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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탈산소제 볼입포장



쉬지 않는 물레방아

주시외사유공

폴리에틸렌 유크레아 
선형저밀도(LLDPE), 중밀도 
(MDPE), 고밀도(HDPE)

폴리프로필렌 유프렌 

호모폴리머 , 임팩트코폴리머 , 
랜덤코폴리머, 랜덤 터폴리머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 

빈약한 자원국일수록

굳건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유공은 원유개발에서 합성수지까지

수직계열화를 아룩하여

어떠한 변화에도 안정공급을 약속드•립니다

21세기의 종합에너지 • 종합화학기업을 추구하는 

유공은 응집된 가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국내 합성수지 산업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洞고 있습니다

굳건한 기업 — , 初과 함께 

안정과 성장을 실현하십시오.



포尊기술 1991 .VOL. 9

목 차

Contents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많은 가공식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식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 및 맛의 보존이라 하겠는데, 이들 위해 

채택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탈산소제이다.

식품의 변질은 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탈산소제는 산화작용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식품의 부패를 방지한다.

본고에서는 탈산소제의 기능과 시장성, 

시판되는 제품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출 판 위 원 : 박한유 • 이태상

기 획 :이돈규• 백영산

편 집 : 김주미

표지디자인 : 백영산

표 지 촬 영 : 황선주

• 격월간『포장기술』동권 제50호, Vol. 9
• 발행인겸 편집인 : 조진회

• 발 행 일 :1991년7월 31일
• 발 행 처 :슨f입匚仄r인모w게빌원
•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702）9461~5, （744）0226-7
시 범 공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제2공단

T이.（856）6101 〜4 （855）6101〜7
부 산 지 사 :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261-8

T 이.（92）8485 〜 7
• 등록번호 : 마시056호
• 등록일 자 : 1983년 2월 24일
• 인쇄 • 제본 : 정문인쇄（주） 정광훈

• 사식•레이아웃:민기획 최종인

본지는 한국 도서 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 새롭게 출발하는「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4
New Start of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기념사 및 축사 （조진희 外）

0「개발원」의 출범과 센터 20년간의 발자취 （편집실）

。개발원에 바란다! （김영호 外）

• 탈산소제 봉입 포장 ....................................................................... 32
Free Oxygen Absorber
0 탈산소제 봉입포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편집실）

0 국내에서 발매되는 탈산소제,「탈산큐」（김연중）

O 탈산소제,「에지레스（Ag이ess）」（播間良彦）

。탈산소제의 시장동향 및 식품의 변패방지 효과 （德岡敬子）

• 진보된 MAP 시스템에 관한 고찰 (wpo).................................. 51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System

•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SHOCKWATCH의 역할 (김기영) ……56 
The Role of Shockwatch for Prevention of Product's Damage

• 물류 합리화를 위한 수송포장 계열 치수 (김흥주)........................... 64
Transport Package Sizes by Modular Coordination

환 경

• 포장/고형 폐기물에 관한 미국 법령..............................................74
Legislation of the U.S. on Packaging/Solid Waste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형 포장사례...................................................79
Case Study of Package to Decrease Refuse

• 지기의 기초(I) ...................................................................82
Basic of Paper Container

• 국내외 포장뉴스...........................................................................88
Packaging News

• 국내외 포장 관련 정보 자료..................................夕.................... 92
Latest Information on Packaging

• 厂포장기술」1 호〜50호 총목차.....................................................96
Table of Contents of Package Engineering Issue NO. 1 — 50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지난 7월 18일자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새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 2의 창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디자인과 포장 부문의 발전을 

위 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하는「개발원」은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디자인계와 

포장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전력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개발원」의 각오와「개발원」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이번호에 게재했다. 또한 50호를 발행하는 

「포장기술」은「개발원」의 출범과 함께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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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조 진 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

디자인 • 포장 활동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주도해 온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가 이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발원의 발족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산업 동향과 소비 패턴의 개성화로 인한 다품종 생산 체제의 

시장 구조에 비춰볼 때 앞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이 

점차 그 비중을 더해 갈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을 

유도키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개발원의 출범은 단지 한 기관의 

변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간 견실한 제조업 기반 위에서 대외 지향적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고도의 수출 신장과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시장이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과 국제무역협정의 진전에 따라 개방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럭의 수출 장벽 속에서 치열한 무역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순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적 첨단 상품 개발과 함께 

산업디자인과 포장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선결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센터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해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개발원의 과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이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하여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개발원에서는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상품의 고유 모델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2,000년대를 향한 전환기를 맞아 변화의 

양*"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생활 羽을 동질화시키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점점 倂卜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첨단산업사회와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무역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과 포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발원뿐 아니라 산학계 

관련 종사자들이 다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며 오늘보다는 

내일입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직시하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과 포장 

산업의 앞날에는 반드시 보다 큰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센터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개발원은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 아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진흥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줄발을 다짐하며 이제 거듭 태어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앞날에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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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사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의 발족을 축하하며

Congratulatory Message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발족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한국디자인 포장센터는 

한국의 포장기술과 디자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특히 수출상품의 

포장과 상품보호기능 개선을 

통해 산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한 센터는 

산업체 종사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포장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나아가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포장守巾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다 확대된 기능과 조직 아래 과거의 이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은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포장기술과 

디자인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한국의 기업이 우수한 포장 

창출을 위한 선도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WPO는 새롭게 출발하는 개발원의 앞날에 항상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포장기구 회장

G. K. 타운센드

I am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offer my best 
wish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 Instit니te 
of Industrial Design and Packaging.

In the past,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packaging technologies and design in Korea, and ha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industry in improving 
the packaging and protection of goods, especially those 
for export. The Center has also been a pioneer in 
organising its series of packaging courses for industry 
people and for students, and in offering a wide range 
of packaging consultancy services in engineering and 
design.

Building on these strengths, with an expanded 
function and structure, the new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and Packaging has an enhanced r이e 
to play in the future, further to develop and introduce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which will confirm Korean 
industry as a leader in packaging excellence.

The WPO offers its best wishes for every access of 
the new venture.

President, World Packaging Organization 

G. K. Townshend

한국 포장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된 것을 최근의 통신 매체 

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한국디자인 포장센터가 보다 

강화된 기능을 가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의 

확대 개편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앞으로 기능과 조직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의 포장산업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포장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I 니nderstand from your recent communication, that 
the name of the Korea Design & Packaging Cenfer 

(KDPC) has been changed to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KIDP).

I am happy that your Institute which has grown from 
strength to strength since its inception has now given 
meaning to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Institute, by 
naming it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기 Design & 

Packaging (KIDP), which is nM)re appropriate.
I have no doubt that the functions and 

the structure of your Institute will expand considerably, 

and thereby contribute to excellence 
in packaging in your country as 
well as the Asian region and the world.

I am sending you my best wish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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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felicitations on this occasion.

아시아포장협회 회장 

스탠리 위크레마레튼

President of APF

Stanley Wickremeratne

업계를 위한「개발원」이 되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출입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낙후된 포장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한국포장기술 협회와 

한국수출 디자인센터가 통합되어 

한국디자인 포장센터가 탄생된 

지 20여년, 디자인과 포장이 

실과 바늘의 개념에서 오늘의 

한국 산업발전과 수출입국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거의 황무지에 서 있는 

포장업계에 우수 포장개발을 위하여 디자인과 포장기법을 

연구하고 전시회, 관리사교육, 규격심의, 정책심의, 해외연수, 

우수포장대 전, SEOUL PACK, 산업디자인전에 이르기까지 

포장산업체의 울타리로써 국내외에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봅니다.

흔히, 디자인 • 포장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줄 모르나 

디자인만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모든 공산품의 형태 디자인은 

물론 이의 포장 • 유통 • 내용물의 선전 등 광범위하며, 포장 

역시 모든 공산품의 포장에 있어 종류별로 목상자로부터 

시작하여 지함 • 직물 • 진공 • 완충 • 방중 • 방습 ♦ 방기 

그리고 플라스틱 • 유리 • 도기 • 캔 ・ 컨테이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 또한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한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모두가 

만족할만한 역할을 개발원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분아이므로 우선 순위의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특히 포장설계를 보면, 상품의 효과면에서 

재료 • 낱포장 • 전시효과 • 내용물의 

이미지 • 디자인 • 적정포장 • 유통관리 시스템 등을 들 수 

있고, 포장재의 가공면에서 수치의 정도 • 물리적 

강도 • LOSS율 • 분단성 ・ 슬림성 • 컬성 - 대전성 • 

인쇄적성 • 후박 - 권취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생면에서 화학성분 • 세균 ♦ 이물질 및 벌레 혼입 • 취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보존성면에서 내용물의 

파손방지 • 온도변화에 따른 내용물 변질 • 산화방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최근 사회성면에서 포장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및 자연훼손문제 • 폐기물의 자연부식연구 

또는 재활용 등의 많은 인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가 

필요시되는, 2,000년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00년대를 대비하는 규모의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의 발족이야말로 가장 유효 적절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새로이 출발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은 유를 창조함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관을 위한 

개발원보다는 업체를 위한 개발원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장 

김선창

우리 고유의 산업디자인 및 포장개발의 활성화를

먼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가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산업디자인 및 

포장개발이 우리 경제의 더욱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포장인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죽하해마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경제는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놀랄만한 경제 신장률을 보이며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70년대 있은 석유파동으로 침체되었던 경제는 '80년대 

들어서 때마침 불어왔던 3저 현상으로 '86년도부터 3년간 

12%를 넘는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주요 

무대로 부상되었고 일본, NICS, ASEAN 등의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이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포장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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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의 통상 압력과 국내적으로는 

임금상승, 물가상승 및 여러 악재가 버티고 있어 포장산업의 

전망이 결코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디자인 및 포장 능력은 선진국 수준을 100으로 

볼 때 73 정도라는 보고가 있고, 특히 상품의 독창적인 

고유모델 비율이 '88년 29.1%에서 '90년대에는 36.3%로 

증가했지만 아직 모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장산업의 진흥, 국제회의 유치, 

GD상품 선정 , 디자이너 등록 및 포장관리사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디자인 및 포장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했던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동개 발원의 규모, 

조직의 확대 및 연구분야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포장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술혁신과 우리 고유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했던 우리 

포장인들에게 본 개발원의 발족은 디자인 포장개발의 위상을 

높이는 이정표라 생각됩니다. 과거 연구, 홍보, 진흥도 

중요했지만 낙후되어 있는 포장물류연구, 포장지도, 

포장디자인팀 운영, 포장시험 등으로 포장기법의 단계 향상, 

물류의 체계적인 연구 강화, 연구사업의 확대, 인쇄교육의 

강화,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 , 해외정보 및 자료수집 등 국내 

포장인들의 염원이 본 개발원을 통해 진일보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포장관리사회 회장 

0| 세 원

디자인 ♦ 포장의 획기적인 연구개발 및 진흥정책을 …

우선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원식 축사에서 

상공부 장관과 개발원 원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자원이 빈약 

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우리 나라가 세계의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좋은 디자인 및 

포장 그리고 가격경쟁력 등이 

필수요건이나, 선진 기술도입의 한계성 • 국내 개발의 투자 •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여러 분야에서 

약화되고 있는 지금, 고급화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의 방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획기적인 연구개발 및 진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인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간파한 정부측에서는 디자인과 포장의 

본산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내 산업게 요구에 대처하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뒤늦게 발족한 한국연포장협의회는 좋은 

포장에 대한 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에 의한 제품 

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수출유망상품으로 부각되는 

포장산업의 기업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는데 , 

국가적 ・ 사회적인 책무와 기업측면에서의 산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귀 개발원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포장산업을 역사적으로 볼 때 골판지 

상자 • 지기 • 크라프트 지대 등으로부터 기산하면 50년, 

연포장을 위시한 플라스틱 포장재료 기산하면 30년의 역사를 

가진 청장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장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경공업 분야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 

질적인 면에서 타 산업분야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 총생산액의 2%를 초과하였고, 포장산업의 

구성면에서도 1990년부터 參］ 및 판지제품 • 플라스틱 

포장제품 • 금속 포장제품 • 유리 제품 순으로 선진국 

패턴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장산업도 양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守t가 많을 만큼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수준에 도달되지 못하는 守上도 있어 이의 

레벨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적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자 및 기능공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에 의한 수요 

창출의 방법이 아닌 수요의 충족이라는 형식으로 급속 

발전되고 기업의 수가 증대되면서 기술자 및 기능공의 

양성보다는 스카웃에 치우치는 경향이 포장산업, 특히 

연포장산업에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포장 관련 정책의 

조정자 역할은 물론, 개발 및 진흥의 산파역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포장학교 부설 등을 통해 포장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및 제공을,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신규단체 설립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개발원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연포장협의회 회장 

한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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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의 출범과

센터 20년간의 발자취

편집실

지난 1970년 정부의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을 배경으로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증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하 센터)가 설립 21 년 2개월만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이하 개발원)으로 개칭, 새옷을 갈아입고 7월 18일 

개원식과 함께 제 2의 창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센터가 걸어온 지난 20여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개발원이 수행해 나갈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I•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의 
발자취

센터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7〜1971) 중 수출상품의 

질적인 충실화를 도모키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디자인 • 포장 

연구 개발 및 진흥 업무를 추진해 나갈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한국포장기술협회, 

한국수출디자인센터 , 

한국수출품포장센 터를 합병시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은 

대부분 주문 생산이나 모방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적 자원면이나 

기술 축적면에서 독자적인 

디자인 - 포장 개발 여건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 시기의 산업인들은 대개 

산업디자인을 미술 분야 그 이상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포장분야도예외는아니어서 1차적인 

기능인 단순한 상품의 보호 측면과 

제품의 명칭을 표시해 주는 정도의 

기능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모지 상태에서 출발한 

센터는 이 분야의 전문 기관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각종 연구 개발 및 진흥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나라 

디자인 포장 발전의 기반을 다져 왔다.

• 사업 실적

센터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각 1993건, 

1518 건, 기술 지도 각 622건, 826건, 

기술 용역 1,099건, 4,572건 등의 

실적을 통해 특히 디자인 • 포장 

분야에 투자 여력이 미홉한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 및 포장 

개발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

또한 진흥 사업으로는 약 160건의 

교육 연수 실적과 100여 회의 전시회 

개최, 70여 회의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 GD상품 선정 , 디자이너 등록 및 

포장관리사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디자인 • 포장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산업디자인과 포장관리사 교육을 통해 

배출된 유능한 인력들이 현재 산학계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은 

이러한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보 제공 사업으로는 90여 건의 

국내외 조사 업무 및 시찰단 파견, 

정기 간행물 및 각종 관련 서적 발간 

등의 출판 업무와 도서 자료실 및 영상 

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자인 • 포장개발에 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시범 공장 운영을 통해 

수출상품을 위한 우수한 포장재를 

공급해 왔다.

n.「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출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발족은 

작년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센터의 설립 근거인 기존의 

「디자인 • 포장 진흥법」을 개정한 이 

법률안에는 외형적 변화 외에 국내 

산업디자인 • 포장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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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 포장 진흥법의 주요 내용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가 수립 • 공고

一산업디자인 • 포장 진흥위원회의 

설치

一정부 출연에 의한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

- 우수디자인(GD) 상품 및 우수 

포장 상품의 선정 • 등록을 법제화

-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산학협동을 장려

- 전문회사의 운영 지원

- 기금의 조성 재원 범위 확대

- 센터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재원의 정부 출연 • 보조 

근거를 명문화

즉, 이 법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이 

산업디자인 • 포장의 진흥과 연구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공고하는 동시에 산 • 학 • 연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출연할 수 있게 했으며 , 

또한 GD마크 제도를 국가에서 

선정 • 등록케 함으로써 이 제도의 

권위를 높이게 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디자인 •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 • 조사 분석을 

대행하는 전문 회사의 설립을 

촉진 •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함에 따라 

이 분아의 저변 확대와 발전 기반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개발원은 이러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 나감으로써 보다 격상된 

위상과 확대된 기능으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나라 산입디자인 • 포장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견인차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개발원의 향후 사업별 주요 내용

개발원은 사업 기능과 조직을 

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 ♦ 개발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i) 수요 조사와 종합 진흥계획에 

입각한 연구 개발 및 보급

ii) 생산 현장의 기술 지도 강화

iii)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iv) 전문 인력 수요 조사 실시 및 양성

v)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등록 및

전시 사업 확대

vi) 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 지원 업무 

등에 주력하면서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연구 개발 사업

〈디자인 부문〉

가. 고부가 가치의 고유 모델 디자인 

개발

나. 미래의 디자인 방향 설정 연구

다. 중소기업 및 대일 수출 유망

업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지도

라• 한 • 일 공동 디자인 연구

〈포장 부문〉

가. 외국 기술 도입 및 모방을 

탈피한 독자적인 포장 기술 개발

나. 포장 표준화를 통한 자동화 및 

물류 시스템의 현대화

다. 해외 시장 동향에 부응한 포장 

디자인 개발

라. 중소기업, 대일 수출 유망 업체 

포장 개발 및 지도

2) 진흥 사업

가.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제 및 

우수포장 상품 선정 사업 확대 

실시

나. 디자인 • 포장 전문 용역회사

설립 및 육성 지원

다. 디자인 • 포장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라. 산업 디자이너 및 포장 전문 

인력의 등록 • 관리(인력은행 

운영

마. 각종 전시회 개최

바. 홍보 • 계몽 활동 강화

3) 교육연수 사업

가. 전문 연구 인력 및 기술 인력 

수급 방안 구축

나. 기존 전문 인력 재교육 강화

다. 개발원 부설「디자인 • 포장

교육 연수원」설립 추진

4) 정보제공 사업

가.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정보 검색 

네트워크 구축

나 정보의 수집, 분류, 가공 DB 
제작 강화

다. 출판물의 확대 발간을 통한 정보 

제공 기능 확대

라. 국제 협력 체제 강화

•개발원의 출범을 앞두고

센터가 설립될 당시의 70년도와 

개발원으로 제 2의 창업을 맞게 된 

현시점과는 우리 나라의 산업 • 경제적 

환경과 국제적 위상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

70년도 당시 10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도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발전되었다.

가거의 모방 생산과 주문 생산에만 

의존하던 생산 형태에서 탈피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디자인과 포장 전담 부서를 두고 

독자적인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포장 산업은 GNP 의 2%를 

점할 정도의 거대한 산업군(郡)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과거의 센터가 우리 나라 

디자인 • 포장 산업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개발원의 

과제는 이를 성숙시키고 도약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묘목이 자라 성숙한 

거목으로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양과 

적당한 햇빛과 수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과 포장 咨木가 보다 

큰 성장을 하여 무역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산 • 학계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들의 힘과 예지가 함께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의 

미비로 인해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도 없지는 않으나 

센터가 걸어온 지난 21년의 활동이 

앞으로 우리 나라 

디자인 • 포장 산업의 보다 큰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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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간의 사업 실적표

사업별

연도
1970-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계

연구개발（건） 714 287 513 419 .1933
: 디자인 기술지도（건） — — 251 371 622
구 기술 용역（건） 237 402 264 196 1,099
개 연구개발（건） 348 2乃 536 359 1,518
발 포장 기술지도（건） — — 306 520 826
사 기술용역（건） 264 2,188 2,052 68 4572
업 포장시험 （건） — 18,156 99,107 55,350 172,613

디자인교육（건） 6 4 13 26 49

교육연수 포장교육（건） 16 9 9 10 44
해외파견（건） 1 16 8 23 58
디자인전시 （건） 15 18 30 16 79

전 시 포장전시 （건） 6 1 1 7 15

진 _____________ 기타품목별전시 （건） 9 4 0 1 14
흥 국제회의참가（건） 11 16 12 16 55

사 국제교류 국제회의유치 （건） — 1 5 5 11

업 전문가초청기술지도（건） 5 5 6 18 34

GD상품선정 （건） — — 1 6 7

선정등록 및 디자이너등록（명） — — 1,094 2,053 3,147

관련단체지원 포장관리사운영（명） 195 222 327 325 1,069
관련단체지원（명） 9 20 35 77 141
국내조사（건） 5 9 14 12 40
해외조사（건） — 1 1 10 12

정 조사 시찰단파견（건） 9 9 4 16 38

보 산업디자인 （협） 25 29 30 30 114

제 포장기술（협） — — 16 30 46

공 출판 산업디자인전도록（부） 3,000 2,500 3,900 10,000 16400

사 디자인 • 포장정보（회） — — — 52 52

업 기타전문기술지 （회） 3 12 4 1 20

도서자료실운영 열람인원（명） 4,838 28,367 31,602 32,700 97,509

위한 잠재력이 되어 하나 둘 그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날의 성원과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센터 기년의 경험과공과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이제 개발원 

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본다.

告입 CJR 인모*기빌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의 심볼마크가 표현하는 

기본 내용은

一인간（Humanity）, 창조（Creativity）,

기술（Techn이ogy）의 3대 요소를 3개의 연결된 

타원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지속적 연구 개발과 

국민 문화생활에의 기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핵의 중심은 한국 고유의 태극 

문양을 완곡히 표현하여 기존의 센터 마크와 

연결를 꾀하였다.

-형태상 엇물려진 타원은 DESIGN의 D와 

PA아8이NG의 P를 의미하며 디자인의 조형성과 

포장의 기능성을 Modern 하게 조화시킨 것이고, 

3개의 엇물린 타원이 좌하에서 우상으로 

상승하는 형태는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영원한 

정진를 의미한다.

-산업의 국제화, 정보화 추세,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장의 다양화와 문화수준의 

선진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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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 바란다!

포장기술 50호 발행과「개발원」의 출범에 즈음하여

김 영 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기술사）

포장기술 50호가 나오기까지

포장기술 50호 발행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정식 

출범을 포장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필자는「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전신인 

（사）한국포장기술협회, （재）한국수출품포장센터 및 

한국디자인 포장센터에 이르기까지 봉직하였던 관계로 특별한 

감회가 서리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걸어온 포장인생을 

다시 한번 회상케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포장잡지 발행의 시초는 전술한 

한국포장기술협회가 1966년 “포장기술”이란 제호로 연 1회 

출간을 시작한 이후, 1969년 한국골판지공업협회의 

“골판지포장”, 동년 한국수출품포장센터의 “포장정보” 등이 

출간되어 오다가, 1970년 5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한국포장기술협회 • 한국디자인센터 • 한국수출 품포 장센 터를 

합병 설립됨에 따라 그전에 발간되었던 “포장기술”과 

“포장정보"는 폐간되었고,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디자인 

포장”이란 제호로 디자인과 포장을 동시에 

수록 ・ 발행했는데 업계의 분리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포장만을수록하는오늘날의 “포장기술”이 

발간되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포장기술이 개발원의 출범과 함께 50 
호를 내게 되었다. 이에 포장계에 오래 몸담고 있어 온 

본인은 장년을 넘어 완숙기를 맞이하고 있는 “포장기술”의 

나갈 바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피력하고자 한다.

더욱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으로 확장 개원하게 됨으로써 “포장기술”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 나라의 근대포장을 유리병 - 금속캔 • 골판지 

상자 • 크라프트 지대 등으로 기산하면 약 50년의 역사를 

갖지만, 연포장은 3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에 힘입어 수출포장으로부터 우리의 

포장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80년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화 등으로 식품산업이 활황을 띠면서 연포장 기술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물량면이나 품질면에서 

타포장재와 경쟁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포장산업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수출지원형 포장에서 포장 자체가 수출품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종이 • 판지 • OPP 필름 • PET 필름 • 골판지 

상자 • 포장기계 • 포장재 가공기기 • 포장가공품 등 전 

포장산업이 수출되고 있다. 그 수출량도 계속 증가하여 

내수 • 수출용을 합하면 연간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산업분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액의 약 2%를 

점유하게 되었다. 또한 포장구성면에서도 종이 및 

판자 • 합성수지 • 금속캔 • 유리병의 순으로 선진국 형태를 

이루고 있다.

60, 70년대만 해도 우리 나라의 포장산업은 물량의 

부족으로 품질수준의 향상은 거의 염두도 못냈지만, 

80년대로 진입하면서 물량면과 품질면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서 수요처나 공급처 모두가 품질향상을 위해 개발부서를 

설치 • 운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품질향상과 포장을 고려한 

원가계산에 눈을 뜨면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어 대량 

수요처에서 능동적으로 포장개선을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의 고급화 추세와 함께 포장의

다양화 - 고급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 후반부터 밀어닥친 

노사분규로 인하여 포장작업이나 가공면에서 성능이 우수한 

기계의 설치로 작업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양산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성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상품의 치열한 판매경쟁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물적유통비의 절감방안이 속속 강구되어 지금까지

22 「포장기술』50. 1991. VOL. 9



국내 포장산업 발달 과정

〈60 년대〜70 년대〉

정부의 수출정책으로 포장산업이 성장을 시작함

〈80 년대〉

물량이나 품질면에서 포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1 나감

〈80년대 후반〜90년대 초〉

• 소비의 고급화와 함께 포장의 다양화 • 

고급화진행

• 포장작업의 기계화（자동화）

• 물적유통비 절감의 필요성 고조

포장비만 절감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진일보하게 되었다.

즉, 종래의 단순한 포장재료의 개발이나 포장방법의 

개선만으로는 현대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출범하는「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거는 기대

새로이 출범하는「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업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업계에 맡기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중복 - 과잉시설 • 과당경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또한 중요도는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이나 투자 효율화의 

문제 등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발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포장의 균일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정보를 포장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포장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개발과 교육연수 • 전시회 - 자료 제공 등으로 우리 

나라의 포장산업을 진일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 그간의 공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포장산업계에서는 동센터가 업계 속에 깊이 파고 

들어 같이 호흡하지 못했던 점과, 포장산업 정책에 적극 

앞장서 주지 못한 데에 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새로이 출범하는「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포장산업계의 기대와 희망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바이다.

향후「포장기술」지의 편집 방향

“포장기술”지는 그동안 센터의 설립취지 및 목적수행에 

일익을 성실히 수행하여 업계에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준 데 대해서도 감사한다.

지금까지 “포장기술”은 어려운 여건 즉, 정보 및 

자료부재 • 포장기술의 낙후 • 집필자의 한계성 •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편집 , 내용면에서 많은 부족을 느끼면서도 

50호에 이르는 발행을 계속하면서 그 내용의 변화를 계속 

시도, 보다 좋은 잡지가 되도록 노력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포장기술」의 향후 편집 방향

• 포장 전산업을다룰수 있도록수록내용의 확대

• 새로운 정보 • 개선사례 • 연구개발현황 • 업계 소식 등을 다룸

• 국내 • 국외 기사의 적당한 배분

• 편집위원을 포장산업계까지 확대하여 구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역할

• 포장산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 포장업계를 총괄할 수 있는 업무 수행

• 투자여건이 어려움 포장개발에 직접 참여 

（포장의 균일 발전 도모）

• 포장 관련 교육 연수 • 전시회 • 자료 제공 등

있으나, 포장계에 몸담고 있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록 

내용의 확대를 바라며 향후 편집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출범과 함께, 현재의 격월간을 

월간으로 하여 포장의 전 산업을 총망라하여 매호마다 

관계기사가 게재되고, 그 내용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정보 - 개선사례 • 연구개발현황 • 업계의 소식 등을 다루며 

국내 • 국외 기사를 적당히 배분 게재함으로써 독자층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즉, 포장의 현주소를 알고 향후 

포장산업 계획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포장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발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편집위원을 포장산업계까지 확대 • 구성한다면 지금보다 더 

현안에 가까운 내용을 게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개발원과 

업계의 유대가 더욱 공고하게 되어 개발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업계의 문제점 해결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출범하는 개발원에 포장산업을 대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게 된다면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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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물류전망과 개발원의 과제

윤 문 규 순천향대학 경상대학장（경영학 박사）

물류기술의 변화 및「개발원」의 과제

“물류기술은 3년이 지나면 옛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물류분야에서의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그러므로 10년 후인 2000년대의 

물류상황은 상당항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해 보며 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물류산업에서의 성력화 현상 정착

이미 현재에도 업종에 따라 육체노동의 기피현상이 일고 

있는데, 이는 전 산업에 걸쳐 인력부족의 심화현상을 빚고 

있다. 2000년대에는 공장자동차와 연계하여 물류업무의 

전자동화로 인해 운반 • 하역 • 보관작업의 기계화 및 무인화, 

전산화가 구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상품과 연관하여 포장의 일관된 규격화와 표준화 작업을 

선결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포장 모듈러스 （Modulus）가 

어려운 규격의 제품도 있을 수 있으나, 물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하역 • 적재 • 운반 • 보관에 가장 적합한 포장의 

척도 • 형식 • 중량 ・ 체적 •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가 고려되도록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2. 유니트 로드 시스템 （Unit Load System）의 추진

물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 ♦ 하역 • 포장 • 창고 

등의 물류기능을「유니트 로드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다. 동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개개의 수송화물을 

단위화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럭하대（荷臺）, 

화차상면（床面） 등 수송수단 화물탑재 위치의 내부 척도와 

팰리트 및 컨테이너의 외부 척도와의 적재관계를 조정할

2000년대의 물류기술 변화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역장치의 개선을 통해서 

육 ♦ 해，공을 연결하는 Piggy-back, Fishy-back, Birdy-back 
등 이른바 복합일관수송체제 （Intemodel-transportation）를 

확립할 수 있고 수송의 연계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유니트 로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3. 물류업무의 전산화 체제

현재에도 유통분야에서 POS, VAN 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듯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계속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물류분야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한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동시에 모든 거래조건의 

표준화와 전표 및 코드의 통일화 등으로 물류활동 및 

물류관리는 전산화 체제로 되어 더욱 편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4. 물류 기초시설의 정비와 확충

현재의 심각한 경제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금 년부터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단을 설치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화물터미날 등의 

구축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수송의 동맥인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의 

확충으로 전국적인 수송네트워크는 재정비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서울과 부산간의 대단위 복합화물터미날이 

건설되어 보다 빠른 화물수송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천항, 아산항, 광양항 등이 활기를 

띠어 주변 임해공단의 발전은 물론, 중공과의 교역확대 

등으로 서해안 개발의 서장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소련과의 

교역도 개선되어 동해안의 고속도로 및 항만개발이 예상되며 

이때 誉］면 남북간의 직교역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광활한 

만주와 시베리아권까지 연결된 도로 • 철도 • 항만 및 

Pipeline의 개발도 가능한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공항문제도 영종도 개발이 완공되면서 극동지역의 중심지로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철도산업은 민영화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경부고속전철과 병행하여 경부간의 Freigh니iner 
（고속정기화물열차）의 실시도 기대된다.

5. 지방화 시대의 개막

지방화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물류산업의 

유치 및 개발촉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주요 도심과의 연계를 위해 유통창고 기능을 갖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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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및 공동 집배송센터의 건립이 활발해질 것이다•

6. 물류단계에서 로지스틱스 단계로의 이전

물류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연결되어 조달물류, 생산 및 유통가공물류, 판매물류의 

형태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국제전략으로 변모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물류단체는 로지스틱스 단체로 

명명되었고 현재 일본도 물류단계에서 로지스틱스 단계로 

서서히 이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계 변화의 특징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여성인력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성의 공헌도가 

남성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전략으로서의 물류위치 부상

1. 생산과 판매의 조정 역할

실제 생산과 판매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물류관리는 

수급상황의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고 재고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어 생산과 판매기능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다. 기업마다 

물류부（과）가 독립적으로 존속되고 주요 거래지역에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가 설치되면 자연히 영업부나 생산부의 

기능은 물류부의 지시 및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

일본 기업의 경우, 경영부장이나 생산부장보다도 

물류부장의 권한이 더욱 큰 것도 이러한데 연유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제 물류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보니 기존의 영업부 및 생산부에 비해 기능면이나 

권한면에서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2. 기업간의 물류 간격 심화

금년부터 우리 나라 기업의 기현상은 매출액 신장율보다도 

물류비 신장율이 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매출액 증대와 관련된 

상적유통에 치중하고 물류비 절감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매출액이 증대되면 

이익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익율이 저조한 것은 

수송비 • 하역비 - 보관비 • 포장비 • 정보비 등 소위 물류비의 

증가가 叁卜지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는 일찍이 물류관리에 역점을 둔 

기업과 그 반대의 기업과는 물류 선 • 후진 기업이라는 

격차가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물류 서비스 정책의 성패 여부

로지스틱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기업의 

주요 마케팅 정책의 핵심은 고객 서비스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마케팅-믹스（Marketing.mix：4P론）라 

하면 제품 （Product）, 가격 （Price）, 유통 （Place）, 촉진 

（Promotine）의 변수를 지칭하는 바, 어느 것 하나 기업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4P론 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자에는 

물류（Physical-distribution）를 포함시켜 마케팅-믹스를 

5P론으로 제창하고 나온 것이다.

2000년대에 돌입하면 물류에서도 유니트 로드 시스템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제품은 표준화, 규격화되고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물류정책의 

방향은 고객 서비스 여하에서 성패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미 일본에서는 서비스 정책의 일환인 택배 （宅配） 

시스템이 성행되고 발전되어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직접 

고객의 집까지「Door to Doorj 배송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도 24시간 내에 광활한 전지역으로 수 • 배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몇몇 기업에서도 이러한 

택배체제를 갖추고 실시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문적인 여러 유형의 택배업종도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물류전략은 Lead Time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기일）의 단축과 JIT（Just in Time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공급） 방식을 실현해야 하는 

24시간의 帘留 업무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2000년대에는 국가간의 물류전쟁으로 세계시장은 더욱 

许1질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물류비용도 절감해야 하고 고객 서비스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비용과 서비스면에서 적정 Trade off 
（이율배반현상）선의 기술적인 책정이 주요 관건이 될 수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전면적인 유통시장개방이 시작되어 

각국의 상품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한 현실로 

닥쳐왔다. 언제까지나 국내 소비자에게 자국의 상품만을 

애용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질 （質）과 서비스가 좋은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대만의 

가전제품들이 수입개방 2년만에 일본 가전제품에 참패를 

당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심어 주고 있다.

대망의 2000년대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체질개선강화는 

바로 물류관리의 혁신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만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포장 표준화 및 포장의 일관된 규격화는 물론, 물류 정책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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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판지 포장산업의 추세 및 개발원의 역할

안 헌 영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근대 유통구조 속에서 포장의 중요성

7월 18일의 개원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탄생과,「포장기술」5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원년인 

1962년의 수출실적은 불과 53.8백만불, 1 인당 GNP는 87불, 

골판지 포장생산은 1,125만 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후 

3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경제는 1990년을 기준으로 

수출실적 65,016백만불, 1 인당 GNP 5,569불, 골판지 

포장생산 2끼,900만in?라는 경이적인 규모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62년과 90년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무려 1,208배, 1 인당 

GNP는 54배, 골판지 포장생산은 1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경제총량의 증가, 대량 

소비시대로의 이행 등은 생산체제의 대량 생산화 및 대량 

유통체제를 필요로 한다.

