물 

처 리 규정 （Verpack V。）」을 중심으로, i） 이 규정 이 

만들어진 배경, "） 폐기물 처리 및 재사용에 관한 

초안, 亩） 이 에 대한 녹색 당의 입 장 등을 다룸.

■ 미래에 제시될 상품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무엇이며, 미래에 

제시될 상품 특성 및 그 구성을 어떠해야 될 지를 

환경과 포장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

厶른 자71 술 1991. Vol. 9 P53-P61

해외정보/

■ 일본포장컨테스트 '90
포장의 진흥 및 개발, 고품질의 포장 및 포장기술을 

일본에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JPI의 후원하에 2년마다 

열리는 일본포장컨테스트（JPC） '90의 수상작 소개. 

수상작 43개 중 21개 작품을 각 부문별로 발췌하여 

게재했음.

포 즈） 71 술 재 8 1991. Vol. 9 P67—P72

해외정보/
■ 새로운 용기의 개발 사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식생활 변화에 의해 새로이 

개발된 식품 용기의 개발 사례. （베르데 • 렌지폿트 

시리즈 및 KP-CAN 등 2종）

베르데 • 렌지폿트 시리즈는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의 포장용기로서 간편성과 
보존성이 우수함.

KP-CAN은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고차단성 

플라스틱 용기로 금속캔의 대체를 겨냥하여 개발됨.

노 장 71 술 1991. Vol. 9 P73〜P77

연재/

■ 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IX）
필자 : （社）일본포장기술협회

팰리트에서의 고정기법 중 포장화물의 고정, 

적재패턴 （블록쌓기 •교호열쌓기 •기와쌓기 • 

핀호일쌓기 •스플리트쌓기 등）, 고정방법 （밴드걸이 

방식 • 미끄럼 방지재 삽입 방식 • 풀로 붙이는 접착 

방식 •박스테 방식 • 랩 방식 등）, 고정을 위한 

포장자재 （결속재 • 미끄럼 방지 재 • 접착재 등） 등을 

다룸.

•낟- 장71 솔 1991. Vol. 9 P78-P84

연재/
■ 골판지 제조이론과 응용

필자:김순철

양면기 (Double Facer)를 다룬 것으로, i) 양면기란 ? ,

ii)Single Facer와 Double Facer의 접착방법, 

iii) Ballast Roll과 Air Plenum, iv) 열판 (Heating Box) 
등을 고찰한 내용.

즌J 71 술 1991. \AI. 9 P85-P88

안내/
■ 국내외 포장 관련 정보 자료

'91 년 2, 3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신착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안내.

■ 국내외 포장뉴스

국내외 포장 관련 뉴스 기사

（전시회 • 동향 • 신제품 등）

•누 장71 金 1991. Vol. 9 P90-P96



TRI-WRLL RRK
AAA 3중 후르트 構造의 Tri-wall pak은 

木箱子를 代身하는 重量物用 3중 골판지

► 運搬費의 節減
나무상자에 比해 重量은 %-% 体積은 

10〜40%減

► 包裝의 簡素化
많은 副資材가 必要치 않으므로 作業費 

의 節減

A作業費의 節減
組立, 包裝, 開包作業時間의 短縮

A耐水,防濕效果
耐水性이 強하고, 内部의 濕氣를 防止 

하므로 나무상자의 弱点을 補完

A品質保證
美聯邦規格 PPP-B-640d를 비롯, 世界 

各國의 政府關係 諸規格에 合格.

A 써비스의 向上
全世界에 連結되어 있는 Tri-wall inter
national net work® 通한 써비스

TRI-WALL(KOREA) Ltd.
트라이-월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동33니 (대농마포빌딩309)

TEL:(02)718-5124.5125FAX:(02)718-5126



91 서물國際包
SEOUL INTERNATIONAL FAC

幾資
EXHIBI

■ Organizer
KOREA TRADE PROMOTION COF H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fl 

■ Suppcirter 
MINISTR Y OF TRADE AN|D INDUSTRY, KO 
korea Association of machinery in

4EAN BROADCA STING SYSTEM, 
)USTRY



—型 .y— 一―〜
고기능 폴리에스터필름 “스카이롤”은 

포장의 고급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성 국내 최초 개발 최대의 설비로 탁월한 
r 안전성 便迎공인 ® 인증획득〕, 

가공적성,작업성을 갖춘 다양한 품목을

■포장용 생산제품 （Skvr 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써비스 신속하고 철저한 B/S, A/S로 고객의 
專구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종 류 TYPE 두께®） 특 성 용 도

1
 

베
 필

SM60 
SP63 
SM65 
8P65

12〜23 
9〜36

12〜23

치수 안정성. 
우수한 작업성

표면 접착성 개선.

의약품포장, 커피포장, 
Retort Po니ches, 
냉동식품포장, 스낵포장, 
액체포장, 벽지 등.

SP88 12〜23 뛰어난 인쇄적성 
（단면 화학처리제품）.

제과포장, 냉동식품포장.

알루미늄 
증착필름

S600

S660

S665

12〜25

12

12

고광택도, 우수한 차단성
고광택도, 우수한 차단성 및 
작업성
三县&로 우수한 차단성 및

작업성

제과포장, 스낵포장, 
면류포장 등.

가공필름

P0F1 135
열봉합성, 우수한 차단성 및 
인쇄적성
（PVDC Coated제품）.

육가공품포장 등.

PCF2 135
열봉합성, 우수한 차단성 및 
발수성

Coated제품）.
슬라이스치즈 내포장 등.

S732 75 대전 방지성.
IC Chip포장, PCB포장, 
기타 정전방지포장.

틑摹事 株式含社 SKC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2가 199T5SKC빌딩 

■ J层 TEL： 756-5151, 6161 • FAX ： 752-9088

■“스카이 롤”전국대리점 : 서울/태림산업 849-7534, 성문전화학（주） 231-7492, 성신우영 （주） 266-9388, 인화사267-6856 
부산/유창사 244T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