근대 경제사회의 유통구조는 상품을 조형（造开分하는 

생산활동으로 제조된 상품（형태의 효용-생산）을 사고 파는 

상행위（商行為）로, 그 상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상품소유의 효용-상적유통）되며 이 때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서 상품을 분배하는 유통행위〔물적유통 :장소의 

효용 -수송, 시간의 효용 -보관, 선행（先行） -포장, 하역〕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생산, 상류（商流）, 물류（物流）의 발전도가 

경제구조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패턴에 상응하여 

균형발전을 하지 못하면 경제의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물류 즉, 포장 • 수송 • 하역 • 보관 • 정보 

분아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중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골판지 생산기술의 변혁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60년대는 국내 포장기술 

및 포장산^ 개척의 여명기로서, 수출포장에 이용되며 

포장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판지 포장산업의 

기업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63년 12월）에 현 

골판지 포장공업 협동조합의 전신인

（사）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1960년 당시, 골판지 포장 기업체 4개사, 생산실적

6,679천 n? 규모에 불과하던 골판지 포장산업의 규모는

1990년 현재 업체수 180여개, 생산실적 2기,900만1蜡로까지 

발전되었다.

골성형에 있어 구조역학적인 완충특성과 타 대체용재에 

부재（不在）로 골판지는 전산업 포장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골판지 포장의 대량 수요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의 요구로 고속화 • 공정단순화 • 자동화 • 

컴퓨터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로써 골판지 제조에서 상자 만들기까지의 5공정을 

3공정에서 2공정까지 단축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1공정 온라인 시스템화 및 무인화가 연구중에 있다. 

생산속도도 60 m/분에서 100 m/분—► 150 m/분— 

200m/분으로, 포장품질 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골성형은 

핑거（Finger） 타입에서 핑거리스（Fingerless Type） 타입으로 

전환되고 있다.

Auto Splicing • Slitter Score • NC Cutter, Auto Stacker 
등의 컴퓨터 컨트롤로 Non Stop Corrugating은 물론, 

제상공정도 궤선 및 홈파기 칼날치수의 사전입력 순간 자동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골판지 첩합（貼合）시의 150° 

가열이 저온공법이 개발됨으로써 100℃, 50℃로 낮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파강（破強 : Bursting Strength） 위주의 

포장강도는 입체자동창고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압강（壓強: Edge Crush Compression Strength）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주세이다.

한편 오늘날의 유통경제 사회에 있어 포장기능은 i） 보호, 

ii） 유통 및 편의 iii） 판촉 등 종래의 3대 기능 외에 

POS（Point of Sale）의 체크아웃을 위한 상품포장 표면의 

POS 상품 바코드（Bar Code） 인쇄표시와 골판지 상자 표면의 

상품입고관리 체크인을 위한 물류 바코드의 인쇄표시 등의 iv） 
정보매체기능과, 골판지 표면을 활용한 v） 광고매체기능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3대 기능에서 5대 기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포장기술」의 편집 방향

골판지 포장산업의 발전과 함께 1970년 5월 19일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우리 나라 포장연구개발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포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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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센터에서 간행해온「포장기술」잡지는 국내 

포장관계 간행물이 희소한 상황하에서 꾸준히 발간을 

거듭해옴으로써 황무지에 가깝던 포장경제 및 포장기술 이론 

개척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앞으로도 더욱 책의 내실을 

기하여 우리 나라 포장공학의 이론 체계화 및 포장기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주질 바란다.「포장기술」이 더욱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언하자면, 

포장사용자 및 포장생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 

테마를 중심으로 책을 편집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출범 의의

우리 나라 디자인 • 포장개발에 있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20여년간의 공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한국경제 상황에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과 포장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한 

정부는 디자인 • 포장진흥법을 대폭 개정하여 1991 년 7월 

18일자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명칭을

「산업디자인포장개개발원」으로 개칭하여 연구체제를 확대 

개편했는데, 포장인의 한사람으로「개발원」의 발족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개칭된 이름에 과거와는 달리 “산업 ”이라는 용어가 첨가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방경제체제로 이행되는 

오늘날의 국제경제 사회에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며, UR의 개방하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 키(Key)가 

있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더욱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의 최후 보루는 상품의 

품질(품격과 원질)을 높일 수 있는 조형계획 즉, 상품디자인 

개발과 상품포장의 고급화 • 미려화, 그리고 물류비 

다운(Down)에 의한 원가절감 등에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계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칭하게 된 

것 같다.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의 역할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의 사업지 표는 i) 연구중심의 

상품디자인 및 포장개발, ii) 연구된 결과를 산업계에 어떻게 

실용화시키느냐, iii) 산업디자인 및 포장교육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비중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 담당인원의 조직, 예산 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더욱9 새로이 출범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은 국고보조기관이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며 실리적인 그리고 산학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목표 설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산업계의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세제 지원

첫째 그동안 센터가 추진해온 상품디자인의 

연구개발사업도 물론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상품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업체들이 기존 상품의 품격 조형 

향상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상품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최고경영자의 상품계획 

결정방침(Plan)이 세우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원(디자이너)의 행동(Do)이 전 산업계에 확산되어야 

상품의 품질수준이 향상되어 세계 일류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편되는 개발원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상품디자인에 관한 기법 교육과, 기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상품디자인 개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촉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연구기관의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전 산업계에 연구의욕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이다.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디자인과 포장을 전공하거나 공인자격을 갖춘 상품 

디자이너 및 포장기사 등을 채용하게 하고, 

상품디자인 • 포장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체에 대해 당해 

부서에 지출한 인건비 • 시험연구비 • 시험기자재 구입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율(적어도 50/100 이상)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본다.

2. 순수 연구기관으로의 발전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든 안받든 사업을 하거나 관련된 업종 비용을 

연구개발하여 동일 업종 • 업계를 지원, 교육 또는 발전책을 

도모하면서 그 업계와 경쟁관계의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 

따로업계 따로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업계 활용의 

연구목적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의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개발을 연구하는 Pilot Plant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3. 포장생산자를 위한 연구개발로의 전환

포장연구개발의 방향은 포장사용자나 포장연구가(정책기 관 

포함) 위주에서 포장생산자를 위한 구체적인 테마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포장경제성 및 포장기술 

수준을 이끌어 가는 것은 포장 Maker-►포장 End User— 
포장 End User - 포장 Maker•의 흐름으로 가지만, 포장재의 

조형 ・ 품질강도를 창조하는 것은 포장 Maker 이므로 포장 

생산업계 발전을 위한 개발연구와 실용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산업연구의 종착역은업계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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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 대한 바램

김 용진 롯데알미늄（주）영업부과장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에서 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의 출범까지

우리 나라 산업계의 포장진흥과 포장연구를 목적으로 

60 년대 설립되었던 한국포장기술혀회와 한국수출품포장센터 

등은 그 당시 낙후된 포장산업 분야의 계몽과 개선을 위한 

인재육성과 각종 전시회 • 교육은 물론 포장 관련 잡지 등을 

발간함으로써 경제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포장산업이 단순히 기계 공업이나 화학공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문이며, 그 필요성 및 효율적인 운용이 

수출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한 분야라는 점은 인식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포장과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사）한국포장기술협회 ・ （사）한국디자인센터 •

（재）한국수출품포장센터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명실공히 

포장 • 디자인의 연구개발과 개발품의 산업화 및 업계의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1970년 5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후 동센터는 

포장기술인의 양성과 중소기업의 포장기술지도, 수출품 

포장개선, 디자인의 선진화 등으로 경제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꾸준히 매진해왔다.

60년대 초만 해도 우리 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은 80 
여불에 불과했지만, 90년대로 진입하면서 5000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장산업도 많은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각종 원부자재의 수요증대로 합성수지 - 종이 • 

유리 • 금속 산업 守上가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부문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부각됨으로써 

포장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수출에 역점을 둔 산업정책에 따라, 수출품의 포장과 

관련하여 그 부문의 기술보급 및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하겠다.

2000년대를 눈 앞에 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유일한 디자인 • 포장연구（진흥）기관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기 세기 산업을 

선도하는 포장 분야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원하는 데 대해 

포장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쁨을 금치 못하며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그동안 개발원의 탄생을 위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해온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임직원들에게 감사하여 ,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守t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진흥）기관으로 가꾸고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원의 임직원은 물론, 우리 나라 

포장기술인의 끊임없는 참여와 격려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개발원의 개원을 앞두고 개발원에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다음에 피력해 보고자 한다.

개발원에 바라는 사항

1. 이론과 실무의 연결을

새로이 출범하는 개발원은 모체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 디자인 ♦ 포장의 기초과학 

부문에 대한 연구에 정진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포장에 대한 최고 

학부 및 전문연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산업체에서는 자체 경험이나 외국의 기술제휴에 의한 

기술개발로 포장산업을 이끌어 왔지만,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나라 산업계로서는 이제 외국의 기술제휴나 

경험에 의한 기술개선만으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든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역시 기초과학을 토대로 

꾸준한 노력을 했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 새로이 

출범하는 개발원은 포장분야의 최고 학부 기능과 일반 

산업계의 연구실 기능을 공유하여 포장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언하자면 우리 나라 기후 • 토양 및 조건에 맞는 포장의 

개발과, 고유 디자인 등을 정립시켜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바라고 싶은 개발원의 역할

이론과 실무의 연결

• 기초과학의 성숙화

•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포장과 각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 경제성 • 위생 및 안전성 고려

• 우리 현안에 맞는 포장개발 방향 설정

• 환경공해와 관련한 대책수립 및 연구

포장기술인의 양성

• 포장 관련 부문을 종합한 

꾸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원부자재에 

대한 위생 • 환경공해 측면에 

대한 연구 실시

포장소재 연구 및 포장재 개발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및 다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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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을 구축하는 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 동안 KDPC에서는 우수 디자인 및 포장 선정과 

포장개발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개발원의 출범과 

함께 한차원 높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인 

연구와 생산을 위한 경제성의 검토 등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포장 ♦ 디자인의 설정은 물론 산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일반 산업계에서도 각 부문별로 기초 포장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경향 • 우리 실정（환경）에 

적합한 포장 • 다음 세대를 위한 포장재 개발 •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 포장재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포장과 각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개발원에서는 포장과 각 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효율적인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 •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즉, 자원절약따른 경제적 효과의 적정선이 

포장분야에서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포장과 

위생 - 안전성의 관련 문제 등 우리 현안에 맞는 기본적인 

개념 및 포장개발 방巒］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이에 대한 적정선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는 페놀 방류 사건 등으로 각종 공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포장 및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책 수립과 장기적 안목에서의 

산업체에 대한 방향과 국가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므로 

개발원도 이 부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포장（디자인）가술인의 양성

그동안 포장관리사의 양성 등 포장 관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KDPC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포장분야는 

다양한 공학체계를 결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 인쇄 • 공업 • 역학 • 자동화 및 

유통경제 ♦ 환경공학 등 필요한 부문을 종합한 교육과정의 

꾸준한 개발과 실행으로 산업체 및 학계 모두가 필요한 

부문을 개발원이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물론 이에는 기존 

포장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포장（디자인）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위생 • 혼圖적 측면에 대한 

연구

포장 및 디자인에 사용되는 각종 원부자재에 대한 

위생 • 환경공해 측면을 개발원이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산업체간의 협조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포장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포장 및 디자인과 관련한 환경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종 원재료 즉, 합성수지 • 종이 • 잉크 • 금속 • 유리 등의 

제조업에서부터 인쇄 • 가공 • 식품 • 전자 • 기계 업체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추진방향이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마저 있다.

최근 각종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데 

개발원에서도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동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5. 포장소재 연구 및 우수한 포장재의 발굴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대를 이끌어갈 

포장소재의 연구와 우수한 국내 포장재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지원을 개발원이 해주었으면 한다.

예를 든다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포장재의 연구, 또는 소량 사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포장재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1〜2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맛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름진 땅과 좋은 풍토를 

가꾸는 작업이 선행된 후 나무를 심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듯이, 우수한 포장재를 연구하는 것 역시 농부가 과일을 

얻기 위해 토양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발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이 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진해주길 바란다.

결어

이상에서 개발원에 거는 다양한 바램을 피력해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개발원 임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디자인） 기술인 모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디자인 및 포장 관련 기술인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기 세기를 향한 선진산업국을 만들기 위해 굳게 뭉쳐 

다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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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개발원」및 각계의 역할

차승 환 환경처 폐기물제도과계장

넘치는 쓰레기통

금년부터 가정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 공터에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내의 쓰레기 투입구 （Chute）도 폐쇄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90년 초 소비자 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처럼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도 차차 

선진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2.2kg으로 

일본의 1.0kg, 미국의 1.8kg, 독일의 1.4kg, 스웨덴의 

0.8kg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쓰레기량이 

많은 이유는 첫째 난방과 취사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데 

있고, 둘째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된 

채소류 • 음식물류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셋째 

플라스틱 • 計］ • 캔같은 포장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포장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표 1 참조）.

그 중에서도 포장 폐기물은 차지하는 부피가 커서 

쓰레기통을 넘치게 하고, 중량이 가벼워 바람에 휘날려 

주변을 더럽히며, 땅 속에서 분해가 잘되지 않아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실험에 의하면 종이는 분해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나, 플라스틱 필름을 입힌 카톤팩의 경우 工 

12배인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된 바 

없으나 포장재 공급현황을 감안할 때 10〜15%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의 31%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나 

산업성장속도와 국민의 과소비 행태를 고려하면 매우 

염려스러운 상태에 와 있다.

과대포장과 폐기물

포장은 상품의 얼굴이며 상품 생산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포장은 내용의 상품을 보호하고, 운반을 쉽게 하며,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상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제품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된 후 용기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지나친 과대포장이나 호화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포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 

상품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과대포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나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대부분이 필요 이상의 

포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품가격 중 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인 것, 

둘째 포장 용기에 상품 이외의 공간이 20% 이상인 것, 셋째 

무리하게 끼워 포장하여 부피를 크게 하거나 간단하게 

버리기 어렵게 만든 것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사는 것이지 포장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과대포장을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더욱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각국의 포장 규제

일본은 1976년부터 사업자가 내용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이상 공간용적을 늘이거나 포장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상품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정포장의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47개 

道 •都 • 縣 중 45개 道 • 都 • 縣과 5개 시（市에서 

조례규정을 재정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제품의 포장기준과 

포장방법을 규제하기 위하여 포장재 생산업자와 소비자들로 

포장협회를 구성토록 하여 상품의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포장재의 재이용을 최대화하며, 

포장재의 사용이나 처리시 사람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포장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포장재는 제공된 

원인자에게 되돌려지고, 되돌려진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며, 유통과정에서 재포장할 때는 포장한 자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쓰레기 발생량과 포장재 공급 현황

'89쓰레기 발생량
'87 포 장 재 공 급 량 （천톤）

천톤） 계 종이, 판지 합성수지 二고 소 
口 —1 유리 나무 기 타

28,478 3,816 2,158 570 258 511 3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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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폐기물 감소를 위한 개발원의 역할

이밖에 덴마크에서는 1984년부터 포장재 원료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골판지 등에는 

일정비율의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처리가 곤란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시키고 자원화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1991 년부터 자연분해가 가능한 재질 이외의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1992년까지 정부와 기업의 노력하에 쓰레기 

감소가 20%가 되지 않을 경우 1993년부터 포장폐기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되어 있다.

포장 폐기물에 대한「개발원」의 연구활동 기대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폐기물 문제는 

오늘날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이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해 

오면서 우리 나라의 상품이 외국 일류 상품에 비해 디자인과 

포장기술의 뒤떨어진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되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수출산업에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지난 7월로 제 2의 도약기를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포장 폐기물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이고, 수출입액이 

1,238 억불로서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환경보호는 물론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품의 교역을 제한하고 있다. 자원을 적게 쓰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되는 포장재의 

개발보급에 박차를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보전 활동 강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일반 시민의 관심이 

이에 집중되고 기업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하순에 일어난 낙동강 상류의 페놀누출사고 이후 

기업의 환경보전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별도의 환경관리팀을 구성하여 오염사고 

가능성을 진단하고 오염방지시설을 보강중에 있으며, 

사회공익 차원의 환경사업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시 반드시 환경문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국내적인 요소외에 국제적인 대응방법도 

감안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방향도 각종 소비자단체의 활발한 홍보에 

의하여 조심스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상품 안사기부터 시작하여 포장안하기 운동, 

백화점 무포장지향, 재생 제품 우선 사기, 과대포장 기업에 

대한 평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기업에서는적정포장을 하는 것이 경쟁기업과의 관계 및 

소비자의 구매력 감퇴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포장소재의 개발과 대체 등 포장 폐기물 

감소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공동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 폐기물의 저감 방향

우선 용기나 제품을 제조 • 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공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예치금 

대상품목과 금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다.

폐기물 처리비 예치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사업자는 

포장이나 용기를 회수하기 쉽게 만들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적게 하는 생산방법이나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둘째로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포장 폐기물 저감운동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전국의 백화점 35개사는 지난 5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를 자연분해성 비닐로 바꾸기로 했으며 

사치포장 및 과대포장을 지양하기를 결의했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와 시민모임 같은 소비자단체에서는 

포장을 많이 하는 제과업, 유통업계의 포장저감계획을 

설명받고 앞으로 이를 평가하여 상품안사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는 기업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계도를 계속 실시해야 

될 것이다.

셋째, 포장 폐기물 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포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만족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포장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개발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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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소제 봉입포장

보다 신선하고 보다 맛있게,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는 원하고 있다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탈산소제 봉입포장이 있다.

탈산소제 봉입포장 이외에도 진공포장 • 가스충전포장 등과 

같은 포장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경제성이 높은 탈산소제 봉입포장이 최근 들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탈산소제 봉입포장은 홉착이나 산소홉수능력의 약화 

등으로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포장기술의 혁신을 통해 이를 

보완해가고 있다.

향후 탈산소제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 자체의 개량 및 개발은 물론, 기술서비스 • 관련 자재 및 

기기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편집자 주〕



I "的翦口『 ]| II II II

탈산소제 봉입포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탈산소제 봉입포장은 가스충전 포장과는 달리 설비투자비를 많이 요하지 않고, 화학반응에 의해 

산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편집실

탈산소제 봉입포장의 개요

천연원료식품이나 가공식품을 공기 중에 방치하면 공기중의 

산소 및 미생물 등에 의해 많은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식품을 포장할 때 제조과정의 최종단계나 중간과정에서 포장 

내부를 감압에 의해 진공상태로 하거나, 공기를 다른 가스로 

바꾸어 넣든가 아니면 탈산소제로 산소를 흡수 제거하면 

저장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탈산소제 봉입포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산소제 봉입포장의 의의 및 특징

탈산소제 (Free Oxygen Scavenger)는 1925년 Maude 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때의 탈산소제는 철분과 황산철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1943년에는 건조식품에 대해 철화합물계의 

탈산소제가 사용되었다.

그후에도 특수 목적에 한해 일부가

사용되었으나, 식품포장(저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65년경 American Can Co(A. C. C.)가
P疝adium을 이용한 플래시(Flash) 가스충전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얻기 시작하면서 탈산소 시스템의 응용이 발달되어 

왔다.

즉, 과거에 사용된 가스 충전포장은 고도의 기계장치가 

개발되어도 실제로 포장 내의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P疝adium 촉매 금속을 함유한 플라스틱 

필름을 접합시킨 소재의 포장을 밀봉하여 포장 내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탈산소제 봉입포장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탈산소제 봉입포장은 가스충전 포장과는 달리 

설비투자비를 많이 요하지 않고, 화학반응에 의해 산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처음에는 

Palladium을 이용한 포장도 값비싼 상품에 한정되었으나 그 

후 선진국의 계속적인 개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탈산소제가 개발되었다.

탈산소제 봉입포장이란 포장 내에 식품과 함께 탈산소제를 

넣은 것으로 포장 내에 존재하는 유리 산소와 식품 중에 있는 

용존 산소 및 삼투된 산소를 탈산소제가 제거함으로써 

곰팡이 방지, 충해방지, 호기성 세균에 의한 부패방지, 

색소퇴색 방지, 향기 • 풍미 보존,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의 

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탈산소제는 포장 내의 산소를 흡수하므로 일명 

산소 흡수제 (Free Oxygen Absorber)라고도 

한다.

탈산소제의 특징은 상기에서 언급되었으나 특히 중요한 

것은 연질의 카스테라와 동결 두부 등의 스폰지 상태의 

식품이나 슬라이스 치즈와 같이 밀착되어 있어 형태가 

일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산소제는 무기계인 금속과 유기계인 당류 导］ 있는데, 

현재 시판되는 탈산소제는 무기계 중 철계가 대부분이다. 

철계의 탈산소제의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Fe + 2 H2 0 - Fe(OH)2 + H2.3Fe + 4H2O
- Fe3 O4 + 4H2..........산화제 2 철(흑색)

。2 Fe(0H)2 O + l/2O2 + H2O^Fe(OH)3
- Fe2 O3 + 3H2O..........산화제 1 철 (적색)

아울러서 무기계에 속하는 아디티온산 나트륨 및 당류 

등의 환원반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아디티온산 나트륨〉

。Na2 S2 04 + Ca (0H)2 + O2-Na2 S04

+ CaSO4 + H2O
Na2 sQOl Na2 s(% + SO2 t
Ca (OH)2 + SO2 一 CaSO3 + H2O

당류〉

o(CH20)n + nNaOH + nH2o + nO2-*

Catechol + methyl • catechol + methyl-p-benzoquinone.
이상과 出］ 탈산소제는 화학반응에 의하기 때문에 포장 

내의 습도 • 온도 • 압력 또는 촉매제 등에 따라 반응속도나 

유리 산소의 제거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철계 탈산소제는 철 분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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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산화물을 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가에 따라서 산소 

소비량이 달라진다. 철（Fe） 1 g은 수산화철로 되는 경우에 

산소 300 mM중량으로서 0.43 g）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철 1g의 산화에 요하는 공기량은 

1500ml가 되어 매우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철의 산화 반응계에는 일반적으로 수소의 발생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철계 탈산소제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수소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디티온산 나트륨인 경우는 수분을 가하면 급격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으나 활성한 촉매로 한 상태에 수분을 

가하면 급격히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60〜70七）을 일으키며 

이산화황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1 〜2시간만에 포장 

내의 산소가 80〜90% 제거되며, 3시간 경과하면 거의 

무산소 상태가 된다.

아디티온산 나트륨 1 g은 이론상으로는

표준상태에서 산소 130ml（중량으로서 0.184g）와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 650 ml의 산소가 약 130 ml 이기 때문에 

소량의 아디티온산 나트륨으로도 포장 내의 유리 산소를 전부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당류의 알라리 변성물에 의한 반응계에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분해물이 생성되며 각각의 생성물에 의하여 

산소제거 능력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아직 이런 점에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탈산소제는 속효성（速效性）의 것과 표준성의 것 

그리고 지효성（遲效性）의 것으로 나누는데, 산소제거 시간은 

각각 2시간, 12시간, 24시간 정도를 요한다. 이들 반응은 

화학반응이기 때문에 온도에 의하여 상당히 반응속도가 

다르다.

그러나 탈산소제는 상온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만

-5℃ 정도의 저온 영역에 둔 경우에는 산소제거 능력이 

약해지며 그 후 상온으로 하여도 금방 활성을 잃게 되어 

복원되지 않는다. 특히 냉동식품 등에서 ~15℃ 이하에서는 

탈산소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탈산소제 봉입포장 기법

천연식 품과 가공식품의 품질보전에는 탈산소제가 검토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신선식품에 대해 완전히 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도보존은 기대할 수 없다. 가공식품인 

경우, 대체적으로 진공포장의 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탈산소제 봉입 포장은 진공포장이나 가스충전포장과 같이 

포장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포장기법은 포장재료 

내부에 식품을 투입하고 다시 탈산소제를 봉입하여 대구를 

밀봉하는 간단한 작업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야 한다.

⑧ 식품을 포장하고 있는 대중의 산소량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탈산소제의 질과 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하려고 하는 식품의 수분을 알。｝야 한다. 수분 70% 
이상인 내용물에 대하여는 그 효과가 줄어든다.

© 가스차단성이 있는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탈산소제의 외포장을 뜯은 후에 장시간 경과된 것은 

안된다.

@ 포장하려고 하는 식품 내에 혹은 대（袋）중에 탈산소제와 

반응하는 에틸알코올 또는 식품 첨가물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포장용기나 포장재료의 내부에 식품을 투입하고 

탈산소제를 넣은 후에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탈산소제는 철계 분말을 여과성 특수 포장물에 포장한 

것으로 사각형의 납짝한 형태이다. 이것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수동식과 자동식의 2종류가 있으며, 점차 자동 투입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식품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계

탈산소제는 차단성이 좋은 포장재료로 겉포장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 직전에 개봉하여야 한다. 개봉과 동시에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한다는 뜻인데 온도가 낮은 실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단성 포장재료에 들어있는 철계 탈산소제를 빼내서 습도 

88%, 온도 25〜32七에서 5시간 방치하여도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탈산소제가 봉입된 식품의 품질보전은 탈산소제의 

흡수능력과 흡수효과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철계의 

탈산소제는 봉입 밀봉 후 4시간 이내에서 대 안의 

산소농도가 0.55% 이하로 내려가고 다시 4시간 이후에는 

0.1% 이하가 된다.

가능한 한 잔존 산소농도가 0이 되도록

흡수능력이 있는 탈산소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철계 탈산소제는 수분의존형이기 때문에 포장되는 식품의 

함수율에 의해서 흡수효과가 상이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대 안의 공기 습도가 90% RH 이상인 경우, 18시간 후 대 

안의 잔존 산소농도는 0에 접근하지만 습도가 60% RH 일 

경우에는 95시간 후에 잔존 산소농도가 0에 접근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반응에 사용되는 수분이 많으면

내용물의 물성과 품질에 악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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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소제의 용도

종 류 용 도

과 자 류 

미과•스 넥 류 

주 식 류 

농산가 공품 

수산가 공품 

조미 •기 호품 

축산가 공품 

청과 물류 

그 외식 품 

의 약•건강식 품 

사 료 

식품이 외

생과자, 호도과자, 한과, 명과, 카스테라, 케익류, 쿠키류, 파이류, 초코렛류 등

포테이토칩, 콘스넥, 비스켓, 센베, 米菓 등

쌀 •보리 등 곡물류, 빵 •건빵 등 항류, 생면 • 건면 등 면류, 피자크라스트 등

콩, 깨, 메밀, 아몬드, 케쉬넛츠, 브라질넛츠 등 넛츠류, 표고버섯, 박고지, 무우말랭이, 곶감, 고추가루, 건조야채 등 

오징어 및 오징어 가공품, 명란, 창란, 건굴, 김, 맛김, 건멸치, 생미역, 다시마, 건새우, 진미류 등 

녹차, 원두커피 및 가공품, 장유, 된장, 고추장, 향신료, 마요네즈, 케찹류, 쨈, 분말쥬스 등 

치즈 및 치즈가공품, 버터, 마아가린, 전지분유, 사라미 소시지, 햄, 건조육 등 

포도 사과, 감, 죽순 등

빵가루, 베비후드(Baby Foods), 제과원료 등

인삼 및 인삼가공품, 한약품, 의약품 원료 및 약품(비타민류), 현미 및 효소 소맥배아 등 각종 건강식품 

애완용 사료, 동물약품, 기타 특수사료 등

미술품, 모피, 의류, 금속제품, 필름, 사진, 전극, 정밀부품, 화장품, 향료, 도료, 욕제 등

적은 것이 좋다.

탈산소제의 포장기술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국의 American Can Co. 社의 M-7F의 

탈산소제의 기능이다. 이것은 필름에 Palladium 촉매를 분산, 

접착시켜서 필름형으로 포장하여 산소를 흡수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산소제를 소포장(스프 포장 

같은 형태에 넣고 이 소포장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고자 하는 

크기에 넣고 밀봉하여 포장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American Can Co.(ACC)가 개발한 Palladium 

Fash 가스치환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은 가스 충전법의 변형으로 포장식품의 잔존 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소 포장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우선 가공식품의 용기포장 내에 질소 92%와 수소 8%로 

조성된 혼합 가스를 송입하여 공기를 제거한다. 다음에 

Palladium 금속을 함유한 플라스틱을 적층한 소재의 포장을 

밀봉하고 포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 산소를 Palladi니m 촉매로 

하여 수소와 반응시켜서 물로 바꾸어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것이 Maraflex-F가 

있다.

탈산소제의 포장재료

탈산소제 포장재료도 기체 차단성이 좋은 필름이나 

수증기를 투과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의 산소투과도는 20cc/m2 • atm • 24 

hr(25℃)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포장재료로서는 KOP/PE, KONY/PE, KDET/PE 
등의 라미네이트 필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질소, 수소가스 혼합 비율은 안전성 면에서 볼 때

92%, 8%陆다.
탈산화^상기 비율의 혼합가스 봉입에 의하여 포장 내 

산소농도를 2%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양호하다. 

이론적으로 4% 수소가스가 2% 산소가스를 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남아 있는 4% 수소가스는 불안전한 밀봉, 

핀홀, 포장재료로부터 의 가스투과에 기 인하는 산소가스와 

반응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KOP/PE 포장재료로서 카스테라를 포장하여 철계 

산소제를 봉입하고 30℃, 습도 80% RH에서 3주간 보존한 

후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동일 조건에서 

탈산소제를 봉입하지 않았을 경우 단 1 주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탈산소제 봉입식품의 보관온도

탈산소제는 온도가 높으면 산소흡수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낮으면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일반 화학반응과 

다를 바 없다. 탈산소제는 통상온도 5〜4(TC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만 -5 七의 저온영역에서는산소흡수능력이 

약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후 상온으로 다시 올려도 

산소흡수능력이 되돌아오지를 않는다 . 그러므로 탈산소제 

봉입식품은 -5七 이하에서 보관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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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매되는 탈산소제,「탈산큐」
“탈산소제의 이용과 함께, 포장기계 • 포장재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면 국내 유통산업에서도 

혁신적인 식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김 연 중 대한제당（주） 제당 • 식품사업부（탈산큐 판매과）

I•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공기로 덮혀 있고, 공기의 약 

끼%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류를 위시해서 많은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이 산소 덕분이다.

그러나 산소의 산화작용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을 

변패시키기도 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 있어서도 

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산소의 영향의하여 

노화（부패）된 식품을 먹으면 급성중독을 일으킨다든가, 가령 

급성중독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성 간장병을 

유발시키는 등 여러 가지 건강장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용유로 처리한 과자, 케이크, 기름을 포함한 식품 

등은 대기중에서 점점 산화되어 독성물질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노화가 진행되면 맛의 변화를 비롯하여 악취를 

느끼게도 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기름의 

산패에 대해서 비교적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또 산소의 

존재하에서 식품에 충해（虫害）, 곰팡이, 호기성균들이 

번식하여 품질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식품의 노화방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이 

생각되어 왔다. 예를 들면 산화방지제의 첨가, 또는 

질소가스（NJ 및 탄산가스에 의한 가스치환법, 진공포장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방법은 약물의 첨가에 

의한 산화방지 대책이나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지만, 양쪽

모두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식품의 포장내 산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게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탈산소제를 

개발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대한제당（주）이 개발한 탈산큐가 

시판되고 있다（사진 1）. 탈산소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소형이면서도 산소흡수 용량이 크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고려한 상품이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물질관리를 충분히 배려하여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본사（대한제당）에서는 

산소홉수제의 개발연구와 병행하여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개발도 함께 행하였다.

〈표 1〉탈산큐의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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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과일에 따른 용기내 산소농도의 변화

〈그림 2> 맛김의 경과일에 따른 과산화물가（POV）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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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탈산소제 （산소홉수제）의 출현으로 식품의 새로운 

보존방법과 유통혁명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 탈산⑼।의 효과

본고에서는 탈산소제 중 본사（대한제당）에서 개발한 

「탈산큐」를 중심으로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탈산큐 사용에 의한 효과를 보면, 1차효과

（직접효과）와 2차효과（간접효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1차효과（직접효과）

탈산큐는 산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대상물에 대한 곰팡이의 

방지 • 미생물의 번식방지 • 충해방지 • 산화방지 등을 들 수 

있다（표 1）. 대상물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가지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곰팡이의 방지는 식품에서 뿐만 아니라 의류 • 고급 

목공품 • 광학렌즈 등에도 효과가 있다. 미생물의 

번식방지로는 호기성균을 원하지 않는 식물에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 충해방지는 쌀 • 콩 ♦ 보리 같은 곡물에 

발생하는 충（虫）알의 살충은 물론, 의료품 • 나왕재로 만든 

가공품의 충해 발생을 방지한다. 산화방지는 마른

고기 • 콩류 • 마른 버섯 • 김 등의 식품은 물론, 의류의 변색 

및 퇴색방지, 비타민류 • 클로로필 등 영양소의 보존, 

의약품의 변질방지, 식품의 풍미 • 향미보존, 금속제품의 방녹 

등 폭넓은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부분적으로 산소를 제거할 

수도 있다. 간이 CA저장에 청과물의 선도보존을 시킬 때 큰 

도움이 된다.

식품에 관해서는 상기의 효과 중에서도 선도보존 효과가 

중요하다. 식품은 색 • 향기 • 맛 • 혀의 감각 등 4종류의 

요인이 주체가 되며 이것이 조화가 되어 풍미를 나타낸다. 

이것을 변질시키는 요인인 산소를 흡수하는데 따라 그 

선도를 보존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선도보존 및 

품질보존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차효과（간접효과）

탈산큐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켜 

생산 • 유통 ♦ 판매의 효율화를 종합적으로 기할 수 있다.

a. 마케팅상의 장점

。생산조정이 용이 :

〈표 2〉경과일에 따른 과산물가 （POV）

실험조건

''、、要［
처 음 1 개월 2 개월 4 개월 6 개월

40℃ 항온조방치 탈산큐 D 사용군 15.0 15.8 25.0 45.7 56.3

대조군 15.0 15.9 126.2 178.9 239.7

실온 방치 탈산큐 D 사용군 15.0 15.2 13.5 30.2 39.4

대조군 15.0 24.6 64.8 92.3 151.2

（단위 ：me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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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경과일에따른 색 향의 변화

실험조건 1 개월 2 개월 4 개월 6 개월
구분^흐

색 향 색 향 색 향 색 향

40℃ 항온조방치 “탈산큐 D”사용군 0 0 0 0 △ 0 △ △

대 조 군 △ 0 △ △ △ X X X

실온방지 “탈산큐 D”사용군 0 0 0 0 0 0 0 △

대 조 군 0 0 0 0 △ △ △ X
※。:좋음, △:보통, x：나쁨

신
선
도
유
지
 

산

소

채

로

。판매지역의 확대 :

기존상품, 신상품을 먼거리에까지 진출 판매

。살충처리가 불필요 :

대형 살균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원산지에서 Packaing하는 

것으로 끝남

b. 신상품의 분야를 확대

L
=
e

 연
장
 

상
품
이
 S

h

쯔

f-

신
제
품
개
발
확
대

자
연
식
품
의
 
지
향

신상품의 守隹 확장시켜 이상적인 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종래는 보존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분을 많게 하든가 설탕을 적게 하는 등 새로운 

맛있는 신재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Marketing의 이익

〈표 4> 탈산큐의 간접효과

고 

부 

가 

치 

창 

출

식

품

첨

가

물

 
불

필

요

저

 

염

 
•
저
 

장

원재료 및 일시적인 과부족 등에 대응하기 쉬워 연간 

생산조정이 가능

。재고조정이 용이 :

원재료의 구입, 상품의 출하계획, 종업원의 노동시간 조정 

등이 가능

。운송상의 합리화:

운송계획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으며(운송회수의 감소), 

반품의 교환시간 등에 수반하여 운송비가 절감됨

。유통로스의 절감:

상품의 로스, 반품 크레임의 절감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손실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

c. 법적 규제에 대응

이 밖에도 법척 규제에의 대응이 되는 장점이 있다.

가공식물의 산가, 과산화물가의 규격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

DI. 탈산큐의 안전성

1) 사용 측면에서의 안전성

。식품에 직접 첨가하지 않음得 건조제와 같이 포장한 상태로 

사용

。사용후 내용물은 산화철, 수산화철이 되므로 폐기할 때 

특별한 처리가 필요 없으며 일반 가정에서의 폐기물과 

같이 취급하여도 됨

2) 포장재 측면에서의 안전성

。인쇄잉印卜 식품에 직접 묻지 않도록 오버 코팅처리를 

하였음. 포장재는 기준 강도 이상의 재료 사용

3) 성분 측면에서의 안전성

。주성분은 특수 처리된 활성 산화철

。주성분은 산소를 흡수한 후 산화철이 됨. 이 산화철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음

4)반응면에서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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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탈산큐 포장 • 가스충전 포장 • 진공포장의 비교

탈산큐 포장 가스충전포장 진공포장

•산소제거율 100%
（화학반응에 의해 용기내 산소를 완전 홉수함） 

•화학반응에 의하여 용기내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간

•용기내 산소를 거의 없도록 함

（가스차단성 필름에 있어서도 다소의 산소 

투과성이 있으나, 산소흡수능력이 큰 탈산큐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산소침투를 모두 

탈산큐가 흡수시켜 줌）. 따라서 필름 사용이 

가능함. A1 포장, 병 등 也］인 포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음

• 산소치환율 불충분함

（물리적 치환이기 때문에 2〜4% 이상의 

산소가 잔존） r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기내의 산소량이 증가함 

따라서 치환시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A1 포장, 

병 등 완전공기 차단성의 용기에 포장하여야 

함（Cost Up 의 요인）

• 산소제거율이 불완전함

（물리적 제거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산소를 

제거할 수 없음）

• 용기내가 진공이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하여 

산소투과성이 크게 됨. 따라서 용기내의 산소 

증가량은현저함

（바늘구멍으로부터의 포장지 파손이 생기기 

쉽다）

• 산소투과성 방지를 위해 병, 캔 등이 요구됨 

（Cost Up 의 요인）

0 PVDC/OPP/PE} 탈산큐포장

10 20 30일
보존기간

21
20
10

氏농
드
%
)

1) PT/PE
2) PT/PE/CPP
3) PVDC/OPP/PE
4) PT/PE/A1/PE

탈산큐 포장（PVDC/PE）

⑵

⑶

⑷

 

■ 

* 

-

N2가
스
중
진
포
장

1개월 2개월 3개월

보존기 간

〈그림 3> 용기내 산소량의 경시변화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열의 

발생이 없고 사람이나 식품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

5） 생산 관리면에서의 안전성

。탈산큐의 생산관리에 대하여서는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의 위생 • 품질 • 포장 

파손등불량품의 출하방지

M 가스충전 포장과 탈산큐 병용

종래의 가스충전 포장에 탈산큐를 병용하면 보다 높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용적에 비해 중량이 극히 적은 식품으로 용기 내의 

탈산소에 의해 체적이 1/5 감소할 때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기키는 경우, 가스충전 포장을 병용

。대형 저장에서의 적용. 용기 내의 산소량이 대단히 많은 

대형 사이로（Silo） 등에 탈산큐를 적용하는 경우, 질소（NJ 
가스치환으로 계내（系內）의 산소농도를 몇 %까지 내린 후 

탈산큐적용

V. 탈산큐 포장 • 가스 충전 • 진공포장의 비교

최근 들어 사용이 광범해진 진공포장 • 가스포장 • 탈산큐 

포장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1） 산소제거율（치환율）

대상물의 포장 내의 산소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이느냐는 

산소 제거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2） 용기내 산소량의 경시 변화

일단 용기 내를 산소 제로 상태로 하여도 용기의 재질마다 

산소투과성이 다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그림 3〉과 같은 

차이가 생긴다.

3） 효과의 비교

탈산큐 포장과 가스충전포장, 진공포장을 비교할 때 용기내 

산소농도 및 용기내 산소농도의 시간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다（표 6〜표 8,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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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곰팡이 방지효과의 비교

탈산큐 포장 가스충진포장 진공포장

•가스발생 없음 

（장기에 걸쳐 용기 내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

•가스발생은 억제되지 않음 

（0.4% 이상의 산소가 

있으면 곰팡이가 가스 발생）

〈표 7> 유지의 산화방지

탈산큐 포장 가스충진포장 진공포장

•완벽하다

• 유지의 노화방지는 

완전히 산소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완전히 

산소가 없으면 빛에 

닿아도 유지가 

산화하지 않음

•불완전하다

（산소가 몇 %만 있어도 유지는 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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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소농도와 기름（油）의 산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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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충

진

의

 

범

위

［탈산큐의 범위

〈표 8> 산화 방지제 첨가에 대하여

탈산큐 포장 가스충진포장 진공포장

•곰팡이 발생, 유지 

산화방지 등의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의 첨가 물질이 

필요

•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됨

VI. 탈산큐와 수분활성（Aw）

일반적으로 식품의 변질은 그 식품의 수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가령 수분 25% 정도의 카스테라 등은 곰팡이가 

발생키 쉬우며, 쿠키 등 수분 함유량이 적은 식품은 단기간에 

변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품의 변질은 식품중의 함유 수분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수분중의 일부 즉 그 

식품으로부터 증산해 오는 수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수분활성 （Aw）이라 부르는데, 탈산큐를 

사용하여 식품의 변질을 방지할 때는 수분활성을 생각하여 그 

식품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탈산큐의 

W-Type은 산소를 흡수함에 있어 식품에서 증산된 수분을 

이용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포장용기 내의 상대 습도 즉, 

수분활성이 큰 영향을 준다.

매. 포장에 대한 지식

탈산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포장하는 

채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포장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따라 용도가 다양斗다（표 9）.

〈그림 5> 용기내의 산소량 계산방법

용기내 산소량（CC）
=〔용기 전체의 체적（부피） （cc）-내용물 중량（g）/ 1（비중）〕X20%

ex） 비중 = 1

중량 = 350g

채운물의 부피 =500ml（cc）

（500-35이1）X20% = 30ml（용기 내의 산소량）

•용기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식품용기를 

물속에 충분히 잠긴다.

• 빠져나간 물의 

부피를 측정한다.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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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관에 따른 포장재의 종류

구 분 Type 재 질 두 께
수증기투과도 

(g/ m2, 24 hrs)
산소투과도

(cc/ m2atm 24 hrs 20-25 七)
비 고

장기보관

Aluminum foil 
Aluminum 
deposition

PET/A1/PE 
PET/Al/deposition 
PE

12/7/40 
12/600 A°/40

0 
0.5-6

0 
0.2-6

Polyvinyl 
alcohol

OPP/Eval®/PE 
Oriented Vinylon/ 
PE

20/17/40
15/50

4
4

0.3-4
0.5-3

중장기보관

Polyvinylidene 
chloride(PVDC) 
coat

P. V.D. C coated
OPP/PE
P. V.D.C. coated
PET/PE
P. V. D. C. coated 
ON/PE
P. V. D. C. coated
PT/PE

20/40

12/50

15/50

22/50

4

4

7

75

5-15, 1-5 
(high-barrier type) 

6-10

6-10

5-15

단기보관

Polyamide
2-layer extruded 
film 
ON/PE

100

15/40

7-9

16

11-30

30-120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함

Polyester PET/PE 12/40 15 50-120

사용불가

Cellophane 
Polypropylene

Polyethylene

PT/PE 
OPP/PE 
PP.part coat 
PE

20/40
20/40

40
40 —

20
6

10-120
1500-2000

3000-
2000-

일반적으로 

탈산큐에는 

적합치 않음

〈표 10〉식품 포장재에 필요한 물성

무미, 무취, 무독 등

r- 물리적 강도:

| 보호성 |----------- 차 단 성:

1— 안 전 성:

인장강도, 신장률, 파괴강도 

파열강도 내절강도

충격강도 완충강도 내마모성, 

봉함강도 등

방습성 , 가스차단성 , 

방수성 보향성, 단열성, 

내광성, 자외선 홉습성 등 

내수성, 내광성, 내약품성, 

내유기용제성, 내유성, 

내한성, 내후성

작업성 £ 本 if혔不卜 물체의 강도 미끄럼성， 

비대전성, 열봉함성, 접착성, 

적용성, 내브로킹성, 내수축성, 

비 (非)Curl 성 

| 편리성 | 

| 고품성 | 

| 경제성 |

개봉성, 휴대성 등

광택, 투명성, 평활도 백색도

가격, 생산성, 수송보관성

1) 식품포장에 필요한 조건

포장의 제 1목적은 식품이 생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받는 진동 • 압축 등의 

기계적 외력이나, 습기 • 산소 • 빛 • 열 • 추위 등으로부터 그 

식품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 밖에도 수송비의 절감, 

작업의 간편성, 人용시의 편리성, 상품가치의 향상을 위한 

판매촉진 등의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들의 제조건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표 10〉과 같다.

이것들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포장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포장재를 라미네이트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

2) 탈산큐와 포장재의 지식

포장재 필름은 완전히 공기를 차단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필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산소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가령 탈산큐를 사용하여도 산소농도를 제로상태로 유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 따라서 탈산큐의 사용능력에 맞는 포장재를 

선택해야 된다.

I 기 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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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소제,「에지레스（Ageless）」
“탈산소제의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 성능，기능 • 형태 등 상품 자체의 개량, 신제품 개발은 

물론, 기술서비스 ・ 관련 자재 및 기기의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

播 間 良 彥 三菱瓦斯化學주 에지레스 사업본부

서론

탈산소제 에지레스가 정식 발매된 지 14년이 된다.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탈산소제로 과자, 식품메이커 등의 좋은 

호응을 얻어 급속히 보급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개발 초 3종류 밖에 없었던 품종이 기본 품종 

10종, 그리고 특수 품종까지 합치면 30종 이상이나 되는 

에지레스가 매일 생산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된 이후, 점차 메이커들이 늘어나서 그 중 몇 

개는 이미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10개사 이상이 이 시장에

〈표 1> 탈산소제의 분류 및 대응 에지레스의 종류

탄산소제의 분류 대응 에지레스

1•소재에의한분류

a. 무기계 —철분 F, Z, S
b. 유기계 아스콜빈산, 카테클 G

2. 반응羽에 의한 분류

a. 자력（ 自 力） 반응형 Z, S, G, E
b. 수분의존형 F, FX

3. 반응속도에 의한 분류

a. 속효（速效） 타입 FX, S
b. 일반 타입 Z, G, E
C. 지효（遲效） 타입 T

4. 용도에 의한 분류

a. 고수분 식품용 FX, F, S
b. 중수분 식품용 S, F
c. 저수분 식품용 Z
d. 초건조품용 T

5. 기능에 의한 분류

a. 단기능형 -5 만 흡수 FX, F, S, Z

02 + CO2 발생 G
, 보하기느혀 O2 + CO2 흡수
•「합。영 5 +알코올발생

E

5 +기타 FM, SS
6. 형태에 의한 분류

a. 소대（小袋） 타입

b. 타브렛 타입 T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에지레스의 시장 점유율은 타사 

제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 안정성
。사용자 요구에 신속 - 金확하게 대응하는 신품종의 개발 

。세심한 기술 확립, 테스트 체제

。주변기기 및 자재의 개발

에지레스의 품종과 그 특징

탈산소제는 소재 • 반응羽 • 반응속도 • 용도 •

기능 •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에지레스는 이 

가운데 복합기능형인。2 흡수 +알코올 발생 타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표 1 참조）.

1. 소재에 의한 분류

안정성이나 비용, 취급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로는 철분, 유기계는 아스콜빈산을 원료로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기계는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이점이 있는데, 에지레스 중 G타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반응양식에 의한 분류

유지를 제외하고는 산소와의 반응에는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 수분을 어디에서 얻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자력반응형 （自力反應型） 탄산소제는 산소제 중에 수분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공기에 노출됨과 동시에 산소의 흡수를 

시작한다. 에지레스에서는 F계열을 제외한 모두가 

자력 반응형이다.

수분의존형은 산소제 중에 물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공기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는 탄산소가 되지 않고, 식품과 

함께 용기로 밀봉하면 식품에서 발산되는 미세한 수분에 의해 

탈산소하는 타입의 것이다. 에지레스에서는 FX, FJ, F 
등으로 불리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품과 함께 용기 

내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정하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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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匕 공기량 500 cc 용

20
10 

산

소

농

도

(%)

1 2 3 4 5 6

경과일수（日）

一.一 수분의존형 • 속효타입(RH100%) 
— 자력반응형 • 속효타입(RH70%) 
—— 자력반응형 • 일반타电(건조제 공존) 

—- 자력반응형 • 지효타입(건조제 공존)

〈그림 2> 철분계 탈산소제의 온도에 의한 

산소흡수속도 변화

15
105

0

 

산

소

 
농

도

 

幻

(온도-20〜 一25匕 공기량 500cc용)

20 ,

\\「FX타입 (RH100%)

@S 타입、、'、、

卜 RH 100%)>\、
[s타입 (RH>0%「、\,

5 10 20 30 40
경과일수（日）

〈그림 1> 철분계 탈산소제의 산소흡수속도 〈그림 3> 철분계 탈산소제의 냉동하에 있어서 
탈산소속도

더욱이 봉입 후의 탈산소 속도는 빨라서 12시간〜1 일 

이내에 탈산소한다. 수분활성이 높은 식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내수성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어 FX 타입은 물에 젖어도 

탈산소한다. 생절편은 수분이 많아서 종이 포장재의 

탈산소제로는 품질 유지가 어려웠지만, 플라스틱 포장재의 FX 
타입이 개발되고 나서는 이것이 가능해져서 떡 본래의 맛을 

유지한 에지레스 팩의 생절편이 맛이 다소 변화하는 

레토르트팩 대용의 것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력반응형은 공기에 노출되면 곧 반응을 시작하기 때문에 

취급은 단시간 내에 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장재의 

통기성과 소재의 양, 브랜드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반응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속효성 (速效性)과 

지효성 (遲效性)을 만들 수 있다.

3. 반응속도에 의한 분류

속효타입 (FX • S)은 1/2일에서 1 일, 일반타입 (Z)은 

2〜3 일, 지효타입 (T)은 5〜6일로 탈산소한다고 하는 것이 

표준이나, 용도 • 목적에 따라서 더욱 빠르게 탈산소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다.

온도나 식품의 수분활성, 건조제와의 병용 유무에 따라서 

탈산소 속도는 다소 변한다. 온도의존성은 자력반응형에서는 

작지만, 수분의존형은 수분의 증발속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크다. 냉장시보다 냉동시 탈산소 속도가 

늦어진다. 최근 칠드식품이나 냉동식품에 사용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냉동영역에서도 빠르게 탈산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서 -20℃〜-25℃의 온도에서도 

3〜4일 정도로 탈산소하는 냉동식품용(SS타입)을 ‘88년에 

개발하였다. 이 신상품의 출시에 의해서 칠드식품, 

냉동식품으로의 에지레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용도에 의한 분류

수분이 많은 식품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나 

상하기 쉽다. 따라서 빨리 탈산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속효타입이 사용된다. 건조식품의 경우는 상하지는 않지만 

습기를 싫어하므로 건조제가 필요한 것이 많으므로 건조제와 

병용 가능한 것으로서 저수분 식품용이 있다.

소재 - 반응속도 • 용도와의 관계는〈표 3〉과 같다. 이외에 

특수용도로서 냉동식품용, 전자렌지식품용 등이 있다.

5• 기능에 의한 분류

개발 처음에는 단순한 탈산소 기능뿐이었으나 소비자의

〈표 2> 에지레스 종류별 상호간의 관계

반응양식 반응속도 용 도 대응 에지레스

속효 타입 고수분 식품용 S
무 자력 반응형 일반 타입 중수분 식품용 

저수분 식품용
Z, Z-PK

기 지효 타입 초건조용 T

계 수분의존형
속효 타입

고수분 식품용 FX, F
일반 타입

자력 반응형
속효타입 중수분 식품용

G
일반 타입 저수분 식품용

〈표 3> 구운 커피콩의 관능시험 결과

구 분 목

개월 2 개월 3 개월

에지레스구 

(탄산가스 흡수 타입 )

香 

味

3
3

3
3

3
3

對照凶 香 

味

2
2〜3

1
2

1
1

평가) 1) 향 3：산화취 없음. 커피향이 잘 보존

2：조금 산화취 있음. 커피향이 조금 엷어져 있음

1：산화취 있음. 커피향 잃음

2) 맛 3：구운 직후와 가까운 맛

2：약간 산화맛이 있음 1:맛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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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50 ml 용
25匕

co2
검체 :킬리만자로 스트레이트 200g을 

알루미늄 샌드 봉지에 밀봉

보존조건 :25℃, RH 50〜60%
가

스

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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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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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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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

 

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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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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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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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凶）

에지레스구

（탄산가스 홉수타입）

〈사진 1> FM 타입（마이크로파 내성） 사용예
시간 （hr）

〈그림 4> 탄산가스 발생 타입의 가스조성 변화

보존기간（월）

〈그림 5> 구운 커피콩 포장내의 탄산가스량 경시변화

0 2 3

요구 및 용도의 확대 등에 따라서 서서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타입을 개발하고 있다.

가） 탄산가스 발생 （G 타입）

산소는 공기중에 약 20%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탈산소하면 용기의 체적이 1/5 가까이 감소한다. 이같은 

수축이 상품의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소를 

흡수함과 동시에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타입을 개발하였다. 

소재는 비타민 C계의 것이다.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에는 산소의 홉수와 

탄산가스의 발생이 동일반응인 것（산소를 흡수하지 않으면 

탄산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타입）과, 별도 반응의 것（산소를 

홉수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반응이 일어나 

탄산가스를 발생） 등 2가지가 있다.

당사의 G타입과 같은 전자의 타입은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혐기상태에서 보존해도 탄산가스가 

발생하거나, 산소흡수가 끝나도 잉여능력이 남아 있으면 역시 

탄산가스가 발생하여 대봉지가 팽창되어 부풀어 오르는 등의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4 참조）.

나） 탄산가스 흡수（E 타입）

산소뿐 아니라 탄산가스도 흡수하는 타입으로서 커피의 

풍미유지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커피콩은 구우면 조직이 탄화하여 탄산가스를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구운 후 금방 포장을 하면 

발생하는 탄산가스 때문에 대봉지가 팽창, 

결국에는 파대에 이른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흡수함과 함께 

산화를 방지하여 향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입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탄산가스는 커피콩의 종류나 구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량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흡수량은 

산소 1 에 대해서 탄산가스 10으로 설정하며, 또 서서히 

흡수하도록 연구되어 있다（그림 5）. 이 연구에 의해서 

산소흡수 후에도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포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타이트한 상태로 유지되며, 커피는 

산화로부터 해방됨과 함께 향은 처음의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까지 가게 된다.

다） 향기 보존（PK 타입）

기능은 탈산소뿐이나 알코올을 함유한 식품이나 미묘한 

향기를 중시하는 식품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브랜디케이크를 비롯하여 알코올을 함유한 식품이 꽤 

많은데, 알코올이 있으면 탈산소제의 주성분인 철과 반응하여 

이취를 발생하는 수가 있다.

또 차나 커피 등 미묘한 향이 중시되는 

식품의 경우는 탈산소제를 봉입함으로 해서 향기가 

변화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탈산소제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 개발된 

타입이다（표 3 참조）.

라） 마이크로파 내성（耐性）（FM 타입）

최근 전자렌지의 보급과 함께 렌지에서 데우는 것만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다수 상품화되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레토르트나 냉동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맛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탈산소제를 사용해서 자연적인 풍미를 가진 맛있는 식품을 

개발하려 해도 지금까지의 탈산소제는 식품과 함께 

전자렌지에 넣으면 이취가 발생하거나 파대해 버리기 때문에 

전자렌지 식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사가 

지금까지 축적된 소재와 포장재료에 관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 전자렌지의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충분한 내성을 

가지는 전자렌지 식품용 FM 타입이다（사진 1）. 이미 

무균밥에 응용되어 편이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레토르트 밥보다도 맛있다고 하는 평판을 얻고 

있다.

6. 형태에 의한 분류

지금까지의 탈산소제는 소대（小袋） 상태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용도가 넓어짐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는 식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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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나 캔 • 튜브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는 소대상태로는 위화감, 이물감을 주는 것도 있어서 

다른 형태에 대한 요망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에 소재를 

타브렛화하여 PTP 포장한 에지레스 丁를 개발했다（사진 2）. 
병마개의 뒤에 넣을 수도 있고, 밑에 넣어도 위화감이 적어서 

병조림 식품이나 의약품의 품질유지에 적합하다（그림 6 
참조）.

마지막으로 소대상이지만,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될 수 

없었던 초소형 에지레스를 en한다. 핵가족이나 독신세대의 

증가에 따라서 한번에 먹는 양이 감소하는 경향이어서 

이것이 식품의 개식포장화（价食包裝貨化）를 추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탈산소제 포장은 지금까지의 구입단위의 식품을 

일괄해서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봉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부를 먹어야 되므로 개식화와는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판매단위를 줄이거나 세분화하여 각각을 

에지레스팩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큰 에지레스로는 눈에 

띄거나 충전키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나와서 소형이 강하게 

상품화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에지레스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원래는 에지레스의 채용시 확인테스트를 할 때의 

체크용으로서, 또 에지레스의 품질보증용으로서 개발한 

것이었으나, 수 년 전부터는 상품의 출하관리에 에지레스와 

병용하여 이용하는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에지레스와 병용해도 위화감 이물감이 보다 적은 형태에 대한 

요망이 높아져 개발된 것으로서, 정제를 잉크화하여 종이에 

인쇄한 타입이다. 편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봉지 내에 

붙혀 고정할 수 있는 타입도 있다（사진 4）.

⑵ 에지레스 자동 투입기

탈산제의 좋은 점은 진공포장이나 N?가스 충전포장과는 

달리 채용시 대규모 기계 • 설비가 불필요하므로 소규모 

생산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요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개발한 것이 고수분

식품용은 FJ 타입이며, 저수분 식품용은 ZJ 타입이다.

FJ는 20cc의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28x20m/m의 소형이며（사진 3）, ZJ 타입은 15cc의
흡수능력을 갖으며 크기는 20x30m/m 이다. 또 ZJ 타입은

지금까지의 형태가 삼방（三方） 봉함 혹은 사방（四方） 〈僵 巳뿝不투입

봉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것에 반하여 스틱포장인 것도 특징 力탈산소제（에지레스 

중의 하나이다. 이상 에지레스의 주요 품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외에도 용도에 따른 특수 품종이 여러 가지

있다.

주변기술

탈산소제의 보급에는 탈산소제 자체의 성능 ♦ 기능의

향상과 동시에 그 이용기管］나 관련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용도에 따른 기능, 성능을 가진 〈사진 纷 FJ 타입（소형 

에지레스를 개발함과 함께 그 이용기술과 관련자재의 개발에 에지러스의 사용 예

노력해 왔는데, 그 주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산소검지지（페이퍼아이）

산소의 유무를 색변화로 나타내는

산소검지제（에지레스아이）는 에지레스 개발 당초부터

〈그림 6> 타브렛 타입의 탈산소제 사용방법 〈사진 4> 산소검지기 （페이퍼아이） 〈사진 5> 에지레스 자동 투입기 A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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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칸막이 봉지

〈그림 9> 칸막이 캔의 

시스템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벨트상의 에지레스를 절단하면서

자동투입하는 기계도 준비하고 있다（AG-1）.

'87년 AG-1 에 컴퓨터를 탑재, 정밀도를 높인 AG-2
형（사진 5） 및 벨트상 에지레스를 커팅하여 투입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절단되어 있는 단일품을 하나씩 투입하는 AG-B 
형 자동투입기 등도 개발하였다.

（3） 에지레스의 고정, 격리기술

탈산소제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거나 만에 하나 

잘못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기 내에 고정하거나 식품과 

격리시키고 싶은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기계를 개발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사진 6> 에지레스 
첨착장치

가） 이중포장

차단성이 있는 대봉지와 없는 대봉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액체식품이나 탈산소제로부터의 수분이 행을 

싫어하는 건조식품에 사용되고 있다（그림 7）.

나） 칸막이 봉지

봉지 속에 차단성이 없는 얇은 필름을 끼운 것으로서 

한쪽면에 탈산소제를 넣으며, 3가지 타입이 있다（그림 6）.

다） 칸막이 캔

나）의 봉지를 캔으로 응용한 것으로서 가스투과성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칸막이 판을 성형하여 이것으로 식품과 

탈산소제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가루차 캔에 채용되고 있다• 

또 이것은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도 개발되어 있다.
〈사진 7> 에지레스 고정장치（양면 테이프식）

라） 에지레스 부착방지

특수 가공한 에지레스를 폴리에틸렌 테이프의 위에 일정 

간격으로 열봉함하여, 이것을 종필로우 포장기와 연동시켜서 

봉지 내에 고정시키는 장치이며, 커피콩의 포장에 

적당하다（사진 6）.

마） 에지레스 고정장치（양면 테이프 양식）

에지레스에 양견 테이프를 붇혀서 자동 투입기로 

절단하면서 횡필로우 포장의 필름에 붙여 가는 것으로 

낱포장 만두나 과자에 응용되고 있다（사진 7）.
기타, 봉함 불량이나 핀흘을 간단히 체크하기 위한「씨링 

체크액」, 원료 등의 대량보존에 적합한 스텐레스제 

「기밀드럼」, 봉함기가 없는 곳에서도 간단히 봉지를 밀봉할 

수 있는「에지레스 크립」, 샘플 보존용에 적합한 유리제품의 

「기밀병」등도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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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에지레스 수분 활성계

〈그림 10> 에지레스 고정장치 시스템

그리고 탈산소제를 사용하는 식품메이커에게 꼭 필요한 

「수분활성제」가 개발중이다（사진 8）. 시판되고 있는 수분 

활성계는 1 대가 50만엔 이상이나 하는 고가이나, 

에지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메이커가 간단히 구입할 수 

있도록 싼가격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결론

탈산소제 포장은 지금까지의 일반 포장기술과는 다른 

획기적인 것이다. 식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그칠줄을 

모른다. 보다 신선하고 보다 맛있게 , 보다 안전한 식품을 

항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산소제가 의도하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방향HI 따라서 새로운 식품, 포장, 

판매형태가 개발될 때마다 탈산소제의 용도는 넓어져간다.

탈산소제의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 성능 • 기능 • 형태 

등 상품 자체의 개량, 신제품의 개발은 물론, 기술서비스 • 

관련 자재 및 기기의 개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도서판매안내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16〜19） ：W5,000

2. 산업디자인지 （45〜 〃호） :W1, 500〜钾3,500

3. 포장기술지 （ 2〜10호） :钾2, 000

4. 산업디자인지 합본 （80〜81 년） :钾 7,000

5. 포장기술지 합본 :W12, 000 ——————

6. 한국전통문양 : 钾6, 400（20% 할인）

7. 초기술 : 钾1, 600（20% 할인）

8. 도구와의 대화 ： W1, 600（20% 할인）

9・ 오늘의산업디자인 ： W1, 200（20% 할인）

10. 포장산업 경영관리 ：W3, 500

11・ 가치관의 대전환 :W3, 000____________ __ ____________________

12. 포장기술편람（'88년 개정 증보판） :钾5 （＜叫—_ __________

※ 연락처 : 정보자료부（TEL :74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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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소제의 시장동향 및 식품의 변패방지 효과
“탈산소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개개의 식품에 알맞는 

사용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德岡敬子

서론

식품의 저염화, 저당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수분식품이나 

다（多）수분식품의 미생물적 변패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보존기술 및 포장기술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합성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 • 온도 • PH • 산소（흐기성균의 경우） 등의 환경조건을 

생육에 부적합한 범위로 제어함으로써 미생물적 변패를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자연적인 품질보존기술로서 탈산소제, 

가스치환제, 혹은 알코올 발생제 등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면유, 생과자 등의 식품의 셀프라이프가 크게 향상되었다. 

탈산소제는 포장용기의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가스치환제는 탈산소와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보존기술은 특별한 가열살균이나 저온유통 등을 

행하지 않아도 포장 내의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의해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종래부터 행해지고 있는 

진공포장이나 가스치환포장에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이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탈산소 제의 시장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탈산소제의 시장동향

탈산소제는 철분 • 아스콜빈산 • 갈변물질 등의 산화물질을 

통기성이 좋은 작은 봉지에 넣는 것으로서, 포장용기 안의 

잔존 산소농도를 단시간에 저하시키는 것에 의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식품중의 유지의 산화, 식품류의 퇴색 

등을 방지하여 식품의 품질 및 풍미를 유지한다. 또 곤충류의 

부화 및 증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표 1〉에 탈산소제의 

효과와 적용식품의 예를 나타낸다.

탈산소제는 유럽에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탈산소제는 가스치환에 비해서 순간적인 탈산소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점이 있으나, 가스치환포장에서는 불가능한 

저산소 농도의 유지가 가능하고 진공포장이나 

가스치환포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높은 고차단성 포장재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탈산소제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사용 용도의 비율을 보면, 과자류가 5〜6할을 차지하고 

이어서 떡 • 면류 • 수산가공품이 많다. 그외 축산가공품, 

반찬류 등 많은 식품으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스트 후드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종류의 탈산소제가 발매되고 있는데, 대별하면 

철계와 유기계로 나뉘어진다.

유기계는 당（糖） 혹은 레닥톤류의 산화반응이나 활성탄의 

흡착기능을 이용한 것이며, 철계는 안전하고 취급이 

용이하다는 것과 함께 소형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기계의 특징은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림 1〉에 탈산소제의 등급별 

분포를 나타냈다.

탈산소제는〈표 2〉와 같이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어

〈표 1〉탈산소제의 효과와 적용식품류

효 과 식품예

산화 방지 버터피너츠, 넛츠, 아몬드넛츠, 넛츠초콜렛, 포테이토칩, 

도넛츠, 쿠키, 크래커, 달걀 가공품, 사라미 소세지, 

동결건조식품, 떡과자, 동결두부둥

방균, 방곰팡이 

（미생물）

카스테라, 식빵, 핫케익, 일본과자〈만두, 모나까, 도라 

야끼 등）, 삶은콩, 밤, 어묵, 생소바, 생라면, 말린 표고 

버섯, 반건조 가다랭이 등

변퇴색 방지 건조멸치, 대구알, 전갱이, 차면, 동결두부, 건조육

방충 효과 쌀, 보리, 콩, 소맥분, 소아분, 빵분, 콩과자, 말린 표고 등

식품성분유지 녹차, 커피, 소맥분, 향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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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유지제 7.50%（7.07%）

바이타론 7.09% (7.13%)

세 쿠 울 3.41 % (3.64%)

캡 톤 2.25% (2.51 %) 
산소컷트 1.79%(1.75%) 
타 모 쯔 1.64% (2.01%) 
모 듀 란 0.84%(0.86%) 
옥 시 터 0.81% (0.66%) 
산소레스 0.78% (0.88%) 
원 더 킵 0.75%(0.62%)

에지레스 

73.11% 
(72.85%)

〈그림 1〉탈산소제의 등급별 분포（일본시장, 90년 1 월 현재） 

식품의 성질이나 변질속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응양식에 의한 분류에는 자력반응형（自力反應型）과 

수분의존형（水分依存型）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는 

탈산소 반응에 필요한 수분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공기에 노출됨과 동시에 산소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후자인 

수분의존형은 식품에서 증산되는 수분을 흡수하여 

산소흡수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식품과 함께 용기에 

넣기까지는 안정하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저수분식품에 사용하면 탈산소속도가 대단히 

느려지기 때문에 고수분식품에만 사용되고 있다.

자력반응형의 것은 산소흡수 반응에 필요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분이 적은 식품에서는 

탈산소제로부터 식품으로의 수*］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茶）나 로스트피너츠 등 

대단히 수분함량^ 낮은 식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 있다.

탈산소제의 탈산소속도는 소재의 앙이나 혼합방법, 소재를 

싸고 있는 포장재료의 통기성 등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속효성（速效性）에서부터

〈표 2〉탈산소제의 분류

1. 소재에 의한 분류 

가•무기계-철분 

나 유기계 -아스콜빈산, 카테콜

2. 반응양식에 의한 분류

가. 자력반응형 

나 수분의존형

3. 반응속도에 의한 분류

가. 속효（速效）타입

나. 일반타입

다. 지효（遲效） 타입

4. 용도에 따른 분류 

가•고수분^품용 

나. 중간수분^품용 

다• 저수분 식품용

라.초건조식품용

5. 기능에 의한 분류

가. 단일기능형 흡수만

O2 + CO2 발생

나• 복합기능형 G + CU 홉수

Q +알코올 발생

6 +기타

6. 형태에 의한 분류

가. 소봉지 타입

나. 타브렛 타입

지효성 （遲效性）의 것까지 만들 수 있다. 속효성은 12시간〜 1 

일 이내, 표준형은 1〜4일, 지효성은 4〜6일 전후에서 

탈산소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다.

1980년부터는 산소를 흡수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가스치환형의 것（가스치환제）이 출시되었는데, 

이것은 산소흡수에 의한 체적감소를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해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산소제의 산소흡수는 화학반응에 의한 것이며, 온도가 

好1짐에 따라서 산소흡수속도는 늦어진다. 그러나 

탈산소제와 저온유통을 병용하는 것에 의하여 품질유지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철분을 미세하게 

하거나, 촉매를 균일하게 코팅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저온하에서도 단시간 내에 산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커피를 차단성 포장재로 포장한 

경우,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의해 봉지가 팽창되기 때문에 

탈산소와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커피전용 타입도 

나오고 있다.

2년 전에는 전자렌지 식품의 보급에 맞추어 전자렌지로 

가열할 수 있는 탈산소제가 개발되었다. 종래의 탈산소제는 

전자렌지에 넣어 가열하면 철분이 불꽃을 튀기거나 열을 띠어 

이취를 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가열하기 전에 식품 

포장을 뜯어 꺼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신제품은 소재 

그 자체의 조성이나 포장재료■가 개선되어 전자렌지의 

마이크로파를 받아•도 지장이 없도록 배려되어 있어서, 

전자렌지 식품을 그대로 가열할 수가 있다.

이밖에 특수용도로서 기름이 많은 식품에 적합한 내유성 

타입, 브랜디 케익 등 알코올을 함유한 식품이나 미묘한 

향기가 중시되는 식품에 적합한 향기유지 타입, 떡 등 특히 

수분이 많은 식품에 적합한 내수성 타입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주된 경향은 탈산소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다양화 •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타입（특수 

그레이드）”에 대한 요구가 격증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탈산소제를 만드는 메이커는 이와 같은 요구에 잘 

부응해가지 않으면 타회사와 경쟁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탈산소제에 의한 식품의 변패방지

여기서는 탈산소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 미생물 

증식억제 효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다수분계의 식품은 주로 세균에 의해 변패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탈산소제 등으로 방지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탈산소제에 의해서 호기성 세균의 생육은 억제할 수 

있으나 혐기성균의 생육은 오히려 촉진된다. 특히 

편성혐기성균인 보틀리누스균에 의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서는 수분활성을 저하시키거나 

저온유통을 행하는 등의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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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분식품에서는 주로 곰팡이와 효모의 생육3 문제가 

된다. 곰팡이는 대부분이 편성혐기성균이어서 탈산소제로 

산소를 제거하는 것에 의해 생육이 억제된다. 그러나 효모의 

대부분은 통성혐기성균에 속하여 혐기적 조건하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탈산소제를 봉입한 식품에서는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생성이나 알코올 ・ 초산에틸 냄새 

등의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몇 종류의 식품을 대상으로 탈산소제에 의한 보존시험을 한 

결과, 탈산소제에 의해서 곰팡이의 생육은 방지되나, 비교적 

수분활성이 높은 과자류의 경우에는 효모가 증식하여 변패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간수분식품의 품질보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여러 수분활성 조건하에 있어서, 효모의 생육이 

탈산소제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하였다. 

과자류를 비롯한 당농도가 높은 식품에서 분리된 5 
균종（菌腫）의 발효성 효모（Hansenula anomala, 

Saccharomyces cerevisiae, Torulaspora delbrueckii, 
Zygosaccharomyces rouxii, Candida tropicalisX 수분활성 

0.95〜0.83의 한천배지（寒天培地）에 심어 함기포장과 

탈산소제 봉입포장의 생육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느 쪽의 효모나 수분활성의 상승에 따라서 

생육속도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의한 봉지의 

팽창이 보였다. S.cerevisiae 및 C. tropicalis에서는 생육 

최저 수분활성 부근에서 탈산소제에 의한 생육억제 효과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3균종에서는 함기포장과 탈산소제 

봉입포장에 있어서 생육속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효모의 

생육에 미치는 탈산소제의 효과는 예상 이상으로 적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결론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탈산소제는 포장계 내를 간단하게 

극저농도의 산소분위기로 할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탈산소제의 뛰어난 품질보존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개개의 식품에 맞는 사용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후의 방향으로서는 하나의 품질보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에 의해 청결한 제품을 만들어 가볍게 

살균하거나, 천연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가스 치환하고, 동시에 

저온유통을 시키는 등의 온화한 방법으로 식품의 품질이나 

풍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리라 본다. 따라서 

탈산소제나 수분활성, PH의 조정, 저온유통 등의 다른 

품질보존 기술과의 병용효과에 관해서 더욱 더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자료실 이용 안내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 

인 - 포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 

으며,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영상 자료 

실은 도서 자료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으로서, 슬라이드 • 비디오 테이프， 

마이크로 피쉬 ♦ 마이크로 필름 등 첨 

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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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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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포장기술』50. 1991. VOL. 9



II I 赠 지상강좌 II II "I !l II I! II 1

진보된 MAP 시스템에 관한 고찰
“MAP는 포장과 또는 제품 자체의 내부기압（조건）을 변화시키는 가스와 분자를 흡수 혹은 

방출함으로써 식품의 보관수명 연장에 우수한 효과를 갖는 Active Packaging 의 하나이다”

자료협조: WPO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은 오늘날 소위 

"Active Packaging"으로 간주되는 

포장방법의 하나로서, 식품을 기계적, 

물리 • 화학적으로 단순히 보호해주는 

“Passive” 포장 방법과는 달리, “Active” 
포장법은 “Passive” 포장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포장과 또는 제품 자체의 

내부기압（조건）을 변화시키는 가스와 

분자를 흡수 혹은 방출함으로써 식품의 

보관수명 연장에 우수한 효과를 갖는 

포장법이다.

MAP는 포장 내부와 외부의 조건 사이에 

일어나는 변이를 수정 또는 조절하고 특히 

저장 및 유통시 생길 수 있는 변질을 

예방함으로써 포장식품의 변질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포장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MAP는 

오늘날 산업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내부 시장유통과 

적절한 가격조건에서의 제품수출 등을 

도와줄 수 있는 포장법이라 여겨지고 있다.

기본 규칙

MAP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규칙을 

염 守1야 한다.

-포장할 제품의 질이 우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손상된 제품을 개선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포장공정시 청결한 작업장소, 청결한 

기계 및 작업원의 교육 등과 같은 

위생법이 지켜져야 한다.

-포장 및 유통공정시 저온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CO?는 

2七에서 세균작용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5七에서 세균수는 배로 

증식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포장재료의 세균학적 품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 식품형태에 따라 가스를 적절히 

혼합시켜야 하는데, 이 때 

변질반응속도는 식품의 

수분활성도（aw）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포장재료는 다량의 가스로부터 

안전한 보호벽 구실을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선택적 흡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투명 플라스틱 

포장재는 특정（일정한 식품에 

해로운）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색소와 선택적으로 혼합 사용되어야 

한다.

-이미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장기계는 

가스의 정밀 혼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스의 선택

아래 열거한 세 가지의 가스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네번째의 것은 

실험중에 있다.

i） 진공상태에서는 포장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포장 내에 02 대신 &를 

사용한다.

ii） 산화 및 세균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岂를 제거한다. 그러나。2는 

다음의 두 경우에서만은 일정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붉은 고기의 

갈변방지, 혐기성 세균성장 억제 

등）.

iii） CO2는 Active Gas이다. C5는 

세균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성장을 

억제시키는 세균증식 억제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iV） Helium군에 속하는 가스들이 현재 

실험중인 새로운 것으로, 

여기에는 Argon, Neon, Krypton, 
Xenon 등이 있다. 이들 가스들이 

생명에 불필수적인 것들이기는 

하지만, 생명체 내에서 이들 

가스는 무수히 많은 물리작용을 

보여준다.

오늘날 행해지는 주요 

실험대상은 이들 가스의 

생성과정이며, 실험결과 소위 이들 

“Noble Gases”는 일부 세균의 

성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프랑스 Air Liquide 에서 

실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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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의 사용도

MAP가 과일 • 야채 등의 안전한 

포장법으로 196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것에 비해, 훨씬 주목할만한 

포장개발이 10여년 전 유럽에서 

있었다. 오늘날 MAP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관수명의 연장 및 세균으로부터의 

철저한 안전성 등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냉장운반 및 

유통이 보장된 경우, 대단히 

만족스러운 포장법들이다.

(1) 붉은 고기

고기의 적색이 탈색되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소를 사용한다. 이 때 가 20%일 

때 산소의 비율은 40〜50%, 그 

나머지는 N로 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로써 식품을 포장했을 때 신선한 

햄버거의 보관수명은 6일, 적색고기는 

10일로 나타난다.

(2) 흰색 고기

〈표 1> 유통되는 식품의 보관수명 및 유통시의 온도

제품 가스 온도 보관수명

Buns, Brioches................... CO? or N2 R.T. 3 달
Tea-cakes, Cakes,
Danish Pastry................... 50% N2 + 50% CO2 R.T. 4 달
Croissants, Milk Rolls......... co2 R.T. 6 달
Crepes................................. 60% CO2 + 40% N2 R.T. 2 달

돈육 페스트리

Cheese Rolls, Bouchees
a-la-Reine.......................... 50% N2 + 50% CO2 4℃ 15 일
Pates, Sausages in Pie Crust 50% N2 + 8O% CO2 4℃ 끼일

Pizzas, Quiches................... 50% N2 + 50% CO2 4℃ 끼일

Chinese Rolls................... 50% N2 + 50% CO2 4℃ 10 일

빵류

Sliced Bread CO2 1<.T. 3 달
Precooked Bread................ CO2 + Infrared IIT. 2 달

파스타

Ravioli............................. 80% N2 + 20% CO2 2℃ 기일

Lasagne............................. 30% N2 + 70% CO2 2℃ 15 일

X R. T. = Room Temeperature

송아지 고기와 같은 흰색 

고기 (White Meat)는 50% N? 와 50% 
CO?의 비율하에서 7일간 안전하다.

(3) 닭내장, 간 따위

간과 같은 동물의 내장은 40% CO2, 

50〜60% ■ 의 비율하에서 6〜10일간 

보관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는 

색상의 보존이며, N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각 제품의 유형에 맞도록 

가스의 혼합비율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

(4) 조제식품

파스타 등과 같이 식품이 일정한 

포장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끼 일간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포장규칙을 설정하기에는 각 

제품들마다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장개발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의 비율은

20%에서 50% 정도, N?는 50%에서 

80% 정도에서 정해지며,。는 

사용되지 않는다. 색상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

(5) 생선제품

대부분의 유럽지역에서 생선 제품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편이고, 

위생상태도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다.

생선제품이 4〜8일간의 보관수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CO?는 80% 정도, 

。2는 20%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실험결과 온도는 30七 

미*］어야 한다.

(6) 과일 및 야채

시장에 유통되는 과일 및 야채와 꽃 

등은 3〜5%의 CO2, 2〜5%의 5, 

그리고 나머지는 用로 이루어진 

혼합된 조건에서 좀더 오래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

빵제품 즉 육류가 들어 있는 

페스트리, 파스타, 피자 및 유사 

제품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MAP 
포장법으로 단연 우위를 달리고 있다.

〈표 1〉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보관수명 및 유통시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표 1〉에서 보듯이, 

빵제품은 냉장온도에서의 보관이 

필요치 않으며, 제품 내에 

Carbohydrase 효소를 사용하여 

부패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MAP 
포장법을 사용할 경우, 모든 

포장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긴 

보관수명으로 인해 판매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생산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보된 MAP 시스템

흔히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MAP”와 “CAP”의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포장과정은 사실상 다르다.

즉, MAP 시스템은 포장 단계에서 

조절된 포장 내 환경이 보관수명 동안 

아무런 조절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식품의 호흡(흡수)이나 포장재료의 

침투성에 의해 조절된다. 반면,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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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는(Controlled Atmosphere 
Packaging) 포장시 조절된 환경조건이 

항상 조절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것은 외부의 전기적/혹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들어있던 

여러 가스의 비율이 제품의 보관수명 

동안 늘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이다.

MAP 시스템에서 한 단계 발전된 

포장법으로 MAP/CAP를 병용한 

새로운 방법이 성공적으로 실험되기도 

했다. 기타의 새로운 포장법으로는 

i) 보관수명 동안 내부기압을 자체 

수정하는 것

ii) 2단계의 MAP
iii)“Active” 포장법에 속하는 기타의 

MAP 방법 등이 있다.

MAP/CAP 의 병용방법

이것은 이미 설명했던 가스의 

혼합비율을 기초로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MAP 포장 내에서 CU를 

방출해내는 방법이다.

즉, 원하는 조절환경(예 ；40% 02, 
60% COJ을 포장공정시 실시한 후 

C6를 24시간 혹은 그 이상 

방출한다. CO?는 세균 성장 억제제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소나마 

포장재료의 침투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 내 CO?의 양은 제품 

내로 흡수됨으로써 감소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CO2< 
방출해내는 새로운 포장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육류 및 생선의 

보관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랑스의 “Verifrais”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포장을 살펴보면, 바닥면에서 약 

1인치 가량 높게 플라스틱 판을 

놓았으며, 그 판은 구멍이 뚫려 있고 

사방의 주위에는 딱딱한 벽면으로 되어 

있다. 그 밑으로 통기성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는 구연산염과 나트륨 

중산탄염이 건조 혼합되어 들어 있다. 

포장공정은 적절한 조절환경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일정 시간(제품에 따라 6〜24 
시간)이 경과하면 식품의 삼투현상이 

시작되고 그 결과 생기는 수분은 

창살무늬의 판을 통과하여 

통기주머니에 들어 있는 건조 

혼합물과 닿게 되며, 이어서 CO2 
방출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주머니 윗부분에 들어 있는 

흡수물질의 “Bk朮er”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CO2 방출작용은 

바로 이 Blotter가 수분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된다. CO2 
방출은 포장완료 몇일 후, 본래 

조절환경 내에 들어 있던 CO?가 모두 

소멸되어버린 정확히 산정된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로써 

Blotter의 두께를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MAP 

포장시 통상의 보관기간이 10〜15 
일인데 비해 육류는 기 일까지 

안전하고, 생선의 경우 MAP 포장시 

10일까지 안전하다. 유통 온도는 

2〜4℃ 이다.

자체 조절방법

기압수정을 하지 않고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이 포장 내에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포장 

내 환경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포장법은 과일과 채소 포장에만 

국한된다. 다 아는 바와 같6], 

과일이나 채소가 호흡함에 따라 J는 

흡수되고 CO?는 방출된다.

이들 제품의 포장법은 2가지의 각기 

다른 개념에 입각한다.

첫째 가장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그림 1> 영국 DRG
에 의해 개발된 라미네

이트 “Ventflex” 

새로운 포장법으로。2와 CO의 

침투성이 우수한 포장재료를 

선택하는데, 근본이론은。2의 양을 

줄이고 정확한 양의 CO2를 방출하는 

것이다.

포장 내에 CO2가 너무 많고 반면에 

。2가 거의 들어 있지 않게 되면 

제품이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어 냄새나 향이 크게 변질되고, 

심지어는 조리 후에도 그대로 강한 

부패성 냄새나 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출작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Over-Modified Atmosphere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로스트리듐(Clostridum) 박테리아와 

같은 혐기성 세声] 성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포장법이 개발되었으며 

그밖에도 여러 가지 포장방법이 

개발단계에 있다.

모든 가능성을 제품형태, 

유통온도(2七 혹은 5七에서 다른 

결과가 나옴), 낮 동안의 저장/밤 

동안의 저장 등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스파라가스는 

호흡시 44 mg의 CO2/kg • hi를 

5℃에서 방출하는 반면, 20℃에서는 

127 mg을 방출하며, 토마토는 5℃에서 

9mg, 20七에서는 30mg을, 감자는 

5七에서 3 mg, 20。0에서는 6 mg, 

그리고 상추는 5℃에서 11 mg, 
20七에서는 37 mg을 각각 방출한다.

이들 포장법들 중 다음의 두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i) “Ventiflex”： 영국 DRG가 개발한 

라미네이트(그림 1). 포장 내에 

라미네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을 

예）124m '0' 폴리에스터/Pattern Adhesive/254m 특수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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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패턴 포멧으로, 내층이 

라미네이트가 되어 있어 가스가 

밖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으로부터 생성된 과량의 가스는 

35,000/cc/m2/24hrs^ C02 

침투성을 지닌 내층의 PE층을 

통과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열수축 

밀봉방법으로는 라미네이트가 되지 

않은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s)를 

함께 융합시키지 못한다. 성분 중의 

폴리에스터도 100cc/m2/24hrs 의 

산소침투성을 지닌 포장 내에서 

산소의 흐름을 조절해준다. 각각의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그 두께를 

달리함으로써 6와 습도의 

침투율이 각기 달리 얻어진다.

ii) “Fresh Hold”：미국 “Hercules”가 

개발한 것으로, 제품을 담은 

고차단성 경질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만들어진 커다란 구멍을 

봉함하기 위해 디자인된 

인쇄라벨이다. 이 얇은 막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합성수지와 PP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고농도의 아와 적량의 

U를 방지해줄만한 각 제품 유형에 

알맞는 특정한 방법이 있으며, 또한 

구멍의 크기가 포장방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브로컬러를 예로 든다면, 일반 

MAP 포장시 보관수명시 15일인데 

비해, “Fresh Hold”를 적용하면 

3七에서 기일까지 보관수명이 

길어진다.

자체 조절방법 중 또 다른 것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가 프랑스의 

Rhone-Poulenc에서 실시됐다. 이 

방법은 신선한 녹색 샐러드용 

야채 (전체 혹은 단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한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쾌와 같다.

야채를 완전히 불침투성 밀봉상태로 

포장했을 경우, 포장 내 가스구성이 

즉시 변형되어 산소 소비가 늘어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모든 세포의 호흡작용이 

감소하게 된다.

산소량이 최소^ 이하로 

떨어지면(최대 2%) 발효작용이 

시작되며, 채소 내에 항존하는 

세균대사는 산소량 감소에 따라 

시작된다. 이들 세균 중 일부는 

혐기성이고 더러는 호기성이며, 기타는 

혐기성/호기성이다. 이러한 산소감소 

상태에서 모든 형태의 세균은 

효소반응에 작용하여 독성물질을 

축적함으로써 채소의 대사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태양빛 자체도 이산화탄소의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엽록체 식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온도는 세포호홉뿐 아니라 

세균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포장재료는 침투가능성을 

없앨만큼 가능한 한 견고해야 하고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포장 디자인은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배제할만큼 여백을 충분히 

주도록 되어야 하고, 포장제품은 항상 

최대 4匕에서 유지되어야(2七가 가장 

적당하다)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위의 조건하에서 싱싱한 상치는 

종래의 MAP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보관수명이 4주 정도로 

나타났다.

포장은 주름이 잡힌 용기이며, 

금속을 겹으로 붙인 2개의 금속성 

PET 필름으로 만든 밀봉 파우치가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만든 포장은 

가스로부터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며 

주름형태로 된 판(Board)은 적절한 

차광효과를 주고 있다.

수증기는 호흡시 발산되기 때문에 

포장 내부에 응축에 의한 물방울이 

생기게 되고, 이로써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습도가 

생긴다.

이러한 방식의 포장은 프랑스에서 

상치와 혼합 샐러드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사용되고 있다. 충분한 

산소량과 차광효과를 얻기 위해 포장 

내부의 여백을 충분히 두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분할포장(Portion 

Packs)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2원적 MAP

MAP법을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포장의 수축이나 내부의 부패현상 

문제를 한번씩 경험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MAP의 사용보급에 한계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제품 내의 

con 높은 용해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C02는 세균증식 억제효과가 

있다는 특징 때문에 MAP법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충전되는 가스이기도 

하다. 포장제품의 보관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가스혼합시 CO?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율상 

다량의 충전으로 말미암아 포장재의 

변질이라는 부작용이 유발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반적 

방법으로 제품 위쪽에 헤드 

스페이스를 충분히 두며, 가스혼합시 

CU의 양을 적게 유지시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축현상을 최소화시키기는 하지만 

MAP의 중요한 장점들을 일부 

손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선, 다량의 포장제품을 만들어 

내려면 생산 • 운반 • 저장 및 유통시 

고가의 비용이 들게 되고, 다량 생산시 

co2 양이 적으면 보관수명 연장을 

꾀할만큼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이태리의 

연구개발 과장인 Dr. Ing. Marco 
Milani, Valle Spluga SPA(Via al 

Piano 7-2320 Gordona, Fax 
39(343)42691)가 새로운 포장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MAP법을 

크게 개선시킨 포장법으로, 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제품포장시 종래 사용하는 선별된 

가스혼합물에 “고형상태”의 CO? 를 

첨가시키는 것으로, 다음의 2단계로 

포장공정이 이루어진다.

(a) 선별된 가스 혼합물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제품을 CO?로 

포화시킨다.

(b) 포장 내의 환경을 조절하여 제품을 

밀봉한다.

이로써 제품은 CO?를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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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단계로 이루어지는 포장공정

단계 작업 내용

연 1 • 포장할 제품에 대해 C5의 용해도를 분석

구
2 • MAP 포장을 위해 충전할 혼합가스 선정

조 3 • 용해도표를 통해 선별된 혼합가스에 맞도록 포화에 필요한 C5 의 양
사 결정

생

4 • 포장라인과 함께 고형 CO2 디스펜서를 갖춘 MAP 라인 설계

5 • 고형상태로서 원하는 양간큼의 C5를 디스펜서에 배치

산

6 •제품 내에 적절량의 고형 CO2 팰리트를 첨가시켜 포장을 완성

〈그림 2> 압력이나 부피 변이에 따른 CQ 의 

용해도

흡수하지 않게 되고 포장모양도 

변형되지 않는다. 이 포장법으로 

포장을할경우, 더 많거나 혹은더 

적은 양의 고형 CO?가 사용되어 

생산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포장이 

부풀어지거나 혹은 수축되기도 한다.

이처럼 C02가 두 가지의 다른 

물리적 상태 -가스, 고형 -로 

충전되므로 이 포장법을 2원적 

MAP라 일컫는다.

포장공정

포장은〈표 2〉에 열거하는 연구, 

생산등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1) Step 1—용해도표

모든 물질은 그 자체의 C02 
용해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온도조절장치, 일정한 부피 혹은 

일정한 가압 챔버 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실험대상인 제품, CO?와 불활성 

기체(NJ의 혼합물 등을 챔버 내로 

들여온다.〈그림 2〉에 나타낸 각 

요소들은 압력이나 부피(Volume)의 

변이를 측정하여 얻어낸다. Henry 
법칙에 따라 도표는 직선(거의)으로 

나타난다. 결국, 포장할 모든 제품에 

대한 도표는〈그림 2〉와 같다.

제품들은 항상 +1℃-+3℃ 
사이로 유지되어야 함을 

명심해야하며, 이같은 범위의 온도에서 

+2七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Step 2-환경조절의 결정

가스혼합을 할 때 포장제품 내의 

세균, 그 발현, 보관수명 및 취급시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Step 3—고형단계 결정

용해도표에 선별된 혼합가스에 대한 

CO?의 부분압력을 표시할 때,제품포화 

에 필요한 고형 CO?의 양^ 결정된다.

(4) Step 4-고형 CO? 디스펜서

이같은 2원적 MAP를 실시하기 

위하여 포장기계에 적당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하며, 이같은 장비는 구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종래 사용하던 모든 

MAP 기계에 쉽게 설치되며, 적절한 

동일성을 얻기 위하여 컨트롤 패널에 

연결이 가능하기도 하다.

(5) Step 5—드라이 아이스 디스펜서 

설치

결정된 팰리트(Pellet：고형 CO2) 
무게에 맞도록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한다. 승화율에 따라 팰리트 투입과 

포장밀봉 사이의 시간 동안 생기는 

무게감소를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6) Step 6-2원적 MAP 실시

새로운 공정에 따라 포장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포장이 기계에서 

나오는 즉시 기계는 혼합가스와 고형 

CO2를 제품 내에 충전시킨다. 얼마 후, 

팰리트는 충분히 승화된다. 이 때 

걸리는 시간은 팰리트의 밀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데, 예를 들어 밀도 1, 
무게 1g의 팰리트의 경우 1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2단계에서 평형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 때의 시간은 포장제품의 형태, 무게 

및 표면적에 따라 다양하다. 즉, 

800g의 무게가 나가는 닭은 

가스혼합비율 50% CO2+50% N2 
상태에서 약 8시간 동안 1.1 응의 CQ를 

흡수한다. 또한 250g의 쇠고기 

덩어리는 동일한 혼합가스 비율에서 약 

6시간 동안 0.4g의 CQ를 흡수하며, 

얇은 햄조각은 동일한 혼합 가스 

비율에서 약 30분 동안, 즉 훨씬 짧은 

시간 동안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⑺ 주안점

이러한 2원적 포장과정은 본래의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는 데 방법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포장의 

수축이나 제품 모양의 변형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MAP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졌고, CO2 
농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관수명이 훨씬 길어졌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결론

이 글에서 MAP 과정의 몇 가지 

개괄적인 사항을 廿［하여 그 효과를 

설명해 보았다. 이외에도 현재 각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Active” 포장인 MAP에 필적 

할만한 수 많은 포장법, 즉 산소홉수제, 

선도유지제 및 일본의 새로운 멸균포장 

등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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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SHOCK WATCH 의 역할

김기영 제림패키징 과장

L 상품 손상의 심각성

오늘날과 같은 자유경쟁 산업사회에 

있어 상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손상 

없이 완전한 상품을 제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품질 좋은 상품을 

개발해내는 일만診］나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각 업체에서는 제품의 고품질 

제조과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선적과 운송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은 업체의 노력과 

투자비용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판매회사 

측은 보상으로 인한 손실비용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형편이다.

口• 손상의 원인

우리 나라 각 업체마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 수집에 어려움에 있어 

1990년도 미국내 경제자료와 

Media Recovery 사, 충격감지장치 

전문회사의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제품파손과 관련된 업계의 고충과 

원인을조사하기 위해 

Media Recovery人尼 미국내 모든 

분야의 업체와 인터뷰하는데 2년 

이상을 소비했으며 인터뷰에 응했던 

우주항공, 전자, 컴퓨터, 정밀기계, 

의료기 , 유리제품, 화학약품 그리고 

위험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회사들로부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운송 사이클 도중에 발생되는 

충격에 의한 손상이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발견했다.

또한 미국의 공식적인 경제자료는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이 작년 

한해동안 거의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제품 Fragility에 대한 설명 부족 

。제품 판매회사 포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취급사의 부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취급 수준의

인식 부족

。운송자 측의 자체 관리능력 부족 

。분배 작업 중 기계에 의한 손상

다시 말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예민한 제품도 때로는 콘크리트 

화물처럼 취급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손상되었을 

경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은 

물론 교체 , 보수, 수리 , 반송료, 시간의 

지연, 여러 가지 행정비용 등 회사측의 

손실은 막대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등에 기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레임（Claim）이 

성립되기란 극히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사실상 10개 중 1개의 

Demage 사건만이 크레임으로써 

보고되고, 접수된 크레임의 오직 반 

정도가 정식으로 인정되어 보상혜택을 

받게 되며 그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皿 아MXikwatch 의 작동 원리

위에서 열거한 제품 품질에 관련된 

업계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 

회사의 여러 제품보다 간단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쉽게 파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미국 Media Recovery 
사의 Shockwatch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Shockwatch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액체가 채워진 작은 유리 

튜브에 그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큰 

힘이 충격, 충돌, 진동에 의해 가해질 

때 생기는 액체의 파문으로분산성 

물질에 접촉하게 되고 그것은 곧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된다.

Shockwatch 의 활성 가속도는 

가속도 지속시간과 가속받는 각도 등 

두 변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Shockwatch 의 수학적 표현은 

쌍곡선 형태를 따른다（1/2 
싸인 곡선 충격을 받을 때）.

G = My-+ Gm

G: 활성 가속도

t:가속도 지속시간

m, GmM가속각도）의 기능

가속도에 의해 Shockwatch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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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체적 • 중량에 따른 라쎌의 종류

WEIGHT
LBS

0-1
CUBIC FT

0-5
CUBIC FT

6-15
CUBIC FT

16-50
CUBIC FT

50 PLUS
CUBIC FT

0-10 GREEN GREEN ORANGE ORANGE RED

11-25 GREEN ORANGE ORANGE RED RED

26-50 ORANGE ORANGE RED RED RED

51-100 ORANGE RED RED RED RED

101-250 RED RED RED RED YELLOW

250-1000 RED RED RED YELLOW YELLOW

1000+ — RED YELLOW YELLOW YELLOW

50 30 15 10 7.5 6 5
M/ Sec Duration

〈표 2> 정확한 라벨 활용예

Yellow Red Orange Green

Under 100 1 bs. — 12〜24" 24〜36" 36" over •
Oevr 100 1 bs. 6〜12" 12〜18" — —

（사용:모든 화물에 부착）

〈그림 1> 활성도와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활성도 곡선（。= 45°）

Mechanism Activation 에 관한 

표면장력 설명은 쉽고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다. Tude의 내부 지름 용액의 양, 

점도, 밀도, 사용 액체의 표면장력 등을 

이용하여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되 Shockwatch를 

사용할 제품의 Fragility?}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받을 충격의 성질도 대부분 실험실 

Test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임상적 경험적 증거에서 

얻은'정보로써 적합한 Shockwatch를 

선택해야 된다.

활성도와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활성도곡선이 있는데〈그림 1〉과 

같다.

M 아】。ckwatch 의 종류

1. 라벨

* 특징:

oBox의 체적 및 중량따라 적색, 

황색, 녹색, 오렌지색 Label을 

사용（표 1 참조）.

。Label 에는 Shockwatch가 

변색되었을 때 조치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음

-Cubic FT（Feet） 二높이 X폭X깊이

-정확한 라벨 활용（표 2 참조）

2. 클립（아JP）

* 특징 :

。360° 내의 충격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

O15G-200G까지 민감성 발휘 

。충격시 50Millisec의 1/4동안 지속 

*사요

。부분품 제조공정

。인출이 잦은 회사 주요 장비

。포장물 시험 :G'S값 측정

Computer Disc Catridge 에 사용한 

결과, 변색된 것 중 약 96%가 

손상이 확인되었고, Damage 
사고율은 80%가 감소되었다.

3. TILT WATCH

* 특징 :

。평상적인 이동 또는 비행기의 

이륙각도에서는 활성되지 않음

。Reset 불7語
* 사용:

。90° 수직상태 유지가 요구하는 제품

4. MAG 2000

* 특징 :

。Reset시켜 재사용

5. MULTI-G

* 특징 :

。복잡한 27단계 정밀 제조공정을 

거친 종합적인 독특한 장치로써 

포장물 테스트용

。Damage 발생이 가능한 부품과 그 

레벨을 지정

V. 아ic心kwatch 라벨의 
사용절차

。운송 회사측에 Shock watch 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직접 대면하여 

알려주거나 공문서로 통보하여, 화물 

작업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Damage 
는 Shockwatch 에 의해 자동으로 

체크되어지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업체는 100% 완전한 제품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화물 

도착시 고객은 Label의 상태를 

확인하고 색깔이 변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화물인수（거부하지 말 것）

-Label이 빨간색이고 파소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Delivery 
영수증에 기록한다.

-운송자가 떠난 후 고객은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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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Tilt Watch

115/16

〈그림 2> 클립

열고 제품상태를 점검한다.

（활성화된 라벨은 상자가 잘못 

다루어진 것을 의미하지 파손되었 

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Shockwatch 프로그램이 

보상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송회사가 한번 보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 더욱 조심을 기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70〜90%까지 파^] 줄어들고 있는데 

그 결과 판매회사, 운송회사,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Q 손실충당과 판매비 관계

만약 판매회사가 6%의 순이익을

〈표 3> 순이익률과 수리비용과의 상관관계

리비용 
순이익율'、 5 천 1 만 2 만 3 만 4 만 5 만

2% 25 만 50 만 100 만 150 만 200 만 250 만
3% 16.66 만 33.33 만 66.66 만 100 만 133.33 만 166.66 만
4% 12.5 만 25 만 50 만 75 만 100 만 125 만
5% 10 만 20 만 40 만 60 만 80 만 100 만
6% 8.33 만 16.66 만 33.33 만 50 만 66.66 만 83.33 만

내고 있고, Damage에 대한 부분품 

교체 수리 5만원 정도를 지출했다면 

영업부에서 5만원을충당하기 위해 

833,300원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

Q 크레임

크레임을 청구함에 있어 Damage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Shockwatch 색깔이 변했을 때 

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취인 서명, 수취일자와 시간 

。배달인 서명, 받을 상자의 갯수 

。파손된 상자의 사진

메. 사용업체

。관공서 및 군부대

。정밀제품이나 컴퓨터 기기와 같은 

첨단제품

。의史] 및 통신기 

。가전제품 자동차, 복사기 

。가구, 사진장비, 기타

K. 결어

세계 모든 업체들의 공통된 문제 

중에서 “Handle with Care” 또는 

“Fragile” 스티커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Damage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Shockwatch의 사용결과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만족할만한 이익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a. 판매회사:서비스와 재운송에 드는 

비용절약,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감, 클레임에 대한 부담감 해소 

b. 운송회사:고객회사로부터

신용재고, 크레임 비용절약, 

작업관리 능력 향상

c.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신뢰감, 

Damage 여부를 간단히 파악

〈표 4> Shockwatch가 부착된 화물을 수취하는 절차

운송담 당자

。어떠한 화물의 접수 또는 처리도 거절하지 말 것

。라벨의 Indicator가 빨간색이면 Box가 거칠게 취급된 것을 의미한다. 

O Indicator?）- 빨간색이며 미L（선하증권） 또는 Transfer Document의 

해당란에 Carton No, 날짜/시간, Label 색깔 그리고 체크한 사람의 

서명을 기입할 것. 가능하다면 STC운송과로 기재된 서류의 Copy를 

보낼 것.

。지정된 수탁자에게 Box 운송을 계속한다.

소비자

。화물 영수증의 내용과 Indicator의 색깔을 확인하시요.

（1 BOX 이상을 받을 경우도 모든 Shockwatch Label을 점검하고 화물을 

거절하지 말 것）

。만약 빨간 Shockwatch Label0] 발견되면 이 Box들의 Delivery Receipt에 

기록하고 운송회사의 운전자가 Shockwatch의 변색을 인정하는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요청

。만약 제품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파손되었다면 판매상에 즉각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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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를 내다보는 포장방법

m 러스드레T 치
PALLET STRETCH 포장기

크린래퍼 FA(FullAutO)턴테이블

크린래퍼 라인(CONVEYOR LINE)

크린스트레치 필름

2. 종류

1. 소재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lhylene線狀 저밀도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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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PALLET STSETCH 포장의 특성

종전의 포장 (밴딩, 상자등) 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신속하게 대량포장이 가능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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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包裝 에도 매우 좋습니다.

(주)크 린 理
서울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타3204)

TEL. (02) 551-2060/7 FAX. 82-02-551-1995

본 사 :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572-1 TEL. 322-3333〜5
광주영업소 : 광주시 서구 봉선동994-6 TEL. (062) 673-8219
대구영업소 :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884-5 TEL. (053) 751-4022



The perfect package

■ 듀폰의 포장재료 Byn이* (Coextnjda미e Adhesive Resin) 
Elvax*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Mylar* (Polyester Film) 
Nucrel*(Acid Copolymer Resin) 
S이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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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이）757-1421/3

* 은 듀폰의 등록상표입니다



Experience 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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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

한국듀폰 주）

보다 나은 생홮을 위한 보다 나은 제품



자§카톤포장기/日本自働
천세 째크만 자동카톤포장기

AUTOMATIC CARTONING MACHINE
제품공급에서 카톤박스에 삽입 및 봉함까지 

전 카톤포장 공정의 자동화

■ 높은경제성 ■우수한내구성 ■안정된작업성 ■소음극소화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처 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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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개 /분 푹 20-105 높이 20 〜80 길이 50〜160

N-74 30-120 개/분 폭 22〜[27 높이 19-89 길이 57 〜254



精機㈱와기邹휴〃
〈정부승인〉

천세 패크마 자동수축포장기

AUTOMATIC SHRINK RACKING MACHINE
제품의 집적（集積）에서 수축필름포장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自動化）

■ 인건비절감 ■포장원가 절감 ■ 내장품 도난방지 ■미려한 포장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 （mm）

폭 높 이 길이 （공급방향）

PSW-200
15회/분

200 200 300
PSW-400 300 250 ____ 450

포장기 사업본부 : TEL : (02)717-0351 FAX : (02)719-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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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합리화를 위한「수송포장 계열 치수」
“우리 실정에 맞는 규격(개정된 계열치수 이외의 치수 1100x800mm 추가)으로 개정하여 물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 응 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前 포장개발부 연구원

본 개정안은 포장의 표준치수(KS A 
1002)와 관련된 것으로, 물류 합리화를 

위해, '80 년 이후 사용되어온 KS 규격을 

일본의 수송포장 계열 치수(JIS Z 
를 참고하여 개정한 것이다.

'83 년 국제규격 (ISO)의 유니트 로드 

치수 확정에 따라,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유니트 로드 시스템에 의한 물류 

합리화를 목적으로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85 년 니S Z 0105 포장모듈치수를 

수송포장 계열치수로 개정했으나, 

KS 규격은 '80 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나날이 변화되는 국제 

물류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KS 규격도 국내외 물류 

현황에 적합한 수치로 개정할 필요를 

느껴 포장 표준치수를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계열치수(1100 X 1100, 
1200 x 1000mm) 이외의 치수(1100x800) 
를 추가하면 운송수단에 따라서는 더 

높은 적재효율을 기할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기업에서 참고하면 물류 합리화를 위한 

표준 팰리트 치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편집자 주〕

개정된 수송포장 계열 치수 -KSA1Q02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니트 로드 시스템에 

의한 유통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여 

체계화된 직육면체 수송 포장의 

평균치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송포장 치수는 

모두 바깥치수를 표시한다.

2.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KS A 0013(물류 용어)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평면치수

수송포장을 둘러싸고 직각으로 

교차하는 4개의 수직면에 의해 

수평면으로 구분된 직사각형의 치수를 

말하며 그 크기는 길이 X 나비 (mm)로 

표시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평면치수

(2) 기초수치

수송포장 계열 치수를 유도해 내는 

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치수값으로서 

이 수치를 분할하여 그것을 

조합시킴으로써 체계화된 수치를 

산출한다.

3. 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기초수치 
및 산출기준

3.1 기초수치

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기초수치는 

KS A 0000(유니트 로드 치수)에 따른 

유니트 로드 치수의 최소 평면치수 

1100 X 1100 mm 및
1200 X 1000 mm 의 2종류로 한다.

3.2 산출기준

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수는 mm 단위로 표시하고 

최대치로 한다.

(2) 길이 및 나비의 크기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⑶ 수치는 mm 단위까지로 하고 그 

이하는 잘라 버린다.

4. 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산출 방법

4.1 1100 X 1100 mm 에서 유도되는 것 

(1) 정수분할에 따르는 것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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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 mm）

분할수 1 변의 크기

1 1100
2 550
3 366
4 275
5 220

〈표 2> （단위 : mm）

표시한다.

（2） 조합하여 1100 X 1100mm에 적합한 

것을〈표 2〉에 표시한다（그림 2 참조）.

길이 • 나비비（a/ b）
1변의 크기

a b a 으 a

① 2/ 1 = 2.000 733 366 366 — 244
② 11/ 6 = 1.833 711 388 355 — 237
③ 5/ 3=1.666 687 412 343 206 229
④ 3/ 2=1.500 660 440 330 220 220
⑤ 13/ 9 = 1.444 650 450 325 225 216
⑥ 7/ 5=1.400 641 458 320 229 213
⑦ 4/ 3=1.333 628 471 314 235 209
⑧ 5/ 4=1.250 611 488 305 244 203
⑨ 6/ 5=1.200 600 500 300 250 200
⑩ 11/10=1.100 576 523 288 2 이 —

〈그림 3>

⑶ 기타 조합에 적합한 것을〈표 3〉에 

표시한다（그림 3 참조）.

〈표 3〉 단위 : mm）

2 ： 평면치수 길이 w : 나비 2/ w
① 440 220 2.000
② 412 275 1.498
③ 366 244 1.500
④ 293 220 1.333
⑤ 275 206 1.333

2Q+w = ]200
4w= 1000

4.2 1200 X 1000 mm 에서 유도되는 것

（1） 정수분할에 따르는 것을〈표 4〉에 

표시한다.

⑶ 기타 조합에 적합한 것을〈표 6〉에 

표시한다（그림 5 참조）.

〈표 4〉 단위 : mm）
분할수 1변의 크기

1 1200 1000
2 600 500
3 400 333
4 300 250
5 240 200
6 200 —

〈표 6〉 （단위 : mm）

（2） 조합하여 1200 X 1000mm에 적합한 

것을〈표 5〉에 표시한다（그림 4 참조）.

2 ： 평면치수 길이 W： 나비 2/ w
① 500 233 2.145
② 475 250 1.900
③ 433 333 1.300
④ 380 240 1.583
⑤ 333 216 1.541
⑥ 316 250 1.261
⑦ 300 233 1.287
⑧ 266 200 1.333 〈그림 5>

40=1200
어-3w=]000

6w = 1200
3어-w = 1.00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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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수의 종류

길이 义 나비의 조합치수 종류는〈표 7) 및〈표 8〉에 따른다.

〈표 7〉1100 x 1100mm 계열 치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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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번호

길이 

Al 

(mm)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길이 

X 

나비 
(mm)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길이 

奩1 

(mm)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11-19 611
X

244

2X4 11-26 550
X

275

2X4 11-33 471
X

314

2x4

i
।

(98.6) 1I (100.0) ■ ■ (97.8)

1 !

X
11-20

600
X

500

4 11-27 550
X

220

2x5 11-34 471
X

209

3X4

■ (99.2) 1 (100.0) 1 (97.6)

1

X
11-이

600
X

250

2X4 11-28 523
X

288

2X4 11-35 458
X

320

2X4 ,

(99.2) ■ (99.6) 1

■
(96.9)

1

11-22 576
X

523

4 X
11-29

500
X

300

2X4 11-36 458
X

213

3X4

■1 (99.6) ■ (99.2) ■

■
(96.7)

—
111

11-23 576
X

2 이

2X4 X
11-30

500
X

200

3x4 11-37 450
X

325

2X4

(99.4) — (99.2) 혀
■

(96.7)————
— — —

11-24 550
X

550

2X2 11-31 488
X

305

2X4 11-38 450
X

216

3X4

■ (100.0) 틔 (98.4) 善
■—

(96.4)

1

11-25 550
X

366

2X3 11-32 488
X

203

3X4 11-39 440
X

330

2X4

1 (99.8) i — (98.2) 혎■
(96.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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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x
나비

(mm)
440
X

22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길이

x
나비

(mm)
314
X

235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호칭번호 호칭번호

11-40

11-41

11-42

11-43

412
X

343

412x
275

412
X

229

11-44 388
X 

355

11-45 388 
x 

237

11-46 366
X

366

11-47

길이 

x 
나비 

(mm)
366
X

275

3X4 11-54
3X4 2X5+2

(96.0)

(93.4)

2X4

(93.6)

3X4

366
X

244

366
X

220

343
X

206

2X4 11-51 330

3 X 4 11-52 325

(99.8)

3X3+43X4 + 1

(99.8)

3X5

2X2X4

(97.6)

11-57

305
X

244

300 
X 

250

300
X

200

11-58 293
X 

220

2 X 2 X 4 11-59 288

2X 2 X4 11-60 275

2X2X4

(98.4)

(2+ 3)X4

(99.2)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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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x
나비

(mm)
275
X

22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4X5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11-61

(100.0)

호칭번호

길이 

X 
나비 

(mm)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길이 

X 
나비 

(mm)
11-64 244

X 
203

2X3X4 11-67 229
X

206(98.2)

—

2X3X4+1

勿
(97.4)

11-62 275
X

206

4X4 + 5 11-65 235
X

209

X 250
11-63 X

200 勿

5X5

(100.0)

1.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 길이 X 나비 X I 단의 적재갯수 X 100 2 호칭 번호란의 派 표시는 1100X 1100mm와 1200 x 1000mm에 공통되는 치수를 표시한다. 

유니트 로드의 단면적

〈표 8) 1200 x 100 mm 계열치수의 종류

길이 

X 
나비 

(mm)
1200

X
100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1

길이

호칭번호 侖

(mm)
12-4 1200

X

25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호칭번호 

표시한다.

길이 

x 
나비 

(mm)
1000

X
40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3

12-2 1200 
x 
500

12-5 1200
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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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호칭번호
X

나비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mm) 표시한다.

12-10 1000 6

길이 참고:적재 보기는 1단의적재갯수, 길이 참고:적재 보기는 1단의적재갯수,

호칭번호
X 

나비 

(mm)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호칭번호
X 

나비 

(mm)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500 2X4 12-24 400 4 + 2x3
12-17 X X

300 1__ 。。。・。)

300
缪 1(哑。)

—

X 600
12-11 X

500

12-12 600
X

400

12-13 600
X 

333

2X2 12-18 500
X

240

2x5 12-25 400
X

250■ (100.0) 邕 (100.0)

2 + 3 12-19 500
X

233

2x3 + 4 12-26 400
X

200■ (100.0) ! (97.1)

・^・

3X2 X
12-20

500
X

200

2X6 12-27 380 
X 

240(99.9) 1 (100.0)

6 + 3x3

(100.0)

12-14
600
X 

250

4X2 12-기 475

12-15 600
X

200

2 X 2 + 6 12-22 433

(99.9)■

(99.9)
稼

3X4

3X5

12-16 500
X

2X3 12-23 400
X

3X3 12-30 333
X

3X4 + 4

400 333 ■________例⑼ 기 6 i_—__(959

__________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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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길이

x

나비
(mm)

250
X

200

참고 :적재 보기는 1단의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참고 :적재 보기는 1단 적재갯수,

( ) 안은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을

표시한다.

길이

x

나비
(mm)

333
X

200

호칭번호호칭번호호칭번호

12-31

300
X

250

300
X

233

316
X

250

12-35

12-36

250 
X

240

길이 

瑶1 

(mm)

300
X

200

266
X

200

2X4+2X6

(100.0)

1. 평면적에 대한 이용률(%)

길이 x 나비 x 1단의 적재갯수

유니트 로드의 단면적
X 100

12-38

240
X

200

200
X 

200

(100.0)

5x5

2. 호칭 번호란의 X 표시는 1100 X 1100mm와

1200 x 1000mm에 공통되는 치수를 표시한다.

포장의 표준치수에 관한 고찰 -「수송포장 계열 치수」

1. 일본의「수송포장 계열 치수」 
개정의 배경

일본에서는 1978년 일본공업 

기술원의 위탁으로 일본물류관리 

협의회가 물류관련장치, 기기 등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 조사연구사업 시행중 

각계의 포장 및 유통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포장모듈치수 분과회는 

1970년에 제정된 JIS 2010 
포장모듈치수(Packaging Modulus 
Dimensions)를 수송포장계열치수 

(Transport Package Sizes by Modular 
Coordination)로 명칭을 변경하여 1982 
년 3월 개정원안을 작성하였다.

이듬해인 1983년 6월 

국제표준화기 구에서 Unit Load Size 

(1200 X 1000 mm, 1200 X 800 mm, 
1140 X 1140 mm, 기본모듈 600 X 
400 mm, 최대오차 40 mm)를 

ISO 3676으로 확정하고 1984년 4월 

수송포장을 위한 겉포장 계열 치수를 

ISO 3394로 확정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1984년 유니트 로드 치수 

규격(JIS Z 0106)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 

일본공업표준협회는 제 21 회 

물류부회에서 ISO규격을 고려하여 

1982년도 수송포장계열치수 

개정원고를 심의, 의결, 승인하여 같은 

해 11 월 수송포장 계열치수로 JIS

0105를 개정하게 되었다.

동 개정안에 따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칭 :유니트 로드 시스템과 같은 

물류 체계를 물류 모듈중심 

분할계열, 배수계열로 분해함에 따른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코자 

포장모듈치 수를 수송포장계열 

치수로 변경

• 목적 : “포장화물의 물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여 ”를 “유니트 로드 

시스템에 따른 물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여 ”로 변경

• 용어 : JIS Z 0111 물류 용어(1985)에 

평면치수, 기초치수 등을 규정

• 기초치수 : 유니트 로드 치수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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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치수를 1100 X 1100, 1100 X 
800nlm에서 1100 X 1100, 1200 X 
1000 mm로 변경

•계열치수:기본치수 1100, 800mm를 

분할한 수치에서 적재여유치수를 뺀 

수치(예, 1100 X 1100 mm->1090 X 
1090 mm)를 표준치수로 하던 것을 

기본치수 1200, 1100, 1000mm 를 

분할한 수치(1100 X 1100mm~ 
1100 X 1100mm)를 표준치수로 함. 

골판지 상자와 같이 제품 적재시 

측면에 돌출하는 용기는 

표준치수보다 약간 적은 치수를 

설계치수로 사용하며 내용물의 종류, 

용기의 구성 및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함

• 개선 전후 포장치수 비교 (JIS)： 
〈표 1〉참조.

• 개정된 JIS와 개정 전 KS규격 비교: 

〈표 2) 참조

2. 현황 및 문제점

〈표 1> 개선 전후 포장치수 비교 (JIS)
기존규격 개선규격 비 고

겉포장상자(장/폭)비 분류 8 종 10 종 1100 X 1100 mm
팰리트적재형태 47 종 69 종 ”

32 종 0 종 1100 X 800 mm
0 종 40 종 1200 X 1100 mm

〈표 2> 개정된 JIS와 개정 전 KS 규격 비교

JIS KS
기본계열 치수 1200,1100, 1000 mm 1100, 800 mm
단위적재높이 없음 1900 mm

2100 mm (팰리트 포함)

겉포장상자 10 종 (1100 X 1100) 4종(1100 X 1100)
장 폭비 분

팰리트적재형태

8종(1200 X 1000)

1100X 1100 69 종 (ISO) 34 종
1100 X 800 mm 없음 22 종
1200 X 1000 mm 40종 (ISO) 없음

〈표 3> 화물차 종별 화물수송 분포

3톤 미만 4.5〜8.0톤 미만 8.0톤 이상 특수차량 계

25.81% 18.00% 41.04% 15.15% 100%

국내 KS 규격도 국내외 물류 현황에 

적합한 수치로 개정할 필요를 느껴 

포장 표준치수(「수송포장 계열 

치수」)를 작년말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89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물류 합리화를 위한 포장 시스템 

정립 ”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정된 계열치수(1100 X 1100, 1200 X 
1000 mm) 이외의 치수(1100 X 800 
mm) 를 추가하면 운송수단에 따라 더 

높은 적재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재개정시 

참고자료로 이용하면 물류 합리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서는 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내치수

차 종 길 이 너 비 높 이 비 교 차 종 길 이 너 비 높 이 비 고

1 Ton 1860 1590 350 H 4.5 Ton 4300 2055 405 K
1860 1600 355 K 5150 2055 405 K
2450 1550 355 K 5 Ton 4600 기 00 400 K
2450 1590 350 H 5300 기 00 400 K
2450 1600 355 K 6200 기 00 400 K
2775 1590 350 H 8 Ton 5000 2350 450 D
2780 1600 355 K 5160 2340 450 H
2800 1600 355 K 7000 2340 450 H

1.25 Ton 2850 1590 350 H 7000 2350 450 D
1.4 Ton 2945 1600 370 K 7300 2340 450 H
2 Ton 3700 1860 370 K 7300 2350 450 D
2.5 Ton 3100 1720 315 H 8.5 Ton 7300 2340 450 H

3400 1890 380 H 9.5 Ton 7600 2340 450 H
4300 1860 370 K 11 Ton 7700 2350 450 D
4300 1890 380 H 9100 2340 450 H
4300 1915 370 K 9100 2450 450 D
4350 1870 400 D (H：현대, D： 대우, K： 기아)

2.75 Ton 3000 1870 400 D
4350 1879 4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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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송수단별 바닥 점유율

분 류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화물열차 컨테이너 컨테이너

⑶ 미만) (4.5〜8t 미만) (8t 이상) 팰리트 전용 20' 40'
팰리트 종 류 2.51 8.01 8.01 13,150 X 2,700 20' 40'

夭수 적재함치수 4,350 x 1,870 5,150 x 2,055 7,300 X 2,350 13,150X 2,700 5,867 X 2,330 11,998 x 2,330
800 X 1,100 7EA 10EA 18 EA 32 EA 14 EA 28 EA
Ave(84.8) 75.0% 83.2% 92.3% 79.3% 90.1% 88.1%

800 X 1,200 6EA 9EA 14 EA 32 EA 10 EA 22 EA
Ave(77.2) 70.8% 81.6% 78.3% 86.5% 70.2% 75.5%

1,000 x 1,200 4EA 8EA 12 EA 26 EA 10EA 20 EA
Ave(82.5) 59.0% 90.7% 83.9% 87.9% 87.8% 85.9%

1,100 X 1,100 3EA 4EA 12 EA 22 EA 10EA 20 EA
Ave(70.8) 44.6% 45.7% 84.6% 75.0% 88.5% 86.6%

1,140 X 1,140 3EA 4EA 12 EA 22 EA 10EA 20 EA
Ave(76.1) 48.0% 49.1% 90.9% 80.5% 95.1% 93.0%

우선 화물 자동차의 종류별 물동량 

및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치수, 운송 

수단별 바닥점유율은〈표 3〉〜〈표 

5〉와 같다.

〈표 3〉〜〈표 5〉의 자료를 토대로 

개정 전후의 KS 포장치수 규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개정 전 규격(1100 X 1100, 1100 X 
800)
TS。규격의 유니트 로드 치수 

3종 (1200 X 1000, 1140 X 1140, 
1200 X 800mm) 중 1 종(1100X 
1100mm) 만이 KS화 되어 있어 

산업계의 표준치수 선택폭이 

좁다.

-JIS 규격에 비해 유니트 로드 

치수에 따른 분할수치의 종류가 

적어 일관수송용 겉포장 치수 

선택폭이 좁다.

-1100 x 800 mm 규격 팰리트의 

경우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및 

수출용 컨테이너에는 높은 

적재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형 

화물차(4.5톤-8톤 미만)에서는 

적재효율이 1200 X 1000mm 
팰리트에 비해 낮다.

• 개정 후 규격(1200 X 1000, 1100 X 
1100)
-현실적으로 팰리트의 운송 수단별 

적재 효율면에서 볼 때 겉포장 

단위로 제품이 운반되는 3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무시하고 

4.5톤 이상의 운송수단별 바닥 

점유율을 토대로 팰리트별 분류를

해보면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서 개정 전의 1100 X 800 
mm 팰리트가 가장 높은 

적재효율(92.3 %)을 보이고 

있다.

3•결론

국내 도로폭, 화물 자동차 및 팰리트 

전용 화물 열차의 적재함 치수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수송수단에 높은 적재효율을 보이는 

팰리트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 전후의 일관 수송용 팰리트 

3종(1200 X 1000, 1140 X 1140, 1100 
X 800 mm)에 대한 수송 수단별 

효율을 보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1140 X 1140, 1100 X 800, 1200 X 
1000의 순으로 적재효율이 높고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서는 1100 X 800, 

1140 X 1140, 1200 X 1000의 순으로. 

적재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4.5톤에서 8.0톤 미만의 중형 

화물차에서는 1200 X 1000, 1100 X 
800, 1140 X 1140 순으로 적재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의 일관 

수송용 팰리트로서 3종의 규격이 

상호보완적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S 규격의 

수송포장치수도 단순히 JIS 규격을 

번역하여 채택하기보다는 국내외 물류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제품의 유통구조에 따라 

적절한 팰리트를 선택하여 다양한 

겉포장 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물류 합리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운마음 고운가정, 바른행동 바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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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고형 폐기물에 관한 미국 법령
“미국 포장회사들의 어려움은 각 지역(주)마다 달리 규정되는 법안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증대되고 있는 고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령은 연방, 주 정부 등의 관할 지역별 

혹은 세금 및 금지조치 등의 법적 형태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분류방법이야 어떻든 제안된 법령도 

많은 뿐더5/, 이미 통과되어 있는 법령도 

무수히 많은 상태이다.

연방법

연방법 차원에서 볼 때, 포장 및 

환경에 관한 법령은 폐기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1976년의 

자원보존 및 회복에 관한 

조항(RCRA)에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연방법률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 독성물질관리조항 

(TSCA)을 통해 독성물질 생산 및 

폐기, 철저한 관리 시스템 설립 등에 

관한 엄격한 법령도 규정되었다. 

그동안 용매, 코팅, 접착제 및 인쇄와 

관련된 수 많은 포장회사^] 내쏟는 

폐기물의 양이 법령 규정치 이내로 

보고되어 왔으나, 1986년 RCRA 개정 

결과그 규정치가 월 1000kg에서 

100kg으로 감소됨에 따라 그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수 많은 회사 

들이 모두 제재조치를 받기에 이르렀다.

용매의 대기방출에 관한 

연방대기오염규정이 제정된 후에도 

많은 포장회사들이 규정위반으로 

발각되었다. 한편 매립장 건설조건, 

소각로에서 나온 재 폐기 , 소각시 

생기는 매연 및 작업원 교육, 자격증 

등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이 수 년 내에 

제정될 전망이다.

고형 폐기물 문제와 관련된 최신의 

법조항은 “Marine Plastic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Act of 
1987”(1987년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 

연구 및 관리조항)으로, 1987년 미일 

어업협정인정조항 Title II이며 이 

법령은 1987년 12월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령은 한편,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감독하여 해양Hl서의 플라스틱 

폐기문제 및 재활용 평가 혹은 폐기 

처리된 플라스틱의 평가등 고형 

폐기물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등에 

관한 여러 형태의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현재 EPA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곧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법령으로 1988년 

10월에 통과된 플라스틱 오염 관리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EPA는 음료캔용 Plastic Ring 
Carriers?}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요인을 야기하지 않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들 Plastic Ring 
Carriers를 폐기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24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Thayer, 1989). 그러나 플라스틱 

Ring Carriers의 폐기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의 법조항은 

가까운 장래에 그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 외의 법령들이 1989년에 

소개되었으며 그 중 “재생물질 과학 및 

기술 개발조항” H.R. 500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 많은 재생 프로그램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PA와 

상공부는 재생물질의 범주를 규정하는 

데 합작하게 될 것이며, 

재생가능하다고 분류된 물질들은 

재생하도록 하며, 그 이외의 것들은 

생분해 및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Thayer 1989).

주법령

일반적으로 포장에 제한을 가하는 

환경관련법률을 제안 •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주정부의 활동은 연방정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법령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한다.

i) Deposits(예치금), ii) 세금, iii) 금지 

및 관련 제재 조치, iv) 포장 관련 

법률 v) 재활용 방안, vi) Plastics 
Identification 등. 각 항목-주정부가 

통과시켰거나 제고하고 있는-을 

검토하는 것이 식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이들 범주의 

한 두개 정도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1) 예치금제

9개의 주(Connecticut, Delaware, 

Iowa,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N. Y, Or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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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t)에서는 이미 탄산음료와 맥주 

등과 같은 음료수 용기에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들 

9개의 주 중에서 일부는 와인, 콜라 

등에 대해서도 예치금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법률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법조항은 

소비자가 밀폐된 음료수 용기에 대해 

예치'금'■을(a per container deposit) 
지불하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빈 

음료수 용기를 되돌려 주면 환불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예치금은 5센트 혹은 10센트이다.

일반적으로 예치금은 판매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판매자는 간혹 상환되지 

않은(Unredeemed) 예치금을 그대로 

지니고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공비 

(Processing Fee)를 지불하도록 

법률로써 상환제도를 규정해주고 

있으며, 혹은 상환금을 처리해주는 제 3 
자의 설정도 가능하^, 혹은 모든 

판매상인이 상환금이나 예치금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예치금 법령을 

통과시킨 주는 1983년 뉴욕이었으나, 

다른 많은 주에서 이 법령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특히 1987년 

컬럼비아주에서도 이 법령은 

무산되었다. 한편 컬럼비아주에서 

법령이 통과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이 

예치금 법령이 통과될 것이라고 법령 

제안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행 실시되는 병 예치금 법령은 

마구 버려지는 병제품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탄산음료 제품을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예치금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주에서 

음료수 용기가 마구 버려지는 예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저히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을 마구 버리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병 

예치금제 법령은 병을 함부로 버리는 

사례를 誉】는 수단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법령 반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치금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주의 시민들은 이 

법령실시 이후 깨끗해진 환경에 

만족해하고 있고, 법령철회시위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없었다.

병 예치금제 법령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목할만한 사항는 몇몇 

주에서 음료수 범위 내에 와인이나 

콜라를 새로이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예치금제 법령과 

유사하지만, 세밀히 관찰하면 

상이하다. AB 2020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은 밀폐 

음료용기(탄산음료수, 맥주)에 1센트의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예치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음료용기를 반환장소에 갖다주면 

음료용기 하나당 18nt씩은 최소한 

지불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소비자에의 지불은 판매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 판매상인들은 

주정부에 이를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반환금(Redemption Value)과 더불어 

반환장소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잘 

재활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재료가공비를 받기도 한다.

한편, 이 법령은 1989년 말까지 

재생률이 최소한 65%까지 향상되지 

않으면 반환금을 2센트로 올리고, 

재생률이 또 다시 1992년 말까지 

65%에 이르지 않으면 3센트로다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환장소 

역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즉 연간 

매상이 2백만불 이상이 되는 

수퍼마켓으로부터 반경 1/2마일 내에 

위치하도록규정되어 있다.

재생센터 (Recycling Centers) 역시 

수퍼마켓이 인근에 없으며, 

uUnderserved Areas”에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기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PET 
병에 비해 알루미늄과 유리의 

재생율이 훨씬 높아, 프로그램 실시 

첫해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COPPE Quarterly, 1989).

⑵ 세금(Taxes)

수 많은 주가 고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세금징수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자가 징수한다”는 입장에 

찬성을 하였다.

일개 기업이나 공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상례이고그들 기업들에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공공정책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타당성 

있는 논리이다. 환경 오염문제가 대개 

제품 및 제품 포장물의 폐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현재의 

정책 제도로서는 사회환경에 

제품폐기가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킬만한 경제적인 측면의 

동기부여를 각 기업에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폐기시 드는 비용은 

외적비용으로 폐기로 인한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근본 

목적은 제품제조업자의 순수비용에 

폐기비용을 한데 묶어 제품의 

폐기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에게 경제적 측면의 

유인(誘因)을 주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마도 

제조업자들은 제품디자인시 현재의 

원료비, 에너지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듯이 폐기비용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고형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매우 

확실하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폐기비용 산출시 

최소한 폐기물의 형태와 양 그리고 

대상물의 예상 제품수명 (Lifetime)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체물의 

사용가능성 역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이용 

가능성 , 보급(파급)효과 및 각 

폐기물의 비용 등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한편, 실질적으로 이들 비용은 각 

주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산출방식에 이견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시시각각으로 비용이 변화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매립비용이 현존의 매립장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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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8 년 제품포장에 세금부과를 검토했던 미국의 주(States)들

Hawaii Iowa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Vermont
Washington West Virginia

〈표 2> 특정 포장물에 금지조치를 취했던 주정부들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Georgia Hawaii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New York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 West Virginia

〈표 3> 분해가 가능한 음료 손잡이(Ring)를 요구하는 주들

Alska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Iowa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Or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Wisconsin

근거하여 산출할 것인지, 혹은 현재의 

매립장이 모두 메워져 새로 지어야 할 

새로운 매립장 가격에 근거하여 산출할 

것인지 애매한 것이다. 이들 

세금구조는 주정부 차원에서 제안되는 

까닭에 수출입, 이웃 주의 사업손실, 

주정부간의 세금구조의 차이 등의 

사항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안되었던 모든 법령은 폐기비용을 

제조공정 중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현 

법령구조를 지극히 단순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제품 

용기에 대한 비용(Fee)이 법령으로 

제안되고 있다. Hare(l988)는 포장에 

대한 세금법 2가지를 분석한 바 있다.

〈표 1〉은 1988년 제품포장에 대한 

세금부과를 검토하였던 주를 열거한 

것이다. Iowa와 Oki사ioma 에서 일부 

세금(판매, 사용 세금)의 면세가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제안들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⑶ 금지 및 기타 관련 제재 조치

또 하나 흔히 사용되고 있는 

조치로서, 특정문제를 야기할만한 

제품이나 포장물에 대해 금지(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으며, 지난 수 

년동안 주정부 차원에서수많은 관련 

법령이 제안되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물을 비롯한 많은 포장물에 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Chlorofluoro 
Carbons(CFCS)로 만드는 거품형 

폴리스틸렌(PP) 포장이 대개 문제가 

되었다.

이 외에도 폐기되지 못하는 포장물 

역시 자주 거론되는 문제였다. 

금지조치사항은 특정 포장물이 폐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폐기 불가능한 제품에 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이다.〈표 2〉는 1988년 특정 

포장물에 금지조치를 취했던 주정부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금지조치는 폐기 불가능한 음료용기 

Bundling Devices 에 대한 것이었다(6 
개의 알루미늄 캔을 한다발로 

묶어놓는 흔히 볼수 있는 플라스틱 

Rings). 최소한 15개의 주(표 3 
참조)가 이미 이 플라스틱 링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을 법령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이들 플라스틱 

고리가 야생동물에게 덫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대체 가능한 포장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건에 따라 수 주에서 수 

개월간에 걸쳐 광분해 

(Photodegrade)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다소 비싸기 때문에 값이 

저렴한 폐기 불능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만 특별히 

사용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1988년에 통과된 플라스틱 폐기 감소 

조항은, EPA가 폐기기술이 

부족하든지 혹은 폐기가능한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입종하지 않는 한, 

이들 포장물(플리스틱 고리)을 폐기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규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최소한 

2개의 주(Minnesota, 
Connecticut)에서는 탄산음료용 

플라스틱 캔 포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Petainer" 용기는 몸체가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Polyvinylidene Chloride Copolymer로 

코팅되었으며 , 끝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라벨은 Polyvinyl ChlorideS. 처리된 

것이다. 이것은 1986년 Coca-Cola 
회사에서 처음 판매가 시도되었는데, 

환경단체는 즉시 금지경고를 내렸고, 

그 결과 CoCa-Cola 회사는 곧 

기술권을 포기하였다. 그 후 1988년 

Old New York Seltzer가 이 용기를 

재도입하였으나 최근 이 회사는 

용기제조를 중단하였는데,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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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미국에 있던 유일의 

제조공장을 매각하여 모든 장비를 

일본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이 캔 용기가 병 예치금제 

법령이 존재하고 또한 병이 

재활용되고 있는 주에서만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용기와 같이 

복합물질로 만든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종종 

플라스틱 캔을 알루미늄으로 잘못 

인식하여 알루미늄 재생공장에 

플라스틱 캔이 보내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정 포장물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님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1977년 

Minnesota 주는 플라스틱 우유병에 

대해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Minnesota 최고법정은 이 금지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최고법정에 상소한 결과 

금지조치는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1년 이 판결이 있은 직후 이 

법률은 폐지되어 그 효력은 끝내 

상실되었으나, 그에 관련된 판례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4)포장 관련 법률

Minnesota주는 1973년 고형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제품 혹은 

포장물에 대한 새로운 법안 즉, 

Packaging Review Law 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써 주정부는 

폐기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장물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데 큰 권한을 

지니게 되었으며, 1979년 Minnesota 

Supreme Counrt 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은 현재 

성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포장검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Iowa주는 Groundwater 
Protection Act 의 일환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987년 7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 근거한 실질적인 

포장검안은 아직 실행된 바가 없다.

⑸ 재활용 방안

이미 설명한 대로 재활용 방법은 

고형 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혼히 

쓰이는 정책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을 시민导］ 

참여하여 실행케 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일부 주에서는 

이같은 재활용 방법을 법률로 정하여 

고형 폐기물 문제를 극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도 하는데, 강제적인 

재활용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어느 주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일부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고형 폐기물 문제 해결의 방편인 

재활용을 단순히 고려해 보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각 개인이 고형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New Jersey 주가 

처음으로 이러한 분리 폐기물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후 哥］어 Pennsylvania, 

Connecticut, Rhode Island 등도 

강제적인 분리 폐기물법을 

통과시켰다(Wingerter, 1989). Tax 
Credit Provision 시행하는 

Oregon주를 포함한 기타 6개의 주 

역시 유사한 재활용 법안을 지니고 

있다(Wingeeter, 1989). 이렇듯 재활용 

법안을 실행하려는 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초 75일 

동안에만 분리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이 기타의 28개 주에서 91개나 

상정되었다(American Paper Institute, 
1989).

New Jersey주는 특히 최소한 

3종류의 재활용 가능품목을 분리 

폐기토록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알루미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안의 각 시당국은 모든 가정, 

직장 및 기관들이 수거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특정 폐기물을 분리 

폐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실행 

첫 해에는 고형 폐기물 잉이 15% 
감소하였고, 2년 후에는 25%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보았다.

(6) 라벨(Lab이ing)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여러 형태의 

플라스틱을 분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면 

플라스틱 포장은 형태별로 혹은 포장물 

내에 함유된 플라스틱 물질의 

형태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정된 법안은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이같은 법안은 

각기 다른 관할구역에서 수 많은 다른 

종류의 분류표시방법이 속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SPI)는 플라스틱 

용기용 코딩 시스템 (Coding System)을 

규정해 놓기도 했다.

현재 California Conneceticut, 

Florida, Illinois, Minnesota, 
Michigan, Wisconsin 등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병에 대한 코팅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SPI System 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Waste Age, 
1989). 그러나 수 많은 기타의 주, 특히 

북동부의 주에서는 SPI System 에 

반대하고 있다.

Rhode Island의 법안은 재활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에 대하여 SPI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법

Legislative Front 에 대한 조항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 국한하지 

않는다. 수 많은 지방에서 중요한 

법안이 보다 적은 정부차원에서 

상정되고 있는데 -County, City, or 
Municipality, 이들 법안은 주로 

금지법안이나 강제적인 재활용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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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들이다. 예컨대 

Berkeley,California, Portland, Oregon 
등의 시에서는 거품형 Polystyrene 
즉석 식품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Seabright, New Jersey에서는 

플라스틱 Bags, Cups, 즉석 

식품포장물 등이 그리고 Newark와 

New Jersey에서는 소매용 식품의 

Polystyrene, Polyvinyl Chloride 
포장이 금지되어 있다.

1988년 New Jersey의 Suffalk 
County에서 통과된 법률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가장 

효과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법안에 

기재된 내용들이 금지된 것과 예외인 

것이 많은데, 그 주요 골자는 

식품소매업자들이 플라스틱 야채용 

백이 Polystyrene, Polyvinyl 용기 혹은 

Utensils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County 
경제 밖에서 행해지는 포장에 

대해서는효력이 없다.

1989년 3월 31일, The City 

Council of Minneapolis, Minnesota 
는 현재의 Minneapolis 폐기물 

수거정책에 규정된 대로 재활용 및 

페기되지 않는 관련 포장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직후 St. Paul, Minnesota 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PET 
음료수병 혹은 HDPE 우유병은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병들은 재활용 프로그램에 포함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Polystyrene 으로 된 육류 포장재, 

플라스틱 채소용 포장재, 즉석 

식품용기, 플라스틱 케찹용기 및 기타 

수 많은 플라스틱 포장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 

포장재가 없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Court Challenge?} 있을 

전망이다(Modem Plastics, 1989).

요약 및 전망

사용가능 혹은 사용불가능한 

포장형태를 규정하는 법안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포장회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각 

지역마다 달리 규정되는 법안상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조회사들은 법안상에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 예컨대, 한 회사가 SPI 
용기 코딩 시스템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 채택하였는데, 일부 

주에서는 SPI 시스템을 법이행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상정되는 법안은 거의 없는 반면, 각 

주와 지방 법안간에 생기는 다양성과 

불일치성 등을 해소시켜주는 

연방조항이 있기는 하다.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에 관한 한 불필요한 

분야에서의 이 독성물질사용은 

연방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폐기물 비용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금법안보다는 

금지법안이 더욱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절하게 규정되기만 하면 

세금법안이 더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각 지방간의 통일성과 더불어 

매우 어려운 점이라 한다면 

세금구조를 적절하게 규정하여 

폐기비용까지도 반영하도록 하는 

점이다.

포장 혹은 상품에 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될 수가 없다. 세금법안에는 

최소한 평가하려는 제품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의 형태와 양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뮴이나 착색된 고밀도의 

Polyethylene병에 대한 세금은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이와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병에 대한 세금보다 더 

높게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금법안에는 또한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도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재활용 물질로 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한 세금을 폐기처리될 물질에 대한 

세금보다 적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규정을 분명히 복잡한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병에 대한 예치금제 법안은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고형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병 

예치금제 법안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재활용 물질의 가두 

수거작업을 위하여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이 

법안이 uLifferM 라는 용어를 적으려 

했다는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예치금제 법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병 예치금제 

관련법, 이 폐기물의 양을 조금 

감소시킬 뿐이라 하여 이 법안을 

페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병 예치금제 법안과 

재활용물의 가두 수거작업은 병행하여 

실시될 수가 있는 것이다. 

탄산음료수에 대한 정부의 예치금제 

법안은 마구 버려지는 병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리, 알루미늄 및 PET 병의 

재활용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가두 

수거작업을 조직적으로 실행한다면 

고형 폐기물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연방 법안보다는 오히려 주정부나 

지역당국이 지역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대화는 통일의 길, 통일은 번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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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 및 자원절약형 포장사례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포장재의 재활용, 분해가 용이한 포장재로의 대체, 포장재 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포장설계 등을 꾀해야 된다”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기획된 상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 파괴나 스레기 

처리문제에 덧붙여서 페르시아만의 석유오염문제까지 얽히어 종이 • 유리 • 금속，플라스틱 등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나 자원절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제 /, 2차 오일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원절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후의 안전성장과 호경기 

등으로 인해 자원절약을 잠시 망각하고 살아온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노골화되면서 자원절약이나 

재이용에 관련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 기업의 그 대응책도 각양각색이지만 몇몇 상품의 예를 들어 그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즙/자 주】

패스트푸드의 포장

햄버거의 포장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발포 PS제 용기가 舂1봉지 

등 종이제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온이나 내용물 

유출방지를 위해 포장재로서 발포 PS 
용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발포 

PS용기가 이용된 것은 사용 전에는 몇 

장씩 포개어 쌓아둘 수도 있고, 조립할 

필요도 없는 매우 편리한 

〈사진 1> 발포 PS 대신 

종이 포장으로 바뀐 
캔터키후라이드치킨의

Baked Pie

포장용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처치곤란한 큰 두통거리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앞에는 패스트푸드 용기의 쓰레기가 

매일 산더미같이 쌓인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상 발포 PS가 부피만 클 뿐, 

수지량도 적고, 소각시 유독가^도 

별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이를 종이포장 

상품으로 바꾸는 상점이 점차 늘고 

있다.

한 예로 일본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은 

베이크드 파이 (Baked Pie)의 포장을 

'89년에 卧용기로 바꿨다. 베이크드 

파이와 같이 유지성분이 있고 

보온성을 요하는 포장은 발포 PS를 

주로 썼는데, 공해방지포장의 개발로써 

〈사진 1〉과같은종이포장으로 

개량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햄버거 

업계인 롯데리아는 '90년 3월부터 

발포 PS 대신 종이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해 6월에는 모든 점포에서 

발포 PS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체된 

종이용기는 표면에 작은 구멍이 뚫린 

특수가공을 한 것인데, 이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자렌지에 넣어 데워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사는 환경문제에 다소나마 공헌하게 

된 것이다.

맥도날드사 역시 자원 재이용 

방법을 창안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맥도날드는 '89년 가을부터 일부

『포장기술』50. 1991. VOL. 9 79



점포에서 실험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여 

발포 PS 용기를 플라스틱 원료로 

재이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90년 11 월） 미국 

맥도날드사는 발포 PS 용기를 

종이포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일본 맥도날드사도 

'90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종이포장으로 바꿔나갔는데 , 

종이포장은 부피가 발포 PS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동경과 같은 

도시 내의 점포부터 대체해 나가고 

있다（사진 2）. 이같은 방법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동경시 전 점포에서 나오는 

연간 1300톤의 스치로폴 쓰레기를 그 

절반인 650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패스트푸드점은 인기업이니 만큼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스푸드 서비스나 패스트 키친에서도 

哥］포장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고 있다.

일회용 카메라의 재이용

일회용 카메라의 재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회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필름 메이커 자체에서도 이를 

회수하여 재이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다 찍은 일회용 카메라에 새 필름을 

끼워 재생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자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재생 상품을 만든 

업자는 도미야마시에 있는 마루노우찌 

칼라현상소인데 , 현상을 하려고 모여든 

일회용 카메라 기기에다 새 필름을 

끼우고 독자적인 디자인을 한 

포장으로써 재생한 것이다（사진 3）. 그 

가격은 물론 신품보다 훨씬 싸다. 이에 

신품 필름 메이커에서는 그 대처 

방안에 고심하고 있지만, 때는 

바야흐로 재이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일회용 카메라 메이커인 

후지필름은 '90년 5월부터, 

고니까사는 '90년 9월부터 재이용 

운동에 참여하였고, 올 3월에는 

일본코닥이 일회용 카메라의 재이용을 

발표함으로써 각 기업의 재이용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코닥에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오모시로 카메라' 시리즈 4종과 

플래시가 달린 카메라를 회수하여 

플래시가 달린 카메라를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코닥에서는 플래시 부분 등 

일부 부품을 재이용하여 신제품과 함께 

판매한다. 또한 파노라마나 수중 

촬영기와 같은 종류는 일본코닥에서 

회수하여 이것을 플라스틱 재이용 

업자에게 넘긴다고 한다.

1 회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 

자체도 환경보존을 위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후지필름은 필름 커튼에 

재생지를 써서 에코（Eco） 마크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 필름을 담았던 

플라스틱 케이스를 종이 케이스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방습 코팅을 한 

전용지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와 

같은 기능을 갖게 하는 동시에 환경에 

해가 없는 포장으로 바꾼 것이다. 우선 

36매짜리 필름 3개를 넣는 포장부터 

종이 케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다.

필름은 관광지 등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각 기업들은 포장 쓰레기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터에 - 

후지필름의 이러한 포장 개선은 

환경보존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물용품의 간이포장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마켓도 

환경보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러 상점에서 

판매해오던 상품 가운데 환경파괴와 

관련되는 프론가스를 사용한 스프레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재생지를 

사용한 용지 및 쇼핑백을 사용하는 등, 

유통과 관련되는 일본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환경보존 운동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백화점에서는 선물용품의 

과잉포장을 자제하고, 상자에 參】만 

붙이는 정도의 간이포장 풍조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간이포장에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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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스틱팩의 설탕포장 〈사진 5> 설탕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닛신제당이 개발한 삼각형의 포션팩 

（스틱팩보다 포장재가 2할 정도 절감됨）

간이포장에 협력해 주십시오'라든가, 

，간이포장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장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환경보존에 대한 

소비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백화점 중에는 

자기 백화점의 이미지 손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완전포장을 계속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과잉포장은 점차 사라지고 

간이포장이 확대되어갈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퍼마켓들도 매일 팔리는 

상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 등을 

회수한다든지, 용기가 필요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쪽지에 스탬프를 찍어 

주고 그것이 몇 장 모이면 보너스를 

주는 등 각 점포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 용기이다. 상점에 따라서는 

태양광선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특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역시 플라스틱이 작은 

입자로 변할 뿐 플라스틱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시된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도 개발되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미생물의 이상 발생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어 그 선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각 점포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알루미늄 캔이나 우유팩을 

회수하는 일 등에 적극 

참여 - 협력하고 있다.

자원절약형 포장

오일쇼크 당시는 각 기업肾］ 

자원절약형 포장을 모색하여 여러 가지 

포장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호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자원절약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강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착실히 자원절약을 하면서 

상품력 있는 포장을 개발해 온 곳이 

있어, 그것을 다음에서 하고자 한다.

닛신제당의 그래뉼 설탕 포장이 바로 

그것이다. 커피 등에 사용되는 설탕은 

해마다 그 양^ 6g, 5g, 4g 등으로 

줄어들어 포장도 10g 시대의 네모진 

봉지 형태에서 스틱팩으로 바뀌고 

있다（사진 4）.
설탕의 경우, 품질의 부가가치를 

통한 차별화는 어렵기 때문에 포장에 

의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도 설탕의 소량화와 더불어 가는 

스틱팩까지 등장하다 보니, 각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닛신제당은〈사진 5〉와 같은 삼각 

모양의 맵시 있는 포션팩을 개발한 

것이다. 물론 생산성이나 기계적성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양의 설탕을 

포장했을 경우, 삼각형 모양의 새로운 

포장과 종전의 스틱팩과 어느 쪽이 

포장재가 더 많이 들겠는가?

아마 크기도 크고 보기에도 맵시가 

있어 삼각형 모양의 포장이 포장재가 

더 든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스틱팩이 약 2할 정도 

재료가 더 든다. 즉, 삼각형 모양의 

포장이 스틱팩보다 더 자원 절약형 

포장이라는 말이다. 대량생산에 있어서 

포장재를 2할 정도 절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닛신제당이 삼각형 모양의 새로운 

포장을 개발함에 있어, 당초의 목적은 

맵시있는 독특한 형태의 포장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포장재를 절약할 

수 있을까?'하는 자원절약을 목표로 

하여 연구한 결과, '유니크한 

포장형태'라는 선물을 덤으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자원절약이 

재론되는 이 마당에 이처럼 

자원절약형 포장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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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糸氏器）의 기초（ I ）
“지기의 형태를 크게 분류하면 스트레이트 스타일（슬리브 ・ 실 앤드 카톤 - 터크 앤드 카톤 등）과 

트레 스타일（콜레서블 카톤 • 포밍 카톤 - 조립 카톤 등）이 있다”

일본本州제지（주） 포장기술본부

1•머리말 쉽게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지제（紙製）용기가 된다.

일본에 고급 마닐라 판지가 수입된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후 

지기산업은 괄목한만한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왔다. 그것은 포장산업 전체가 

어려운 경제 • 산업구조 하에서도 

끊임없이 경제성을 지향하고, 각종 

기술의 개선 및 연구개발을 

되풀이하면서 산업 . 유통 . 소비 

부문과 늘 함께 약진해온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구가해온 

포장산업도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라는 과거의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주氷］ 확고한 소비자를 상대로 

무엇을 팔아야 하며,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소（小）롯트 다품종 

생산화에의 대응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판매방식의 기획, 

신상품의 개발, 소롯트 다품종화에의 

생산체제의 확립, 생산관리방식의 

재정비 등 다양한 마케팅 수법을 

구사함으로써 포장산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은 각자 지혜와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지기의 기초」란 제하하의 본 

시리즈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까지의 지기개론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기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전문인은 물론 그밖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2. 지기란 무엇인가

세계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포장용기를 그 재질상으로 분류하면, 

종이 • 판지（板紙）용기, 플라스틱용기, 

유리용기, 금속용기, 목재용기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종이 • 판지용기 （44.2%）이다. 

參】로 만들어진 용기 =제지용기라고 

생각하면, 그 폭은 대단히 넓어진다.

얇은 종이로 포장한 과자, 캔디의 

포장지, 소맥분의 패키지나 시멘트용 

푸대, 과자 . 식품 • 잡화 등의 

종이상자, 청과물 등의 유통용기로서 

이용되는 골판지 상자 등도 지기에 

포함된다.

이밖에 도 간이음료용으로서 

제지컵류, 식염 • 치즈의 패키지로 

우리에게 익숙한제지원통용기, 

상거래용 상자, 파이버 용기 , 

우유팩 • 주류팩 등의 제지액체용기 

등의 제지용기가 각 상품 패키지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지용기 = 

지기로 축소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지기는 판지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가장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트레 스타일에 속하고,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플라스틱 필름이나 알미늄 

등의 금속재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박스 상태로 제작함으로써 내용물의 

보호 등의 필§기능를 겸비한

3• 포장산업과 지기의 동향

포장 관련 산업도 해를 거듭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해왔다. 이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커다란 흐름이 

관련된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물자의 

생산과 물적 요통 및 상적 유통의 변화, 

소비동향,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양식의 변화와 식문화（食文化）의 

변천 등 복잡다양한 각종 요인을 

생각할 수가 있다.

'87년 일본 포장자재 용기의 총 

출하액 5조 3000억 엔 가운데 

종이 • 판지제품은 2조 3400억 엔으로 

전체의 44.2%를 점하고 있으며 

출하수량^ 있어서도 5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포장자재 용기의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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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9%

22.7%

〈그림 2> 포장자재 용기의 출하금액 구성비율

〈표 1〉종이 • 판지 제품의 구성비율

출하금액（억엔）' 출하수량（천톤）

종이 • 판지제품 합계 52,912.1 100% 10,502,6 100%

•골판지 12,748.7 '54.5% 6,970.2 66.4%

•종이상자 5,684.3 24.3% 1,255.2 0%

접는상자 2, 이 2.0 46.0%

기계로 붙인것 982,4 (17.3%)

서로 붙인 상자 949.5 (16.7%)

기타 지기 1,140.4 20.0%

•포장지 • 싸는 종이 3,020.7 12.9% 1,693.6 0%

•기타 종이 • 판지 1,953.7 8.3% 583.6 5.6%

X %는 지기상자 전체를 100%로 하였을 때의 비율을 표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2조 3407억 

엔을 차지하는 종이 • 판지제품 가운데 

골판지가 조 1,749억 엔으로 단연 1 
위 （54.5%）이고，지기상자 5,684억 엔 

（24.3%）, 포장지 및 싸개종이（12.9%）, 
기타 종이 • 판지（8.3%）의 순으로 

이어진다（그림 1, 그림 2）.
또한 지기상자 5,684억엔의 

출하금액에 대해 출하수량은 125만 

5000톤 （'87년）이고, 이 가운데 

마닐라판지, 백판지, 색판지 등의 

지기용 판지가 포함된다. 그 중 약 

70%（94만톤）가 지기상자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상자로 환산하면（예를 

들어 과자류 상자）, 1년에 180억 

상자가 되고 국민 1 인당 150상자를

〈그림 3> 지기의 제조법

| ① ［본조건 ② 상품조건 电 기획조건 ④ 경합조건 ⑤ 판매조건 | | 대응책 검토 一［

| 기획 의뢰 |一M 기획 타합 |一X 아이디어 발상 卜서 플레젠테이션 |■니阿적안 결정 |

|기획 • 플래넹 |그래픽티자엔 | 설계 日자인 | | 재료®자인 | |평가 • 체킈-----

- | 쎠수주 |

［랄형阿觀 ［후할｝-一—rwi—

|타발（打抜）H 표면가공 卜—［훤조卜一| 사용자 승인 卜一| 완전원고 작성 |

I ① 정식도면 ② 디자인 원고 ③ 판하（版下） ④ 필름 ⑤ 교정쇄 ⑥ 교정쇄 체크 I

I 저:함 I-------耳 곤 포 !一서 출 하 |

1년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골판지 상자의 경우를 보면, '87년에 

6,970톤（시트 취급 포함）으로, 10kg 
들이 상자로 연간 ⑹ 억 상자에 

해당되고, 연간 1인당 134개의 골판지 

상자를 쓰는 꼴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1개월에 소비되는 

과자상자는 약 50개, 10 kg들이 골판지 

상자 40개 등 총 100여개에 달하는 

상자를 쓰레기화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같은 사실은 

제고되어야만 한다.

4. 지가설계의 포인트

지기의 설계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사용자로부터의 기획 

의뢰가 있어 정식 수주（受住）에 

이르기까지 기획 • 플쾌닝 • 각종 

디자인의 작성 • 평가체크 및 사용자의 

납득 등이 되풀이된다. 이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것은 기획 의뢰 

단계에서의 쌍방의 의견 제시 및 이에 

따른 완벽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 

확보와 납기일 준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약시의 상품조건（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상품의 

형태（고체 • 액체 등）, 어떤 상품군을 

담을 것인가, 상품의 

무게 • 용량 ♦ 치수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조건으로서는 

신제품이냐의 여부, 제작면에서의 

제조건（포장비 • 수송보관을 포함한 

유통적성과 포장기계와의 

연동성 • 공장의 생산성 • 소비자의 

요구 등）, 경합 및 판매조건은 

어떠한가, 상품의 구성과 위치 부여는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판매대상 - 판매가격 • 예상되는 

판매수량, 어디서 어떤 형태로 판매될 

것인가 등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림 3, 
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적안이 

결정되면 지기를 제조하여 사용자에게 

납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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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기설계시의 포인트

〈그림 5> 멀티팩의 예

5. 포장기능과 지기설계의 포인트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는 

포장보관 • 운반 • 보존 • 전시 등 

갖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포장에 

요구되는 기능은 사회 변화에 따라, 즉 

시대의 각종 기술 • 유통 ♦ 판매羽 • 

소비환경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기의 포장기획, 

입안（立案） 설계를 할 경우에는 

상품화에 필요한 포장기능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품의 안전 • 보호성

。포장 전반에 관계되는 생산성

。포장 전반에 관련되는 경제성

。물적, 상적物］ 있어서의

필요기능의 유지

。전시, 판매효과 등의 판매적성의

。상품가격 

。재료비 

。생 산 비 

。유 통 비

T 경제 성 卜一

포장소재•인쇄 

가공 • 유통, 판매
「■■「선물적성 卜］

' 。고 급 감

。중량감（볼륨）

。품 격
（ _____________丿

부여

。기프트성 부여

（1） 상품의 안전성 • 보호성

포장된 상품은 창고에서의 

보관 • 수송, 이에 수반하는 각종 

수작업 등 소비자에게 배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패키지에 사용되는 소재 및 

재질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통에 견딜 수 있는 물리적인 강도를 

유지할 것은 물론, 내용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학적인 

보호도 꼭 필요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방수 • 내수성을 부여하고, 깨지기 쉬운 

상품에는 충격흡수를 위한 완충재를 

적용하기도 한다.

（※밀크나 과자 등 직접 패키지

내면과 접하는 경우에는 위생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

（2） 포장 전반에 관련되는 생산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량생산이 

기본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생산성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쇄 • 조립 등 제함공정의 고속화, 

특히 타사품과의 차별화 및 독창성이 

요구되는 지기 디자인에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인쇄 • 제함을 할 

수 있고, 또한 생산공장에서의 충진 및 

포장기계의 적성 등이 충분히 고려된 

디자인과 지기 형태를 개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3） 포장에 관련된 경제성

우수한 패키지란 무리나 과소비 없이 

설계 - 디자인되어 생산된 것임은 

지금도 옛날도 변함이 없다. 과잉된 

보호 포장이나 지나친 리스크의 감소, 

생산성의 향상, 운송 • 보관의 적절한 

효율, 과도한 포장비의 삭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을 추구한 나머지 

포장이 지녀야 할 판매상의 가치부여, 

전시성, 독창성 등 감성에 호소하는 

요소나 기능까지를 무시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그러므로 경제성과 판매성의 상호 

균형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양립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4） 물적, 상적유통에 필요한 기능의 유지 

지기에서는 한장의 종이에 구조적 

변화를 가해줌으로써 그 기능이 

확대되어 상품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핀이나 캔 등의 포장에 

멀티팩（集積包裝）이 있다. 이것은 

한번에 여러 개의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한데 모은 것으로, 점두에서의 

전시효과가 크고 경제적이며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기능성 포장의 한 예이다（그림 5）.
이와 같이 상품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한 후 요구 기능에 적합하게 

단순 • 합리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포장에 깃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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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 I 스트레이트 스타웩 匸
（기본적구조）

LJ
（ 외관형상 ）―

1

스트레이트 터互'

리버스 터크③ I 타크 앤드 카톤

② I 실 엔드 카톤 I

| 로크 보텀 카톤!"

트레스타일 |너室

① | 콜레서블 카톤 |

② | 포밍 카톤

③ | 조립 카톤

図। 특수한스타일

k 세미오토메틱 보텀 ।

』工러；;｝톤 I

H 힌지커버 카톤 ।
匕 트레 카톤 ।

「1 더블 월 카톤 ।

T 싱글 월 카톤 1
q 첩상（貼箱） ।

〈그림 6> 지기형식의 분류

。직방체를 기본으로 하는것 

。원주를 기본으로 하는것 

。삼각주를기본으로하는 것 

。기타다각변형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것들의 조립을 기본으로 
하는 것

。기타 특수한구조를 기본 

으로 하는것

—-（제조방법）

。손으로 하는것을 기본 

。손으로 붙이는 것을 기본 

。반자동기를 기본 

。전자동기를 기본

I
厂（ 포장방법｝

:皿
（ 기능두여）

。디스플레이가 주목적 

。캐리 손잡이가 주목적 

。상자의 개봉용이성이

주목적

。결산기능이 주목적

。재봉함성이 주목적

。상자의 개봉성이 주목적

画］" 서머폼玉 기타 ।

있지 않으면 안된다.

（5） 전시효과 등을 통한 판매성

물건만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서 

지금은 소비자가 “물건”을 골라 쓰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의 눈에 띄고 사고자 하는 생각이 

들도록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시각적, 감각적인 

소구성（訴求性）이 패키지에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내용물의 형태, 맛까지를 포함한 

상품의 기획, 패키지디자인, 상품명,

。손조립을 기본

。손으로 붙이는 것을 기본

。반자동을 기본

。전자동을 기본

。집합 •분할이 주목적 

。변조방지가 주목적 

。각종 기능의 조합이
주목적

。기타 특수기능이 

주목적

점두에서의 진열성, 전시효과, 

광고효과 등을 구사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6） 기프트 적성

선물용 품이 다종다양해지면서 

급속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용품 포장에 요구되는 

사항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상품성격 • 기업이미지 • 가격 • 품격은 

물*］거니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쪽의 

기분까지를고려하여 기획 • 디자인 

되어야 한다.

6. 지기의 기본형태와 분류

지기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는 판지를 자른다거나, 괘선을 

붙여 꾸부린다거나, 접속시키거나, 

한데 붙이거나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단순한 공정에서 

만들어지던 지기의 형태는 시대변천과 

더불어 복잡화되어 지기 관계자들 

사이의 공통언어로서 형식분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각종 문헌을 

참고로 현재 시장화되고 있는 지기를 

총망라하여「지기형태의 분류」와 

지기의 구조 및 사용목적, 실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기의 형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으로 

대별된다. 먼저「스트레이트 

스타일」이 있는데

“삭크（Sack）상자”라고도 불리우며 

제함기로 동부（胴部）를 풀칠한 튜브 

형상의 것（筒形빠과, 저부（底部）를 

기초로 하여 거기서부터 일어서는 

측벽（側壁）으로 구성되는「트레 

스타일」（器形狀）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플라스틱 등의 

복합지기도 많아져 이밖의「특수 

스타일」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1） 스트레이트 （Straight） 스타일

가장 보편적인 상자형태로 판자에

-로크 보텀 카톤-

-로크 보텀 카톤-

（• 세미오토메틱 보텀）

-터크 앤드 카톤一

（리버스 터크 카톤）

L：길이, W：폭, D：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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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 카톤一

-힌지 커버 카톤（1）-

一트레 카톤 （글루어식）一

-6코너 글루어 카톤

-힌지 커버 카톤⑵-

-힌지 커버 카톤一

-힌지 커버 카톤（로크식）一

一6코너 글루어 카톤 

y~yy—里'

〈그림 8> 트레 스타일（콜레서블 카톤）

꺾은 괘선（스퀴즈）을 넣어 꺾어서 굽힌 

브랭크 시트를 제함기 （색머신）로써 

접어가면서 측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기본구조가 단순하여 변형 • 조립의 

응용범위도 넓고 포장기계성에도 

우수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기이다. 

（그림 7）

• 슬리브 （Sleeve）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오픈 앤드 슬리브라고도 하며 

기프트 상자의 몸체, 뚜껑누르기를 

이용되기도 하고 트레 스타일의 것과 

병용되어 카라멜 상자, 담배갑 

등으로도 쓰이며 대표적인 것으로서 

멀티팩（집합포장）도 이 형식에 속한다.

• 실 앤드 （Seal End） 카톤

자동 포장기의 기계적성에 

우수하고, 상품충진 및 뚜껑연결 

작업의 고속운전에도 적합하며, 또한 

상자 자체의 강성이 높아 과자나 식품 

등 폭넓은 守小에서 이용되고 있다.

• 터크 앤드（Tuck End） 카톤

이 형태에서는 차입부（差込部 :

〈그림 9> 트레 스타일（포밍 카톤）

타크）의 취부위치에 따라 “스트레이트 

타크”와 “리버스 터크”로 분류된다. 

과자상자, 비누갑, 화장품, 

일용잡화용에서 혼히 볼 수 있다.

• 로크 보텀 （Lock Bottom） 카톤

일반적으로 “원터치 상자”로 

불리우는 데, 수작업으로 상자 조립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

화장품 • 과자 • 일용잡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시 세분하면 “오토메틱 글루어 

보텀 ”（원터치식）과 세미오토메틱 

보텀（스냅 로크식）으로 나누어진다.

（2） 트레 스타일

스트레이트 스타일 이외는 거의 이 

형태에 속하며, 용기상태는 평편한 

밑바닥이 기본이 되어

접시형（器形狀）을 형성한다. 트레 

스타일에는 글루식（풀）, 로크식, 침금식 

密1 있다. 、

•콜리서블（Collapsible） 카톤

제함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접어지면서 풀이 발라지는 것으로서 

특징은 차곡차곡 접어 수송 • 보관할 수 

있고, 이용시에는 원터치 식으로 

조립한다. 그러므로 수송 • 보관의 공간 

효율이 높아져 케익, 쵸콜렛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원 피스로 뚜껑이 붙는 

“힌지 커버식 ”과 뚜껑이 붙어 있지 

않은 “트레 카톤” 등으로 분류된다.

•포밍 （Forming） 카톤

기본적으로 콜레서블 카톤과 형식은 

같으나 제함기 상에서 접어지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동 제함기로 

형성되며 풀바르기（로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조립 카톤

기본적으로는 풀을 바르지 않은 것을 

총칭하여 부르고 있다. 선물용 상자, 

고급 종이상자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타발（打抜）한 

블랭크 시트를 사용시에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형태이다（일부 기계화된 것도 

있음）.
：］것은 더블월（2중벽）과 싱글월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첩상（貼箱）을 포함시켰으나 이것은 

조립 카톤 중 일부를 풀칠하는 벨식 

변형타입으로써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첩상（풀칠한 상자）은 칩보울 등의 

두꺼운 종이를 심으로 하여 그 위에 

아트지나 얇은 종이, 헝겊 등을 바른 

마무리지이므로 대단히 정교하고 

미장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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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더블월 카톤 （조립식 뚜껑상자） 1- -더블 • 싱글 조합一

-싱글월 카톤（로크식） 1- 一싱글월 카톤（로크식） 2 —

-더블월 카톤（벨식） 3-

-첩상（貼箱）의 제조과정 -

〈그림 10> 트레 스타일（조립식 카톤）

強芻
। 피』장품 좋"n 플라쎠 屮】타午속등）। ［페因 耳］^叫뎨n극타］ 

匚二^ —丿彳中술~冃—

। 소비자와 마케팅 ।

I제품의 1획•계회

I 마케g 전략—'!

j 유통구每와마케테 • 

i 광고와］마케팅q

I 사외정보 H사내정보!나국대정阡丁T해외정뵈

가치있는 정보 정화■! 포장기법-］—|

| 정보활용기술 H정보의 종합卜니정보습득기쉴

기획•브라우닝

그래픽 디자인

|구조형태 디자인

| 재료 디자인—

기타의 기법

있고, 지기로 포장되는 상품의 숫자도 

방대하다.

특히 현대와 같이 새로운 소재의 

개발 연구는 물론, 제조 및 포장기술의 

혁신, 포장시스템의 발전이 거듭되는 

지금 이들 정보를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좋은 것을 좀더 재빨리 

보다 정확하게 홉수 •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쇄기계를 

취급하는 기술자가 수퍼에서 

각양각색의 패키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인이 인쇄한 지기상자가 어떤 

모양으로 팔리는지, 타사의 것은 어떤 

모양인지, 인쇄기술은 어떤지, 디자인 

및 종이 등…. 만약 지기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라면 제판（製版） 및 인쇄기술, 

잉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술파악의 깊이 여하에 따라 

디자인의 폭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디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지기설계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술들을〈그림 11〉에 나타냈다. 여기 

열거된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선 가까운 것부터 

또한 흥미를 느끼는 곳부터 

도전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계속〕

I 마케팅।기법 상품유통 H물적유통 장템P一■「평耳가可7

마케팅 사이언스

। 「।丨一丨। 

| 충진기술 11 포장기계 11 포장라인 |

「T 소비자평가 | 

T유통환경평가 I 
T 제조평가 |

〈그림 打〉지기설계시 알아야 할기술들

（3） 특수 스타일

스트레이트 및 트레 스타일의 

분류에서 취급되지 않는 용기, 

플라스틱 성형（成开分품과 대지（台紙）의 

합성으로 되는 블리스터 팩 , 스킨 팩 , 

플라스틱과 종이 그리고 종이와 알미늄 

등으로 복합화된 컴포지트 캔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 지기의 형태를서술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기본

스타일을 베이스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의 부여, 차별화, 독창성 등을 살린 

여러 가지 카톤이 있으며 각종 

스타일의 조합 및 조립, 기능의 

교배（交配）, 뛰어난 아이디어 등이 

제조기술과 함께 시장화되어 가고 있다.

7. 새로운 기술에의 조건

「지기」는 폭넓은 업종에 관련되어 고운마음 고운가정, 바른행동 바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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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뉴스

편집실

국내소 식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발족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 

기년 2개월만에

厂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Korea 

Institu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으로 개칭, 새옷을 

갈吓입고 7월 18일 개원식과 함께 

제 2의 창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진흥의 주요 요소인 디자인과 

포장의 기술수준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 월 

산업 디자인포장진흥법을 개정 

공포했는데, 이에 따라 이 분아의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개발원의 초대 원장에는 

조진희 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이 선임되었으며, 비상근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심볼 마크一

冬 사刍口刀인포苗加 빌원

丿 »CREANSnTUTEOFM）USmiALDESI（^&W

* 심볼 마크가 표현하는 기본 내용은 인간 

（Humanity）, 창조（Creativity）, 기술（Technology） 
의 3대 요소를 3개의 타원으로 표현.

이는 지속적 연구개발과 국민 문화생활에의 

기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핵의 중심은 한국 고유의 태극 문양을 완곡히 

표현하여 前 센터 마크와의 연결을 꾀함.

이사장 박대순（한양대 

산업미술대학장）, 이사 

한덕수（상공부중소기업 국장）, 

김은상（무협전무이사）, 

이세원（두산곡산 전무이사）, 

권명광（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장）, 

감사 한기성（계원화랑 대표）

「폐기물예치금제」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폐기물예치금제가 

도입, 시행된다.

「폐기물예치금제」란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상품을 

생산 •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사용 후 

수거 • 처리비용을 사전에 받은 

제도인데,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될 예치금제의 적용대상은 

29개 품목이며, 품목별 징수요율은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성, 

수입 • 운반 • 처리비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표 참조）.

그러나 현재 공병수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주류 및 청량음료용 

병은 제외되며, 생산 •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로 매출액의 0.7%를 

떼고 있는 합성수지는 이 제도에 

따라 매출액의 0.5%씩 부과하는 

방안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페기물예치금은 이들 품목의 

생산 • 수입업자가 출고시 환경처에 

납부한 후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가 

확인되면 돌려받게 되는데 예치금을

-예치금제 대상품목 및 요율一

대상품목 요율

◊용기류

종이팩 （200 血） 2.1/개

알루미늄캔（，） L5/개

주석캔（250，） 4.1/개
유리병（500，） • ⑵개

PET병 （1000，） 6.4/개

◊특수용기류 50/개
（농약병 등 4개 품목） + 50/kg
◊ 전지

수은전지 10이개

단추형 5 이개

원통형 20이依

축전지 20 이奴

◊ 형광등 2 이개

◊타이어 50/kg
◊윤활유 100//
◊자동차

승용차） 5 이 kg
（상용차） 25他

◊가전제품

（TV 등 7개 품목） 20 이奴

◊종이기저귀 10이依

◊ 회용품

（면도기 등 3개 품목） 1/g
◊ 합성수지 매출액의 0.5%
◊수은온도계 20 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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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요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간 

2천억원선의 예치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자원생산공사에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 - 운용키로 

했다.

또한 업체들의 회수 • 처리 소홀로 

환불되지 않는 예치금은 폐기물 

비축기지 건설 및 자원재생공사의 

회수 - 처리대행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폐기물예치금제의 

시행은 예치금 부담이 제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가격안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난으로 인한 수송비 증가

갈수록 악화되는 수도권의 

교통체증으로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적기 

공급차질은 물론 회차율 감소에 따른 

수송비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i) 화물차에 대한 배려가 

수도권 도로에 전혀 없는 실정이고, 

ii) 화물차의 공차율(空車率)이 

33.4%, 평균 적재율이 45.8%에 

불과해 수송효율이 낮고, iii) 물류

-화물유통체계一

-화물터미널 적정입지 분포一

효율화를 촉진키 위한 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i)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동서남북을 잇는 

화물차 전용 도로망의 지정이나 

건설을 추진하고 ii)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해 밀집도를 

떨어뜨리거나, iii) 화물유통 

단계별로 수송수단간의 연계체계 

구축(복합화물터미널 등의 건설) 및 

화물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화물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 제도적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예;'화물유통촉진법' 

입법 예고), 촉진법에 규정된 

사항들은 장기적인 처방들이므로 

이외의 단기적인 대책들도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투자비중 

증대, 지방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사회간접자본을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및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최근 건의한 

바 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발족 기념 

강연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출범을 

기념하고자,「개발원」노동조합 

주최로 '개발원의 역할과 향후 

방향어］ 대해 전 국회의원인 

홍사덕씨를 모시고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홍사덕씨는 

국가산업경제의 발전 및 수출증대를 

위한 개발원의 역할 강조와 함께, 

“개방화 및 민주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상호 

신뢰속에 사원이 주최가 되어 예지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물류(物流)관리 시스템 호황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물류시스템 도입붐이 

제조업체로 확산되고 있어 물류관련 

수주개발 의뢰가 크게 늘고 있다.

제조업체가 특히 관심을 갖는 

물류관리 부문은 재고 감축 • 

납기지연 방지 • 관리업무의 효율화 

등인데, 그 예로서 

금성소프트웨어는 금성 사의 

해외지사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쌍용컴퓨터는 

롯데칠성음료의 종합물류시스템 

개발을, STM은 럭키의 백화점 내 

화장품 직매장에 판매시점관리 

(PO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금호의 종합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국내 바코드 사용업체 2백개사 돌파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는 

제조 • 유통업체가 최근 2백개를 

돌파하면서 유통산업 정보화 수단인 

표준상품코드 사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50개사 이상이 

바코드 사용등록을 마쳤는데, 이처럼 

바코드 등록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유통업체들이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제도)을 도입하면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납품업체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납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코드 사용 등록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체가 116개사 •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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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품이 23개사, 주류 13개사 등이다.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해 원활한 

수출을 위해 제조업체에서도 

소스마킹(Source Marking：제조 

또는 포장 단계에서 제품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바코드 

사용업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연포장협의회」창립 총회 개최

지난 7월 2일

「한국연포장협의회」는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지난 3월 19일, 관련 

업계 대표 10인이 발기인 총회를 

가진 후 약 2달 반만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협의회의 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知

본회는 우리 나라 연 포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 자주적 경제 활동을 

조장,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내용: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한 

기업경영의 합리화 방안 강구

。교육연수에 의한 수준 향상 

。기능공의 공동 양성 및 스카웃 

방지

。위생성, 안전성 향상에 의한 

국민보건 향상 증진 방안 강구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 강구

。유기 용제 처리에 대한 대기공해 

감소 방안 강구

。규격기준 설정 및 검사 활동으로 

품질 향상 방안 강구

。회원의 경제적 이윤을 도모키 위한 

단체 협약HI 관한 대책 강구 

향후 한국연포장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국내 연포장업계 발전을 

기대해본다. 초대회장에는 

(주)원지산업의 대표이사인 한용교 

씨가 선임되었다.

「합성수지조합」설립

상공부는 고려유압 등 25개 

합성수지 가공기계업체들이 결성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설립을 

지난 6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가공기 계 조합은 

합성수지가공용 압축기 • 

사출성형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 

기술개발 및 공동 구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에는 

이상회(李箱會)씨가 선임됐다.

해 외 소 식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 일시 :1991. 11.12-11.16
* 장소: Fairgrounds
* 전시품목 :

식품가공기계 , 식품포장기계 , 

방부재료 등

* 주최 :

PT Pamerindo Buana Abadi
Bank Bumi Daya Plaza
기 st Floor JI Iman Bonjol 61
Jakarta 10310
Tel) 325560

WPO 의 포장산업 육성 3개년 계획

범세계적인 포장기술개발 및 

관련지식 • 정보전파 등을 위하여 

세계포장경연대회 (World Star) 
개최를 비롯 각종 연구진흥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포장기구 (WPO) 는 

개발도상국들의 낙후된 포장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 • 발표하였다.

1•기간: 1992〜 1994(3년)

2. 자금조성액(목표): $6,265,000
(전세계 포장재료, 포장기계 연 

매출액 약 $5,000억의 0.001%)

3. 참여기관/ 단체:각국 정부, WPO 
회원, 국제기구, 관련 기업체

4. 주요 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담당직원, 전문가 활용 및 

사업담당직원 인건비 : 

$4,910,000(78%)
。조사 및 유인물 발간 등: 

$250,000(4%)
。교육연수(강사교육, 교재개발 

등): $480,000(8%)
。장비 구입(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475,000(8%)
。기타통신, 장비 유지, 잡비) : 

$150,000(2%)

5. 기대효과

。개발도상국들의 포장기술 향상

。포장관련 환경문제 해결

。식품의 폐기 감소

。식품 및 상품의 유통개선

-WPO 는 Professional Associate 
Member를 모집하고 있다.

회원비는 1년 $250이며 

격월간지인 World Packaging
' News Bulletin과 계간지인 

Packaging International-t- 
제공한다.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 문의 : 41 Avenue De Versailles 
75016 Paris France 
Tel(33-1)42 88 2974

일본 나가사키시의 쓰레기 소각장

일본도 과거에는 옥외에서 

소각처리를 했으나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야외소각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면서 80년대부터 

각지에서 최신 시설의 옥내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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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시 쓰레기 소각장 전경

예로 나가사키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들 수 있다.

이 쓰레기 처리장은 소각시 

쓰레기 뿐만 아니라

먼지 • 유해가스 • 오수 등을 엄격한 

기준에서 처리, 추가적인 공해발생의 

소지를 봉쇄하고 있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를 

모두 재활용하여

발전 • 난방 • 온수공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소각처리과정을 간략히 an하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가 저장고에 투입

。저장된 쓰레기를 1.5톤씩 

소각로에 투입（투입시 회전되면서 

완전 소각）

。완전 소각되어 원래 쓰레기량의 

1/7로 축소된 재가 매립장으로 

운반 • 매립（소각에 필요한 원료는 

쓰레기 저장고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등을 통풍기로 흡입 • 

압축 • 연소시킴으로써 얻음）

。쓰레기 소각시 발생한 

고열가스（750〜900℃）는 
증기W일러를 가열시킨 뒤 300℃ 

정도로 식은 가스는 염화수소 

유황산화물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와 전기집녹기를 

거쳐 외부로 배출된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시간당

19.3톤의 증기는 증기터빈으로 

보내져 2천 kw의 발전에 

이용됨으로써 쓰레기 처리장 시설 

내에 조명 • 난방，온수공급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쓰레기소각장의 

특징으로는 전산화와 디지틀 

계측제어장치 등을 이용한 자동

운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역시 처리장 운영비를 

줄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EC 국가들의 포장 동향

미국정부는 자국 내의 

제조업자들이 '92년도 EC통합에 

따른 새로운 포장법규의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력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성의 Don Wrigh씨는 

말하고 있다.

몇몇의 미국 내 제조업자들은 EC 
단일시장 프로그램이 '92년도에 

완결될 때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Wright 
씨에 의하면 몇 개의 법규가 이미 

채택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舂]라고 한다.

미국의 수출업자（특히 

중소규모）들에게는 12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서 '89년도 EC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8백 7십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전체 수출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완제품으로서 이것은 농산물 

수출량의 10배였다.

EC의 12개국들사이에는제품의 

안전한 운송, 포장라벨과 환경보호 

요소 등이 포함된 포장의 표준화와 

제품포장의 시험기준이 확정되고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는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맥주나 소프트음료 포장에 캔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성 

유리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태리에서는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의 10%가수집되어야하고, 

스위스에서는 음료포장 용기로 

알루미뉴 틴플레이트, PVC 재료 

사용의 금지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 많은 알루미늄 캔 

제조를 기피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환경보호성이 가미된 

혁신적인 재료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수 포장용 투명 PET 용기

미국 Able Industries 사의 PET 
용기가 근래에 청량음료나 기존 

； 과일음료 포장용으로 사용되면서 

. 석수포장용으로 높은 품위가 

! 요구되는 디egant Dinner Table 

에서도 격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1리터?] 용기는 

Kodapak PET 재료로 에메랄드 

초록빛으로 목 주위가 

변조방지 기법으로 처리되었다.

PE, PP 포장재의 소비 동향

1990년도 전세계의 폴리에틸렌 

소비는 3천만톤이었으며 2000년에는 

연 4%의 성장율로 4천 5 백만톤이 

소비될 전망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Saudi Basic Industries의 회장인 

Abdullah S. Nojaidi씨는 말하였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의 

폴리에틸렌 시장은 불투명한 

전세계의 경제사정과 소비자들의 

환경보존과 관련한 폐기물 절감 압력 

등으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덧붙여 PE 생산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이익이 최고도에 

달했던 1986년도에 제조설비를 

확장하였으나 그후 PE 소비가 늘지 

않게 됨으로써 동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의 

PE와 PP 포장재의 '90년도 1 인당 

평균소비는 45 Zb 였으며 일본과 

유럽은 30/b로 1 인당 국민소득의 

차이에 따라 포장재의 소비량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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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 관련 정보 자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자료실 신착도서 및 자료

JOURNAL OF PACKAGING 
TE 애 NOLOGY('91・1/2) 
발행처: Technical Pub Inc.

• 마이크로웨이브 식품포장과 접착제

—스코틀랜드 Business사가 마이크로 

웨이브 식품포장에 관하여 최근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93년도 

미국의 마이크로웨이브 식품시장이 

약 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1988년도에 이미 50억달러 수준을 

넘었으며 1991년도에는소비자들이 

이중오븐포장(Dual Ovenable 
Packaging)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신자나 직장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증가되고 있는 미국같은 사회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마이크로웨이브 

식품류의 요구증가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개발분야가 포장이다. 따라서 종이,

필름, 판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로 

제조된 카톤, 백, 파우치로 포장된 

마이크로웨이브용 식품은 새로운 

포장용 접착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Hot Melt와 Waterborne 접착방법이 

마이크로刮이브 식품용 포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용 식품의 증가와 

경제적인 포장재료 개발에 따라 

포장守卜에서 접착제가 과거와 같은 

마무리 단계가 아닌 포장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Hot Melt와 Waterborne 접착방식은 

마이크로웨이브 포장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회용 식품의 소비증가는 이미 

용액 Hot Melt 접착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 

Hot Melt와 Waterborne 접착의 주요 

공급업체로서는 National Starch사와 

Chemical 사가 있다.

현재 마이크로웨이브 포장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표준규정은 없다. 

신뢰할만한 접착제 공급업체들은 FDA 
로부터의 관련된 규제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FDA에서는 포장재료, 

접착재료, 접착제의 수행가능온도 등과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포장용 접착제 

관련사항들의 데이터를 수집중에 있다.

AUSTRA니AN PACKAGING('아1・ 2) 
발행처 : Business International Pty. Ltd. 

•플라스틱 재료 분리를 위한 X-Ray 검출 

—미국 동부의 Rutgers 대학의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센터 (CPRR, The 

Center for Plastics Recycling 
Research)는 X・Ray를 통해 서로 다른 

재료들로 구성된 다층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PVC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플라스틱 재료의 재활용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는 HDPE나 

PET, PV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VC, HDPE, PET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서 이것들은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리 가공되어야 한다. 

HDPE는 식별하기가 쉽지만 PET나 

PVC는 식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재생과정 동안 다량의 PET 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PVC는 PET의 

재생을 방해할 것이며, PET 속의 

PVC는 염화수소산 발생에 의해 

몰딩기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CPRR의 연구진은 각기 다른 염소를 

함유하는 폴리머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X-Ray 
검출기술은 PET 용기 바깥면의 PVC 
라벨을 분리할 수 있다.

FOOD & DRUG PACKAGING(9・ 2) 
발행처 : Edge" Communication Inc.

• 코카, 펩시콜라가 새로 선보인 재활용 PET 

용기

— 미국 식품의약국(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재활용 수지로 

제조된 플라스틱 식품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회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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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아틀란타시에 있는 코카콜라사와 

뉴욕시에 있는 펩시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자사 제품에 재활용 

수지로 만든 용기 사용을 시도하였다. 

이 회사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GPI)가 USA 
Today지에 “Plastic Recycling Is In 
The Dumps”라는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의 광고를 게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라 제조회사들의 재활용은 용량 

2리터짜리 PET 용기로 시도되었는데 

용기 제조회사로는 펩시사가 Good 
Year 사를, 코카콜라사가 Hoechst 
Cleaned 파트너로 두고 있다. 

펩시사는 이 포장용기의 주요 시장이 

미국 동북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코카콜라사는 

시장지역의 공개를 거절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재생비가 원재료를 

이용한 용기 생산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플라스틱 용기로 인한 

환경유해 요소를 점차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뜻을 지니고 있다.

PACKAGING STRATEGIES('91・ 2) 
발행처: Packaging Strategies Inc. 

。미국의 주요 OPP 필름 생산업체인 

Hercules Mobel, Quantan사 등의 

'90년도 생산통계

。미국의 Courtaulds Film 사와 

Formosa Plastics 사의 OPP 생산 

관련 공압출 기술협력과 

1993년도까지의 필름 소비량 증대에 

대처하여 1억5천만파운드생산 

규모의 새로운 공장 설립

。마이크로 웨이브용 플라스틱 컵이 

시장에 선보인 6년 동안 

PP/EVOH/PP 소비가 '90년도에 

350백만 개에서 '91 년도에는 

405백만 개로 증가 예상

AIP NATIONAL NEWS ('91・ 2)
발행처 : A니stralian Institute of Packaging 

Australia

。'91년 9월 멜번에서 개최예정인

제 2회 호주 국제포장기술총회(2nd

Australian International Packaging 
Conference) 개최 소식

。영국포장협회 (The Institute of 
Packaging)와 공동으로 

'82년도부터 26개 과목으로 

포장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Australian Institute of Packaging

AUSTRA니AN PACKAGING ('91・ 2) 
발행처: Business International Pty. Ltd. 

。호주의 멜번 왕립공과대학(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이 플라스틱 

고무산업협회의 지원을啓卜 

산업교육 관련 연수목적으로 설립한 

국립 폴리 머 기 술센터 (National 
Polymer Technology Center) 소개

。호주의 포장관련 논문경연('90 

Australian Packaging Essay 
Award), “호주의 와인 포장용기 

기술” 등을 주제로 Colin 
Trembath-MAIP 최고상 수상

。세계 포장경연인 '90 World Star 
상을 수상한 APM 사의 수출용 

골판지 벌크와 Smorga Fibre 사의 

트레이팩 등 소개

。의약용품을 위한 최신 라벨링 기술과 

효과

。미국의 뉴욕시에 있는 Rutgers 
대학의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소(The 

Rutgers Plastics Recycling 
Research)/} 개발한 X-Ray 검출을 

통한 플라스틱 필름과 PVC 용기의 

분리 기술

BOXBOARD CONTAINERS(9・ 2) 
발행처: Maclean Hunter Pub.

。미국 Plano TX가 1969년도 개발한 

포장디자인과 팰리타이징 기술을 

위한 CAPE(Computer Assisted 
Packaging Evaluation)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포장설계와 팰리트에 

의한 낭비 공간 제거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Pack Cad Version 5.0과 

Algorithms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5월 개최 

예정으로 세계의 500개 회사가 참가 

예정인 종이 관련 최대 전시회 

PAPRO 91 개최 소식

GOOD PACKAGING MAGAZINE 
C91. 2)
발행처: Verified Audit Circulation 

。미국에서 19이년에 설립되어 의약품 

충진, 컨베이어 기기 등을 생산하는 

Chase Logeman 사의 기술개발부가 

최근에 개발한 다양한 충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

。1952년도부터 미국에서 포장설계와 

식품가공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인 Heat and Contron사의 

포장시스템부 소개

O American Minex사•, 고속 

가공과정의 몰드 디자인과 

Webbing을 경감할 수 있고 

블리스터 열봉함이 가능한 Mirrex 
최신 필름 개발

PACKAGING (9・ 2)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Glass
Packaging Institute)와 Packaging 
Magazines 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개최된 '91 년도 "Clear Choice" 
경연에서 식품과 음료 포장용 

유리용기 참가품목 98개 중 

포장디자인, 라벨디자인, 

마이크로웨이브포장 , 환경보호포장 

등 주제 분야별 수상작 力 N 
。미국에서 갤럽 여론조사된 유리, 

플라스틱 , 알루미늄 용기 등 고형 

폐기물의 '90년도 재활용 비율 및 

가격 현황

。마이크로웨이브용 식품의 

포장디자인과 내용물의 맛 보호, 

재료 및 기술

OPP, 연신 PP, PVC, PET, PS 등 

5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와 

자(Jar)의 물적특성과 재활용성 

。-4TF에서 260°F의 온도에서 

견디는 열성형 PP(PP940), 
마이크로웨이브 포장용으로 사용

FOOD & DRUG PACKAGING 
C91. 2)
발행처: Edgell Communications Inc 

。코카콜라와 펩시사가 새로이 선보인

재활용 PET 용기와 라벨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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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생품, 농산물, 화학재 등 

미국의 1991년 구매예산 예측

。Van Leer 포장시스템사가 증착 

PET를 이용하여 Straw를 첨가한 

음료 포장용 파우치의 디자인과 

고속 FFS(Form-Fill Seal) 제조 

기술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The Glass 
Packaging Institute), 플라스틱 

산업협회 (The 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 종이협회 (The 
American Paper Institute)?} 
추천하여 새롭게 사용되는 품목별 

재활용 심볼

PACKAGING NEWS (9・ 2)
발행처: Ma이ean Hunter Pub.

。영국의 Dumpa Packaging사가 

변조방지, 어린이 유해방지, 

의약용품 포장용으로 개발한 이중 

뚜껑 포장용기

oPS와 판지 재료를 이용하여 

변조방지 기능을 첨가해서 지난 

1 월부터 이탈리아 시장에 선보인 

Bertona와 Itagel 아이스크림 포장 

。종전에 유리용기에 포장되던 젤리와 

칵테일 소스를 Reed 플라스틱사가 

개발한 PET/Nylon/PET 구조의 

다층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하여 

안전성과 기능의 편리성, 변조방지 

기능을 첨가

。Correx 플라스틱사의 3 mm/550 g 
골플라스틱 상자의 의약품용 무균 

포장기술

。일본의 Kansai 사의 농산물 포장에 

이용할 수 있고 생분해가 가능한 

Polysaccharides 플라스틱 재료 개발

。일본의 Mitsubishi사, 기존 

플라스틱 구조보다 습도투과 

5-10배, 산소투과 15-20배가 

적은 고차단 용기 개발

oDRG 플라스틱사의 고광택 

크리스탈층과 PS공압출로 제조된 

4〜8온스 크기의 트레이 용기

。국제포장기구(World Packaging 
Organization)가 개최했던 '90 
World Star•경연에서 수상한 영국의 

포장제품

。영국의 플라스틱협회 (British Plastics

Federation)가 영국과 유럽지역의 

재활용을 주제로 개최한 

Interplas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문제를 다룬 European Vinyl 
사 제품과 Ge Plastics 사의 Heinz 
마요네즈 포장용기의 특징

。플라스틱 용기와 카톤, 캔 등과 함께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유포장용 유리용기

PACKAGING DIGEST ('91・ 2)
발행처: Delta Publication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소홉수제 FRESH PAX, 
의약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습기 

홉수제 DRICAPT
。코카콜라사와 펩시사의 재활용 PET 
용기 사용과 마케팅 전략

。미국의 Brass Crafts 사의 수도 

배관용품 포장을 위한 발포 PS 
트레이와 골판지 포장박스

。'90년도 Amerista 포장경연에 

참가한 135 품목 중 52개 

수상작들의 포장디자인과 기능

。'92년도 유럽통합시장과 관련하여 

미국 포장산업 관련업자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포장표준시도

PACKPIA (9・ 2)
발행처: (株) 日報

。식품포장의 형태 - 재료의 변화와 

위생문제

。해외의 최신 플라스틱 필름의 사용과 

전자레인지 가열용 포장의 종류, 

미국의 진공조리 식품의 경향

。식품포장실무:디자인 작업과 협력

WPO NEWS C91. 3)
발행처: WPO

•최신 포장재의 물리적 특성 

- 지난 15년 동안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세계의 많은 포장 관련 

제조업자들로부터 각광을 听}왔다. 

이것은 플라스틱의 가벼움과 내파열성, 

1 회용 포장재료로서의 경제성 등이 그 

이유였으나 최근에는 기능성도 

부가되고 있다.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용기는 주로

PE, PVC, PS 였으나 근래에 PP, PET, 
PC 와 같은 수지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지 재료들은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블로우 몰딩, 인젝션 

몰딩, 스트레치 몰딩, 공압출 몰딩, 

열성형 등에 의해 기능성이 

가일층되고 있다.

현재는 생연신 과정이 개발되어 용기에 

더 나은 내구성과 차단효과를 주고 

있다. 수 년 전에 개발된 고차단용 

수지인 PVDC(Polyvinldene 
Chloride)는 열에 민감하여 압출가공이 

어려웠으나 Dow Chemical 사가 

새로이 개발한 열성형 기술로 

PP/PVDC/PP(or PE, PS) 구조의 다층 

시트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PVDC가 6와 H2O 
대한 단 하나의 고차단 수지였으나 

일본에서 개발된 MXD(Modified 

Nylon by Poly Condensation of 
Netaxylene Diamide with Adipic 
Acid)과 미국에서 개발된 Saran 
Ma(PVDC), Selar Pa(Modified 
Nylon), Selar OH+(EVOH) 등이 

보급되고 있으며 가스차단 포장용기 

재료는 EVOH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며 Polyvinyl Alcohol 이 

차단성은 더 높지만 단지 필름으로만 

제조되고 있다. EVOH는 가스 

차단성을 파괴하는 습기에 대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만 건조시에는 

본래의 차단 특성을 회복하여 식품의 

향기와 맛을 우수하게 보호할 수 있다. 

MXD6은 EVOH보다 산소투과성이 

약간 높지만, 습기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LAR PA는 EVOH 보다

산소투과성이 많이 높지만 습기가 가스 

차단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지이다. 

SELAR OH+는 EVOH 보다 02 
투과가 더 높으나 습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5% 
습도에서 최고의 02 차단재는 EVOH 
32이며(현재는 EVOH 27이 최고임) 

100% 습도에서는 Saran MA, 그 

다음이 Saran Vinyl이다.

습기에 민감한 EVOH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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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습도에 따른。2 차단재의 성능

E
w
 

.

.s
sro으
 

_
s
• 8

75% 
Relative 
Humidity

100%
Relative 
Humidity

厂O—그。
Saran Saran EVOH EVOH Saran Saran EVOH EVOH 
MA (Vinyl) -44 -32 MA (Vinyl) -44 -32

0.1

0.01

PET(0% RH, 
100% RH)

s
l
p
 •

X
 •
E
s
l
u
 ♦ 

母 u
。 엇

 xo

〈표 2> 231c에서의 수지별 02 차단특성

10
EVOH(E33%) 
100% RH
MXD6 100% RH 

PVDC(0%RH, 
100% RH) 
MXD6 0% RH

EVOH(E33%) 0%RH

20匕 40七 60七

보호하기 위해서는 습기차단 재료인 

pp와 같은 재료를 라미네이트하거나 

습기가 EVOH 층에 도달하기 전에 

습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조층의 배접 

등이 있다.

〈표 2〉는 PET와 비교한 다양한 

수지들의 02 차단성과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차단수지들은 각기 

다르게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고습상태에서 MXD6은 아주 적은 

영향을 받으나, EVOH는 그 

반대이며, PVDC는 온도의 오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표 3〉은 30℃온도의 각기 다른 

습도에서 산소 투과성을 나타낸 

것으로, Nylon은 습도에 영향을 

받으며 , Selar PA 는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02 차단성이 우수해지나 

PVDC는 그 반대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료들의 개발로 

고차단성 용기에 대한 수지의 선택을 

넓히고 있다. 다층시트 재료의 열성형 

가공은 일반 수지 (PE, PP, PS)와 

PVDC, Saran MA, EVO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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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0七, 습도별 수지들의 산소투과성

공압출로 제조된다.

■ 와 con 차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PET 용기에 

PVDC를 코팅 (영국에서 특히 많이 

사용됨)하는 것으로서 영국에서는 

PVDC를 바깥층에 , 일본에서는 

가공비용이 더 비싸나 우수한 

차단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쪽층에 

코팅하는 방법과 02 차단이 PVDC 
보다 높지만 EVOH보다 낮은 

PAN(Polyacrylonitrille) 수지의 압출 

블로우 몰딩 방법 등이 있다.

〈표 4〉는 수지별 6와 HQ의 

투과성을 나타낸 것이다.

02: cm3/mil/100 m2 24 hrs 

/atm/23℃/0% hr 
H2O: grs/mil/100 m2 24 hrs/38 ℃ 
/90%hr

〈표 4> 수지별 02 및 HQ 의 투과성

Resins o2 HzO

EVOH 0.01/ 0.09 1.4/ 3.8

PVDC 0.15 0.22

MXD6 0.10 —

PAN 0.8 6.1

OPA 1.78 10.2

PET 5/10 2/4

PVC 8/5 2/3

PEhd 110 0.5

PC 265 75

PP 450 0.5

PACKAGING C91. 3)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미국의 1회용 식품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료 개선 동향

。플라스틱 라미네이트튜브의 필링과 

실링기계 선별에 영향을 주는 

튜브의 점성, 라인속도, 생산성 등과 

필링과 실링의 기능

。변조 방지 기능을 장착한 재활용 

판지를 이용한 접음상자 포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92년 2월 

개최되는 Packintec '92 소식

TAPPI JOURNAL ('아1・ 3)
발행처: Tappi

。세계 최대의 펄프 • 목재산업 지역인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펄핑 프로세스로 최근에 

크게 증가되고 있는 베네쥬엘라의 

펄프와 종이산업, 산림조성계획

。노르웨이의 Nordenfjelske 
Treforedling사의 펄프와 신문지 

제조산업 -트레이닝, 자동화 

품질관리 一에너지를 크게 필요로 

하는 펄프와 종이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가스터빈 시스템 개발 

연구

。1980년대 이후 가전제품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식품에 대한 요리 

기구로서의 사용 증대와 

PP이HIPS(High Impact 
Polystyrene) 수지의 고수행 

FDA(미국 식품 의약품)에서의 사용 

인정

。블로우 캐스트 공압출 EVOH 의 

프로세스

。參］특성과 관계되는 셀룰로우즈의 

구조

。미국 내쉬빌에서 지난 가을 개최된 

골판지 박스 기술 총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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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1 호〜50호 종 목차

편집실

지난 '83 년「디자인 • 포장j지 

가 디자인 분야와 포장 분야로 

분리되면서「포장기술」이 

창간되었다

70 년대에는「디자인 • 포장」지 

속에서 비교적 제한된 부문의 

포장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발달과 포장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전문적인 포장기술에 대한 

정보 매체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포장 전문 

기술지로 독립하여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83년 5월 4x6배판의 

유가지로 출범한 이후, '84 년 

5월(통권 7호)부터는 5x7 
배판으로 판형을 변경하여 

「개발원」발족과 함께 이번 

호로 5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포장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포장기술」50호가 나오기 

까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총 목차 

를 여기에 소개한다.

제한된 발행 부수로 인해 

원하는 분들에게 모두 책자가 

배포되지 못하는 것을 죄송 

스럽게 생각하며, 더 알차고 좋은 

「포장기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편집자 주〕

필자 제 목

1 호 1983년 5월 30일 발행

김희덕 。발간사

。한국포장산업의 생산

규모와 추이

。선진공업국의 포장

산업실태

좌담회 。우리 나라 포장기술의 

오늘과 내일

。세계 포장 관련 

전시회

。화보로 본 우리 나라 

포장개선의 발자취

。포장이란?

김영호 。미국과 일본의 음료

포장 현황과 장래

이대성 。국제포장기구 활동과 

해외포장계의 동향

。수출품 포장검사 기준

。포장관리사의 동향

。디자인 포장기사 

자격시험제도 및 현황

。⑴ 포장용어 해설

2 호 1983년 7월 30일 발행

박무현 。레토르트 식품의

현황과 전망

최기봉 oL-LDPE의 기술

정보 동향

이대 성 。적정포장설계

。골판지 제조공정에

있어 골심지 및 

접착제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골판지 포장

신현주 。플라스틱 포장재

。미국 포장산업 시장의 

동향

。골판지 상자 제조의

소 Lot화와 그 대책

공재 홍 。감귤 포장개선

필 자 제 목

。⑵ 골판지 용어 해설

3 호 1983년 9월 30일 발행

김지철

장윤호

아오끼 

시게요시

이대 성

신현주

이명 용

특집/포장디자인과

현대문화

川 포장디자인의 

표면처리원칙

② 포장디자인의 

중요성과 그 사례

⑶ 특집 화보 •，83 
일본 포장디자인전 

수상작

困 일본의 전통문화와 

포장디자인

。전자제품 포장설계

。골판지 포장

。플라스틱 포장재

。포장 표준화

。한국공업규격 (KS) 
이란

。식품의 살균과 포장 

oL-LDPE필름 제조에 

있어 기존설비 활용

。업계의 동향

。동양제과공업 (주)을 

찾아서

。포장 관련 해외 정기 

간행물 목록

0 (3) 크라프트 지대 

용어 해설

4 호 1983년 11월 30일 발행

KDPC
포장개발부

남병화

특집/포장산업의 생산 

현황과 전망

。'82 우리 나라 포장 

산업의 생산규모와 

추이

。해외 포장산업의 

실태

。‘82 자유중국 포장

필 자 제 목

김지철

김덕웅

박희주

신현주 

이명용 

KDPC

디자인전 수상작

。마케팅과 포장디자인

。식품과 일용품을 위한 

유연포장

。건조식품새우스动의 

포장재료별 저장수명 

에 관한 연구

。테트라 팩의 어제와 

오늘

。플라스틱 포장재

。포장 표준화

。골판지 포장

。해태제과공업 주을 

찾아서

。가전제품의 완충포장 

설계

。‘83 한국기계전

。⑷ 포장용 나무상자

용어 해설

5 호 1984년 1월 31 일 발행

이 대 성

요한 셀린

J. R.
Newton

C.S.Wong 
요쿠스타

김지철 

김영호

특집/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개발도상국의 포장 

재료 선정

。유통시스템에 있어 

서의 포장의 역할

。미국 증착 포장재의 

동향

。포장과 유통시스템

。포장과 수확 후의 

농산물 처리

。분야별 포장산업의 

문제점 및 전망

。‘83 우수 포장 컨테 

스트 수상작

。포장디자인과 광고

。미 • 일 포장산업계의 

성장제품과 쇠퇴제품 

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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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 목

。해외 포장개선 사례

한종구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에서의 손실되는 

산화방지제 （BHA） 에 

관한 연구

신성호 。국내 방청 포장재의 

물성 연구

。골판지 포장

김 형빈 。나무상자 포장

。롯데제과공업을 

찾아서

。국내 골판지 생산업체 

명단

。（5） 컨테이너 용어

해설

6 호 1984넌 3월 31일 발행

남병화 。중소기업의 포장 문제

점과 대책

오국영 。중소기업의 포장디자

인 문제점과 개선사례

김영호 。한 • 일 포장산업계의

성장제품과 쇠퇴제품 

의분석

김 형빈 。나무상자 포장

안태호 。마케팅에 있어서의

포장개발 전략

김 덕 웅 。식품포장

알라스테어 。식품포장의 원리

힉스

요한 셀린 。수출용가구포장

。남경화학공업 （주）를 

찾아서

。포장 관련 규정 개정 

。국내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上） 

。⑹ 팰리트 용어 해설

7 호 1984 년 5월 31일 발행

특집/포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보트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 

한다.

이종원 • 포장과 물적유통 

과정의 로보트 채택

이 봉진 • 로보트 기술의 

현황과 전망

K. Seko • 포장용 로보트의 

응용과 전개

A. Nakai • 일본 포장용 로보트 

의 과제와 전망

。북한 생필품 전시회

백 영길 。포장과 운송실무

Jack. R 
Giacin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

H.R 。유리의 제조 및 품질

필자 제 목

Person 
Johan
Selin 
김 덕 웅

김 형빈 

김득수

관리

。금속캔 이용에 관한 

기술

。식품의 방수 • 방습 

포장

。나무상자 포장

。골판지 상자 압축강도 

개선

。가공지업체의 현장一 

못데알미늄（주） 편-

。세계의 포장교육기관 

소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편一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下）

8 호 1984년 7월 31일 발행

F. Suzuki

J. Kawai

유汉상 

김제 화

Sture 
Ostlund 
김덕웅

김 형빈

특집/상품의 파손 방지 

를 위한 완충포장의 

이론과 실제

• 완충포장설계

• 발포 폴리스티렌을 

이용한 포장설계방법

• 포장용 발포 폴리 

스티렌의 갈라짐 억제 

기법에 관하여

oABC 재고관리

。일본 포장기기 및 

산업계의 동향

。라이너 및 골심지 

품질관리

。식품의 진공포장 • 

가스충진포장과 

탈산소제 포장

。나무상자 포장 

발포 폴리에티렌을 

이용한 완충포장설계

。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를 찾아서 -삼민화학 

공업（주편-

。지기인쇄업체의 현장 

-삼보인쇄지기공업사 

편 -

。세계의 포장교육기관 

소개 .영국 와트포드 

대학 인쇄 및 포장 

학과 편 -

。국내 포장용 유리용기 

및 제관생산업체 명단

。⑺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 용어（上）

9 호 1984 년 9월 30일 발행

이대 성

특집/제 11 차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 한국 포장 전문인력

필 자 제 목

양성과 미래의 포장 

개발

Edward • 미국의 접음지기

Iciek 개발현황 및 추세

Dr. Rinno- • 21세기 일본의

suke Susul 포장에 관한 전망

마이클 N • 오스트레일리아의

리틀 미래의 포장개발

Dr. Norber : • 무균포장 기술의

Buchner 경향

Tanaka 。식품 및 일용품의

Nobuo 장기보존을 위한 포장

Ohkawa 。최근 일본의 패키지

Saburo
0*84 일본 포장

디자인전 우수작

김영호 。포장설계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김순철 。골판지 편면기 중

핑거레스의 역할

김 덕 웅 。식품의 가열살균 포장

서병 륜 。물적유통 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한 접근 

방법

감제홍 。자동차.부품 포장개선

。포장재 생산업체의

현장-한국특수포장 

편-

。세계의 포장교육기관

소개 -미국 Rutgers 
대학교 포장공학과

편-

。국내 포장기계 제조

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명단

o（8）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 용어 해설（下）

10 호 1984년 11 월 30일 발행

。중소기업 포장개선

사례

공재 홍 。농산물 프리 -패키징

의 연구

가노우 。팔릴 수 있는 패키지

시가루 110
。미국의 제지 포장재

생산현황

Ojimi Yuji 。일본 포장기계 산업의

변천과 방향

김덕웅 。식품의 무균 충진

포장과 무균화 포장

서병 륜 。기업의 물류개선을

위한 조직구성과

물류비 관리의 방안

하영 선 丨。청과물의 포장

필 자 제 목

。식품의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의 현장一 

삼영화학공업주편-

한종구 。토오쿄오-팩 

（TOKYO PACK） 
'84를 다녀와서

。세계의 포장교육가관 

소개 -스위스 인쇄 • 

포장 기술학교（ESIG） 
편 -

。국내 포장재 생산업체 

명단

11 호 1985년 1월 31일 발행

조영래 

김기 태

。한국 포장산업의 실태

신성호 。골판지 인쇄개선 

. 방향대한 고찰 

。포장관리사대회 발표문

김득수 • 마케팅에 있어서의 

포장의 역할

강한구 • 제약포장개선

유过상 • 군수품 포장의 개선

。제 5차 세계 포장경연 

대회 수상작

김영호 。플라스틱 중공성형 

용기의 제반 기술

서병 륜 。일관 팰리트화의 

설계방법

하영선 。청과물의 플라스틱 

필름포장

가노우 。팔릴 수 있는 패키지

히가루 110(D)
하나타니 。수축라벨의 용도와

토루 주세

。코팅전문업체의 현장一 

금호산업 편一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소개⑴

。국제 복합운송 및 

포장 업체 명단

12 호 1985년 3월 31일 발행

좌담회 。변조방지를 위한 포장 

관련대책

김현진 。변조방지를 위한 포장

오국영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선사례

윤영주 폴리에스터 필름의 

특성과 용도

손수경 。포장용기의 재활용 

측면에서 본 포장 

디자인

김명 석 이 회용 유리용기의 

용도와 특성

이 정 자 。소비자가 바라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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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 목

。식품 포장용 신개발 

차단제

。일본에 있어서 멀티

-팩의수요 동향

。유럽에 있어서 PET
용기 시장의 현황 및 

전망

하영선 。과실음료의 포장

가노우 。팔릴 수 있는 패키지

히가루 IIO(DI)
。일본 가전업계의 자원 

절약형 포장

。포장기계 전문생산업처

의 현장-한독자동기

편 一

。중소기업 포장기술 

지도사업에 관하여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소개 (D)
。국내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

13 호 1985년 5월 31일 발행

특집/우리나라 포장 

산업의 현황 및 추이

양유 성 • 합성수지공업 분야

김종일 • 유리공업 분야

서종모 •제지공업 분야

안 헌영 • 골판지 포장공업

김 형빈 •중량물포장공업

분야

윤윤배 。포장인쇄기법

황성 근 。병마개의 제조공정

이명훈 0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중소기업의 포장현황

。포장기계에 사용되는

中］밍 스크류의 이론 

과활용

김태식 。식품의 진공포장기법

하영선 。토마토 가공품의 무균 

충진포장

。해외에 있어서 액체

음료용기의 동향

가노우 。팔릴 수 있는 패키지

히가루 IIO(JV)
오국영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선사례

。가전제품에 대한 자원 

절약^ 포장

。포장재 전문생산업체

의현황-

(주)창흥화성 편

。포장시험실 운영에 

관하여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필자 제 목

소개 (皿)

。국내 골판지 포장체조

기업 명단

14 호 1985년 7월 31일 발행

특집/KORPACK
'85 를 마치고

• KORPACK '85의 

의의 및 성과

• 참가업체별 출품 개황 

특집/포장기술 세미나

A.M. • 최근에 개발된

Souter 블로우필름 

공압출 기법

• 유연포장에 있어서

공압출 필름의 구조

• 고온용 차단성 포장에

사용되는 복합재료

Bruce R. • 식품포장재의

Harte 유해성

함길 도 。바코딩 시스템이란?

강대희 oPKL 콤비블럭 포장 

시스템

。음료용기의 새로운 

동향

。캔용 표면처리 강판의

동향

하영선 。우유의 포장기법

。포장라인에 있어서

로보트 채택과 그 

문제점

가노우 。팔릴 수 있는 패키지

히가루 110(V)
。자원절약형 포장개발 

사례

。포장재 전문생산업체

의 현장-금풍실업

(주) 편 -

조영래 0 1PAeK-IMA 를 

다녀와서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소개 (W)
。국내 제지생산업체

명단 (I)

15 호 1985년 9월 30일 발행

최봉학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I)
최학면 。이축연신 폴리프로

필렌 필름의 특성 및 

용도

박용화 。알루미늄 캔의 제조

공법 및 음료용기로 

서의 전망

。‘84년도 일본 포장

기자재의 생산 • 출하

필 자 제 목

통계

。포장에 있어서 방청제 

의 응용

濱口啓一

하영선 

가노우 

히가루

이명훈

。포장진단 시스템에 

관하여

。치즈 필름의 기술포장

。팔릴 수 있는 패키지 

110(VI)
。일본 가전업계의 자원 

절약형 포장

。의약용 캅셀의 수출 

포장 개선사례

。유연포장재 전문생산 

업체의 현장-(주) 

서통 편 -

。세계 포장관련기구 

소개 (V)
。국내 제지생산업체 

명단 (II)

16 호 1985년 11 월 30일 발행

조영래 

최봉학

최동욱 

장형순

하영선

Allan L.
Griff

田中解雄

가노우 

히가루

。한국포장산업의 실태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 (U)
。진공증착 필름과 포장

。식품 • 약품포장에서 

알루미늄박의 역할

。‘85 세계 포장경연 

대회 수상작

。‘85 일본 포장디자 

인전 수상작

。액체 조미료의 품질 

보존을 위한 포장기술

。음료용 차단성 플라 

스틱 캔의 개발동향과 

전망

。포장재료로 본 일본의 

의약품 포장

。팔릴 수 있는 패키지 

110(%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소개세【)

。국내 포장기계제조 

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명단

17 호 1986년 1월 31일 발행

Dr.B. Vo- 
ckelmann 
W. Jay 
Elms
Mr. A.M. 
Soutar

Yo Kusudz

특집/제 12차 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 장기 보존용 우유

포장

• 특수 수지의 고유 

물성

• 차단성이 우수한 

유연포장

• 일본의 최근 포장

필자 제 목

Mr.P.
Golsby -

개발 동향

• 호주의 최근 포장 

개발 동향

Smith
Mr. Pierre.
J. Louis

C-A Bjo- 
rkengren 
Tohru 
Takahashi 
박무현

김 학면 

水挽義男

하영선

가노우 

히가루

•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포장기술의 

적용

• 식품의 유통경비절감 

을 위한 포장개발

• 가스 고차단재 EVAL

。식품 음료 용기의 

발전방향과 위생기준

。셀로판의 현재와 미래

。판매시점 정보관리의 

개론

。레토르토 식품용 포장 

재료

。냉동 새우의 수출포장 

지침서

。팔릴 수 있는 패키지 

110(權)

。지기의 형태와 구조

。분말류 제품의 포장 

개선사례

。포장재 전문생산업체의 

현장-우성산업사 편 -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소개 (喲

。포장용어 해설

。항공화물운송 및 포장 

업체 명단

18 호 1986년 3월 31일 발행

최봉학

신재 성

하영 선

카렌 버글리

김 형빈

이동일

。1985년도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 조사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

。우리 나라 포장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업무

。레토르트 식물의 품질 

보존을 위한 포장기술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

。중량물포장실무(I) 
지기의 형태와 구조(H) 
수출용자동차의

겉포장 개선

。제과류 포장 개선사례 

국내 포장재 생산업체 

명단

19 호 1986년 5월 31일 발행

。지금은 수출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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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제 목

산업디자인과 포장 

개발에 정진할 때

최봉학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 (VI)
박동명 。기체 차단성과 PVDC

도포필름 관하여

하영선 。스낵 맟 과자류의

품질보존을 위한 포장 

기술

박무현 。포장식품의 품질 

열화와 그 원인

。접착제의 종류와 용도

오사무 。1988년까지 본 일본의

이 사다 성장 포장재

。유럽에 있어서 식품

포장용 증착필름

케 이 트 。미국에서 각광받고

버트란트 있는 6가지의 식품

포장

김 형빈 。중량물포장실무(II)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유통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지기의 형태와

구조(口)

。주방용 동제품의 수출

포장 개선

선경화학주) 。유연포장재 전문생산

업체의 현장

스웨덴포장 。세계의 포장관련기구

협회 소개 (VI)
。포장용어 해설

。국내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

20 호 1986년 7월 3】 일 발행

특집/제 13차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 아시아지역 수공예품

포장현황 및 개선방향

이 가라시 • 과일 및 야채류의 

신선도 유지에 관하여

Shar • 농산물의 포장과 

유통

Zhang • 배(梨)의 수출포장

.Junglin
최봉학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 (V)
민병 순 。골판지의 코팅기술

천동선 。차단성 포장재의 선정

기법

필 자 제 목

하영선

김 형빈

남병화

。골판지상자 포장의 

시험방법과 규격

。육류의 품질보전을 

위한 포장기술

。에멀죤형 접착제의 

특성과 용도에 관하여

。미국의 식품포장 용기 

에 대한 기 세기 전망

。중량물포장실무 (M)
。유통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D)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지기의 형태와 구조

。시험기 전문생산업체 

의 현장一대영정밀 

편-

。유럽 포장관련 전시회 

를다녀와서

。포장용어 해설

。국내 제지업체 명단

21 호 1986 년 9월 31일 발행

조영래

김 일

世古淸

하영선

Monica
Kass 

三浦利招

石原豊

김 형빈

。‘89년도 일본 우수 

포장 콘테스트 입상 

작품

。레토르트 파우치의 

국내 소비현황 및 

전망

。사출 블로우 성형의 

기술적 고찰

0백-인-박스의 

역사적 고찰과 전망

。플라스틱 필름의 시험 

방법

。포장물 내부의 공기량 

측정방법

。포장라인의 무인화 

동향

。냉동식품의 유통관리 

및 포장설계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

。일본에 있어서 음료 

캔의 주요동향과 과제

。후렉시블 디스크 드라 

이브의 포장개선 사례

。중량물포장실무 (M)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W)
。지기의 형태와 

구조 V)
。포장기계 전문 제조 

업체의 현장一신진

필 자 제 목

자동기 편 -

。포장용어 해설

。국내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 명단

22 호 1986년 11 월 30일 발행

*85 한국의 포장산업

현황

최대광 。골판지용 후렉소

인쇄기술

최봉학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 (W)
。플라스틱 레토르트 

용기의 시험방법

。디자이너와 마아케팅

담당자를 위한 소비자 

포장의 연구지침

하영선 。냉동식품의 품질보존을 

위한 포장기술

。형태와 크기에 따른

골판지 상자의 압축 

강도

Monica 。‘86년 미국의 우수

포장 Kass
木村年治 。최근 완충포장의 

기술적 고찰

。해외의 무균화충전

포장의 돗향
그- d— 。o

。지기의 형태와구조

김 형빈 。중량물포장실무V)
。유통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N)
。포장용어 해설

。국내 포장기계 제조

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명단

23 호 1987년 1월 31일 발행

특집/수공예품수출 

포장개선 연구

한종구 •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공예품 수출 포장 

현황

Arthur • 미국으로 수출되는

Hackham 수공예품의 포장 실태 

조사

Allen • 유럽지역으로 수출

Johnes 되는 수공예품의 포장 

실태조사

공재 홍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 조사

최봉학 。물적유통 시스템의

발전방향(硼)

필 자 제 목

하영선

John 
Newton 
山添修志

。어패류의 포장

。포장재료 코팅방법

。복합필름용 특수 

올레핀계 수지에 

관하여

。지기의 형태와 

구조매)

。판매시점의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유통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V)
。포장용어 해설

。포장기계 전문 제조 

업체의 현장一양성 

기계 편 一

。항공화물 운송 및 

포장업체 명단

24 호 1987 년 3월 31일 발행

한종구

이상용

하영 선

Mary A.
Amini

長田達明

Dennis
Brownbill 

三律義秉

。수공예품수출 

포장개선 연구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 

개최에 즈음하여

。물적유통비용의 구조 

및분석

。수산 가공식품의 플라 

스틱 필름 포장

。봉함재의 투과 臭누출 

에 대한 고찰

。건조식품의 방습포장 

기법

。제 7차 세계 포장경연 

대회 수상작

。최신 단열형 골판지의 

성능에 대하여

。음료포장용 PET 
용기의 개발 동향

。‘87 해외식품포장전망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도성 포장재

。선풍기의 포장개선 

사례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W)
。지기의 형태와 

구조 (W)
。포장용어 해설

。국내 포장재 생산업체

명단

25 호 1987년 5월 31일 발행

박선영 。포장 디자인 개발 과정 

。제22 회 산업디자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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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제 목

포장디자인 작품 

수상작

五十嵐 。골판지 상자의 국제

清— 토이 予 匸(T)舌 긛 H— ｛丄丿

하영선 。면류의 포장(I)
임 광국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의 가열 기술

。나일론을 중심으로한

공압출 필름의 동향

조셉 A. 。차단재 공압출의 공정

스텔러 자동화

。기능성 식품포장 용기 

의 개발 동향

。탈산소제 식품의 선도

유지

조지 R. 。열성형 완충 고정재의

스몰록 동향

랠프 。판지의 증착 공정

。이어 맨 

리차드 H. 。골판지 상자 제조

딘 외 공장의 하역 자동화

R•부르스 。포장 공정의 PC
홈그렌 제어 시스템

이상용 。물적 유통 비용의 

구조및분석(II)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에 

관하여 (W)
。포장용어 해설

。국내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

26 호 1987년 7월 31일 발행

A.R. 。무균 포장 시스템에

미첼 외 관하여

石田精一 。무균포장기 2기종 

충격시험의 발달과

。응용

이 정일 。컴포지트 캔의 현황

및 전망

박형우 。플라스틱 필름의 투습

도시험법

하영선 。면류의 포장(B)
볼프람 。철도화물운송의

블래지우스 안정성

五十嵐 。골판지 상자 형식의

淸一 。국제 통일 코드(D)
김천외 。포장 개발 개선 사례

데이비스 。포장라인의 사고 감소

M. 윌리엄스 방안 끼 가지

레이 찰머스 。포장이 제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

帝卜 。다층 용기와 필름의

메켈레 층별 두께 측정 기술

F.K. 。형광표시에의한자동

홉킨스 감지 장치

필자 제 목

R. 헤르난 

데즈 외

。플라스틱 포장재의 

향기 차단성 측정방법

。산미전 입상작품(포장 

디자인 분야)

。컴포지트 캔의 선두주

자 유동기업用을 

찾아

。국내 포장용 합성수지

생산업체 명단

27 호 1987년 9월 30일 발행

특집/제 1회한국우수 

포장대전

김 교만 •심사총평

박병외 외 •제 1회한국우수 

포장대전 수상작

。제 14차 아시아 포장 

대회 발표문

。미 • 일 전문가 초청

포장디자인 세미나

플라스틱공 。플라스틱 식품 용기

업협동조합 자재의 현황과 위생 

안전성

w 게이스 。가스 충전 포장 기법

이정옥 。병원 의약품 포장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박형우 。일회용 도시락 용기

개발

남병화 외 。포장개선사례

。1987 스칸디나비아

우수 포장선 수상작

강상훈 。중소기업 경영 •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 개정

。포장용어 해설

。포장 기자재 수입

대리점 명단

28 호 1987년 11 월 30일 발행

。‘87 농수산물 포장개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스

。포장 신소재에 관한

세미나

윌리엄 EA 。플라스틱 포장의 봉함

北村正産 。감성과 포장디자인

。건조식품의 방습 포장 

설계

。액체 자동충전기의 

제어 시스템

。슬립 시트를 이용한

단위 화물의 하역방법

이주현 。생활자 마케팅 중심의 

엄브렐라 패키지 개발 

。포장 교육과정 설정을

위한 간담회

이상용 。물적 유통 비용의

필자 제 목

구조와 분석

。포장 디자이너에 의한

이미지 상자전

V zL a aJ 71 시。포장뵹어 해설

。포장기자재 수입

대리점

29 호 1988년 1월 31일 발행

이명 훈 。대일 무역 불균형 개선

윤명복 을 위한 포장전략

海本建 외 。일본인의 색채 및

조명감각

팔로 。원료의 배합에 따른

쿠리치 골판지의 특성

데이비드 。판지의 수직 압축강도

W. 보멧 추정방법

。슬립시트를 이용한

。단위화물의 하역방법

남병화 외 。중량물의 포장개선

사례

조진숙 。유아용 조게유의 포장

디자인

이상용 。물적유통 비용의 구조

와분석

30 호 1988 년 3월 31일 발행

김현진 。포장산업의 현황

한종구

。제 23회 산업디자인전

포장디자인 수상작

佑藤正忠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

보존 기술과 포장재

久臺米 。장(醬)류의 품질특성과

木一浴 포장재

。POS 제도의 개요

。월드스타，87 수상작

松田考司 。가전제품의 포장설계

및 필요한 포장재의 

특성

김천• 。일용품의 포장개선

박선영 사례

。'기업의 물류비 절감

대책' 세미나

서광적 。제주관광 토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

。(주)한성프린트팩을 

찾아서

。제지 및 판지업체

31 호 1988년 5월 30일 발행

유준식 외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미래

。골판지상자의 저하

요인

안헌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및 물류전략(I：

필자 제 목

박경회

이명 용

박규원

。공통상품 코드의 체계 

및 기준

。저온 유통시스템

。일본의 새로운포장( I )
。자원 절약을 위한

포장재 회수

。유럽의 최근 포장

동향

。합성세제와 포장 

디자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32 호 1988년 7월 30일 발행

濱口啓一

박형우

木村年治 

松田考

具足島良昭 

안헌영

이명 훈• 

김 응주

。제 2회 한국우수포장 

대전

。농산물의 품질저하 

요소및 선도유지 포장

。식품의 품질수명 측정 

시험

。골판지상지의 설계 

기법

。정적하중에 의한 

골판지 상자의 강도 

저하

。골판지상자의 포장 

검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 및 물류

전략 (U)
。일본의 새로운 

포장(D)
。해외의 신상품 포장

。자동차 부품의 포장 

개선 사례

。합성수지 포장재 제조 

업체⑴

33 호 1988 년 9월 30일 발행

김영민 

서 준 하

浦田好智

坂田功

공재홍 • 

최증락

大澤良名

KDPC
포장개발부

。완충포장

。유리병의 특성 및 

시장현황

。합성수지 (식품포장용) 

산화방지제 토코페롤

。기능지의 종류및 특성

。일본의 새로운

포장 W)
。제 2회 국제포장학술 

회의

。포장 관련 정보

수요 조사

。지기(紙器) 제조

기술(I)
。포장기계⑴

。합성수지 포장재

제조업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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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 목

34 호 1988넌 11 월 30일 발행

Anders 
Linde 외 

기요시 

코즈끼 외 

Robert
F. Testin

KDPC 
포장개발부 

大澤良明

。동경 국제포장심포 

지엄，88
。자동 캡핑기의 토크 

(Torque) 제어

。청과물의 보관수명 

연장을 위한 환경제어 

포장

。일본의 새로운 

포장 N)
。일본포장컨테스트

。포장기계 (U)

。지기(紙器) 제조 

기술(H)
。합성수지 포장재 

제조업체 (皿)

35 호 1989년 1월 31일 발행

공재홍 외

한종구 • 

박성 돈 

大久保

増太郎 외

。해외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 조사

。'88 포장산업 실태조시

。청과물 및 생선의 

신선도 보존을 위한 

포장

。일본의 새로운 

표 기/ V、

KDPC
포장개발부

포장 V)
。포장기계 (口)

。지기(紙器) 제조

기술5)

。포장용기 제조업체(I)

쁘 1989년 3월 30일 발행

이동수 

神田•耕作

Toshio 
Shimojima

大澤良明

KDPC
포장개발부

。미리 보는 Seoul Pack 
，89

。배송센터의 개요

。최신형 코루게이터 및

제상기 (製箱機)의

운영 기술

。'북한의 상품전'안내

oThai Pack '88

。일본의 새로운

포장 VI)
。지기 (紙器) 제조

기술(W)
。포장기계 (N)

37 호 1989 년 5월 31 일 발행

P. Schmit 
외 

대한상공 

회의소

제 16차 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기업의 물류 관리 

실태조사

필 자 제 목

유통과

신동소 。펄프 및 제지의 

개요 I)
김 용진 。최근 육류 포장기술의 

동향

김영호 。차단성 합성수지

。월드스타 '88 수상작

大澤良明 。지기(紙器) 제조 

기술(V)
KDPC

포장개발부

。포장기계 (V)

38 호 1989 년 7월 31일 발행

김자현 외 。공장자동화-포장 

부문을 중심으로

허남수 。국내 제관의 최근 

동향

권상영 。포장 산업용 접착제

신동소 。펄프 및 제지의 

개요 n)
大澤良明 。지기(紙器) 제조 

기술(VD

39 호 1989년 9월 30일 발행

김호선 외 。식품포장산업의 최근 

동향

최근모 외 。포장 표준화를 통한 

유통개선

河野長廣 。유리병의 다기능 코팅

외 시스템

五十嵐 。골판지 상자 전개

元明 치수의 산출방식

KDPC
포장개발부

。화훼류의 포장개선

豊田實외 。완충포장설계(I)
KDPC
포장개발부

。포장기계 (W)

。한국물류관리협의회

설립

40 호 1989년 11 월 30일 발행

고재영 외 。환경과 포장 폐기물

김권수 。바 -코드 시스템

이홍우 。알미늄의 진공증착

박형우외 。포장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기술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I)
。최근의 각종 골판지 

상자의 특징과 그 

용도

KDPC
포장개발부

。포장기계 (珈)

木村年治 。완충포장설계 (口)

이정석 '포장교역사절단'

。미국을 다녀와서

필자 제 목

。인터팩 '90

41 호 1990년 1월 31일 발행

천석조 외 。전자렌지 조리와

포장재

성배 영 。포장육의 생산과유통

황영룡 。자동창고와 운반설비

시스템 (I)
임 숭순 。포장재료로서의

고분자 필름

임호규 。수송포장의 기능과 

그 포장사례

김 덕 웅 。유아용 가공식품의

포장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口)

室積昭二 。완충포장설계 (皿)

42 호 1990 년 3월 31일 발행

윤명복 외 。‘89 대일 무역역조

개선

이명용 외 。포장개발연구보고

KDPC 。‘89 포장산업

정보자료부 실태조사

이명훈 외 。'89 포장기술지도 및

개발

황명룡 。자동창고와 운반설비

시스템 (R)
宮崎皓次 。골판지 포장의

새로운 경향

KDPC
포장개발부

。포장시스템

P.C Hal-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deny 외 상자봉함

。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 (皿)

室積昭二 。완충포장설계

43 호 1990 년 5월 31 일 발행

하진필 외 。국내 포장 4반세기의 

어제와 오늘

。제 25 회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수상작

조병한 외 。골판지 포장

박형우 。플라스틱 필름 포장

김의 품질 변화

Gerald K. 。개발도상국에 있어

Townshem 1 서의 포장

松永敬二 。완충포장설계 (V)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W)

44 호 1990 년 7월 31 일 발행

김용진 외 。진공포장

박수룡 。초저밀도 폴리

에틸렌 (VLDPE)

필자 제 목

구재 삭 oFT-IR의 원리와

웅용 (I)
이 혁 。셀로 OPP 필름의

제조 및 특성

윤중용 。미국에서의 알미늄

박 • 종이 라미네이트 

재료

호기 경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리 및 적용범위

汁本有抖 。일본인 시각에 비친

한국의 포장디자인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김순철 。골판지 제조이론과

응용⑴

髙森秀夫 。완충포장설계 (VI)
외

45 호 1990년 9월 30일 발행

。제 3회 한국우수

포장디자인

차승환 외 。금속용기

。코닥사의 성공적인

카메라 포장

島田哲夫 。패키지 설계용

CAD 시스템

이동렬 。팰리트 스트레치

포장 (D
濱田鐵生 새로운 시대에

외 대응하는 판지 물류에 

대한 제언

。월드스타 '89 수상작

多賀誠 외 。완충포장설계 (W)
김순철 。골판지 제조이론과

웅용 (II)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VI)

46 호 1990년 11월 30일 발행

차승환 외 。환경보존과 포장

폐기물

한종률 。인스턴트 커피의 홉습

특성과 저장수명

H.W. 。비결정성 PET
Blumschei 1 필름에 대한 고찰

Johan 。제 17회 아시아

Selin 외 포장대회⑴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W)
横山正明 。완충포장설계 (權)

외

47 호 1991년 1월 31일 발행

특집/'90 KDPC 포장 

개발 연구결과

이명용 외 • '91 대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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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 목

남병화 외

역조개선

• 전기 • 전자제품의

공재홍 외

적정포장 설계기법

• 포장라인의 자동화

신성호 외 • 골판지 접착제 품질

남병화 외

개선 연구

• '90 농산물 포장

이동렬 외

개선 연구결과 

。팰리트 스트레치

슈브라

포장（D）
。제 17회 아시아

마니언 외 포장대회 （D）
김순철 。골판지 제조이론과

前澤英一

응용 皿）

。완충포장설계 （IX）
외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他）

48 호 1991년 3월 31일 발행

KDPC 。변조방지 포장

출판과

필자 제 목

KDPC
출판과

。미리 보는 SEOUL 
PACK 9

。독일의 폐기물 처리

일본포장 

기술협회 

김순철

상태 -「포장폐기물 

처리규정」을 중심으로 

。미래에 제시될 상품一

환경측면

。일본포장컨테스트 '90
。새로운 용기의 개발 

사례

。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 （以）

。골판지 제조이론과 

응용 N）

49 호 1991년 5월 31일 발행

谷律昇一 

외

김덕웅

。제 26회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수상작 및 

심사총평•제작후기

。물류현황과 

향후 방안

。화학적 변화에 의한

필자 제 목

SKC
식품의 변패

。레이저가 이룩한

필름판매부 무지개빛 제3의 영상

신상품팀 홀로그램

서통기획々 -。화이트 오팩 필름의

동경도

특성 및 용도

。상품의 집합포장

생활문화국 적정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부 

칼 헤인즈 。독일 하이테크 박람회

세이퍼트오 심포지움

일본포장 。포장고정기법의

기술협회 체계화 （X）

50 호 1991년 7월 31일 발행

조진희 외

특집 1/새롭게 출발

하는「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

•「산업디자인포장

김영호 외

개발원」기념사 

및 축사

•「개발원」바란다!

필자 제 목

편집실 •「개발원」의 출범과 

센터 20년간의 

발자취

김연중외 특집 n/탄산소제 

봉입 포장

WPO 。진보된 MAP 시스템 

에 관한 고찰

김기영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Shockwatch
김웅주 。물류 합리화를 위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포장/고형 폐기물에 

관한 미국 법령

。환경보존 및 성자원 

포장사례

일본本州 

제지 （주）

。지기（紙器）의 기초（I）

편집실 。「포장기술」1호〜50호 

총목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관 대관 안내

개발원 전시관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식 시설과 

쾌적한 환경,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여러분들의 

각종 전시회를 불편이나 부족함 없이 정성껏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특징

• 완벽한 전시 시셀냉 ♦난방, 전시대）

•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실 구조

•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주위 환경

•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임대료

1일 평당 1,452원（부가세 포함）

상담처

개발원 총무과 전화 762-9461

자료실 j 중앙흘 1 제6실（75평）

도서 열람실 । （60평） । 제5실（75평）

별관 3충

창고

제4실（45평）

제3실 （45평）

중앙휼
（6（罔）

제2실 （75평）

제1 실（75평）

별관 2층

[ 제启荷평）

별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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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 50호 내용색인一

특집 1/
■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

0기념사 및 축사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조진희）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발족을 축하하며 （G.K. 타운센드）

- 한국 포장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 （스탠리 위크레마레튼）

一업계를 위한「개발원」이 되길 （김선창）

- 우리 고유의 산^디자인 및 포장개발의 활성화를（이세원）

- 디자인 • 포장의 획기적인 연구개발 및 진흥정책을… （한용교）

0「개발원」의 출범과 센터 20년간의 발자취 （KIDP 편집실）

0개발원에 바란다!

- 포장기술 50호 발행과「개발원」의 출범에 즈음하여 （김영호）

-2000년대의 물류 전망과 개발원의 과제 （운문규）

- 국내 골판지 포장산업의 추세 및 개발원의 역할（안헌영）

一개발원에 대한 바램 （김용진）

- 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개발원」및 각계의 역할（차승환）

특집!！/

■ 탈산소제 봉입포장

0탈산소재 봉입포장에 관한 일반적 고찰 （KIDP 편집실）

0국내에서 발매되는 탈산소재,「탈산큐」（김연중）

0탈산소제,「에지레스（Ageless）」（播間良彥）

0탈산소제의 시장동향 및 식품의 변패방지 효과（德岡敬子）

포장71 술 5° 1991. Vol. 9. P14-50

지상강좌/

■ 진보된 MAP 시스템에 관한 고찰

자료협조 : WPO
포장 내부와 외부의 조건 사이에 일어나는 변이를 수정 또는 

조절하여 포장식품의 변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MAP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시스템에 대한 내용.

■ 제품의 손상방지를 위한 SHOCKWATCH의 역할
필자명:김기영

제품의 손상 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Shockwatch”에 대한 소개.

고7971술 50
—“ > 1991. Vol. 9. P51 〜58

지상강좌/

■ 물류 합리화를 위한「수송포장 계열 치수」

필자: 김응주

'90년 말 JIS를 참조하여 개정한 수송포장 계열 치수 （KS A 
1002）에 대한 내용（수송포장 계열 치수의 기초 수치 및 산출기준, 

산출방법 치수의 종류 등）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방법 등을 

다룸

•누 장 71 술 5。 1991. Vol. 9. P64-73

환경 /

■ 포장/고형 폐기물에 관한 미국 법령

미국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고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룸.（관할 

지역별 및 법적 형태별）

牛丄 즈，7 ] 그 5Q 1991. Vol. 9. P74〜78

환경 /

■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형 포장사례

지구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자원 절약이나 재이용에 

관련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고자 기획된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패스트푸드의 포장 • 1 회용 카메라의 재이용 • 선물용 

간이포장에 대한 사례를 소개.

노 장71 술 5。 1991. Vol. 9. P79-81

연재/

■ 지기의 기초（ I ）
필자: 일본本州제지（주）

지기의 개념, 포장산업 및 지기의 동향, 지기설계의 포인트

포장기능, 지기의 기본형태 및 분류 등을 다룸.

지기의 분류는 스트레이트 스타일（슬리브 • 실 앤드 카톤 • 터크 

앤드 카톤 등）과 트레 스타일（콜레서블 카톤 • 포밍 카톤 • 조립 

카톤 등）로대분함.

포 장 71 술 5° 1991. Vol. 9. P82-87

안내/

■ 국내외 포장뉴스

국내외 포장 관련 뉴스 기사. （전시회 • 동향 • 신제품 둥）

■ 국내외 포장 관련 정보 자료

1991년 6, 5월 KIDP 자료실에 신착된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안내 .

■ 「포장기술」1호〜50호 총 목차

포장기술 1호〜50호목차소개.

호프 출 50
—■ 1991. Vol. 9. P88〜102



TRI-WALL 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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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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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써비스의 向上

全世界에 連結되어 있는 Tri-wall inter

national net work-g- 通한 써비스

TRI-WALL(KOREA) Ltd.
트라이-월 (코리아) 주식회사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3서 (대농마포빌딩 309)
tel (02)718-5124, 5125 FAX (02)718-5126

공장: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04-3
TEL (0345)492-4655



해외 포장기술 정보조사단 참가자 모집

-일본•중국•홍콩-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구 : 한국디 자인포장센터）은 포장 관련 전시 （일본국제포장기 자재전, 

중국국제포장전） 관람 및 유수업체 방문을 통한 해외 최신 포장기술 정보 수집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장기술 정보 조사단 참가자를 모집 • 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시명

일본국제포장기자재전 （JAPAN PACK '91）
중국국제포장전（Internationa Soft Packaging Exhibition）

2•파견기 간

9년 10월 10일〜10월 19일 （9박 10일 ）
3•참가경비

1,890,000 원
〔항공표, 숙식비 （1 급 호텔 2인 1 실）, 현지 교통비,

입장료, 보험료, 공항세 일체가 포함된 금액임〕

4•신청 일 마감

1991년 8월 24일까지

〔중국입국수속관계상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5. 신청 및 문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정보자료부 조사과

전화 ： 744〜0226〜7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지 역 시 간 세부일 정

10/10 서울 12:30 서울 출발

（목） 동경 14:30 동경 도착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1 동경 08:00 호텔 조식

（금 09:00 전일 JAPAN PACK 전시회 참관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2 동경 08:00 호텔 조식

㈤ 09:00 전일 JAPAN PACK 전시회 참관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3 동경 08:00 호텔 조식

09:00 명소 관람

14:55 동경 출발

북경 19:15 북경도착

21:00 석식 및 호텔 휴식

10/14 북경 08:00 호텔 조식

（월） 09:00 전일 INTERNATIONAL SOFT
PACKING 전시회 참관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5 북경 08:00 호텔 조식

（화） .09:00 전일 관람자료 수집 및 상권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일 정

시찰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6 북경 06:30 조식후 북경 출발

（수 천진 10:00 천진 도착후 천진시 대외

과기교류 중심주최 환영회 참가

14:00 공장 방문（2개처）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7 천진 08:00 호텔 조식

（목） 19:00 한 • 중 정보교류 간담회

14:00 관련자료 수집 및 상권 시찰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8 천진 07:00 조식후 공항행

（금） 09:25 천진 출발

홍콩 12:40 홍콩도착

14:00 관련자료 수집 및 상권 시찰

19:00 석식후 호텔 휴식

10/19 홍콩 08:00 호텔 조식

（토） 09:00 구룡반도 시 찰후 공항행

12:50 홍콩 출발

서울 17:00 서울 도착후 해산

告입 口内인모 苗加빌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고기능 폴리에스터필름 “스카이롤''은 
포장의 고급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성 국내 최초 개발 최대의 설비로 탁월한 
안전성〔幽공인 （④ 인증획득〕, 

가공적서 작업성을 갖춘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써HI스 신속하고 철저한B/S, A/S로 고객의 
' '科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포징용생산제품 （Skvr 에
종 류 TYPE 두께 （M 특 성 용 도

베 이 스

필 름

SM60 
SP63
SM65 
SP65

12〜23
9〜36
12〜23

치수 안정성.

우수한 작업성

표면 접착성 개선.

의약품포장, 커피포장, 

Retort Po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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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昌&로 우수한 차단성 및 

작업성.

제과포장, 스낵포장, 

면류포장 등.

가공필름

PCF1 135
열봉합성, 우수한 차단성 및 

인쇄적성

（PVDC Coated 제품）.

육기공품포장 등.

PCF2 135
열봉합성, 우수한 차단성 및 

발수성

（PVDD Coated 제품）.

슬라이스치즈 내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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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Z 株式은社 SKC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니 5 S KC 빌딩 

투 TEL: 756-5151, 6161 »FAX ： 752-9088

■“스카이 暑”전국대리점 :서울/태림산업 849-7534, 성문전화학（주） 231-7492, 성신우영 （주） 266-9388, 인화사267-6856 
부산/유창사 244니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