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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환경보존과 포장 폐기물

드높은 하늘 ! 푸른 바다 ! 우거진 숲. 우린 그 속에서 숨쉬고, 섭취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싶다.

그러나 이같은 바램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지난 20〜30년간 산업 근대화를 위해 우리는 쉴새없이 달려 왔다. 오직 잘

살아야 된다는 신념하에 …. 그 성과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5천불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었다.

달려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봄직도 

하다.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산업발달과 함께 포장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제는 포장의 기본 

목적인 상품보호의 차원을 넘어,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장은 상품의 얼굴이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한다. 이 자리를 빌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단지 상품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사람의 얼굴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듯, 포장은 바로 그 기업의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판매신장을 위한 매혹적인 포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두에 

두는 기업정신이 요구된다.

경제성장은 산업공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신문 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해의 심각성과 환경보존에 관한 중요성을 늘 보고 듣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 기업 • 소비자 모두 이에 대한 진중함이 덜한 것 같다.

외국에서는 i) 환경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ii)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그린 마케팅」의 정착화, iii)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등을 통해, 단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좀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듯이, 포장업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포장에 임했으면 한다. 

그러므로「포장은 아름다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혹자가 말했는 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호 특집을「환경보존과 포장 폐기물」로 잡았다.

워즈워드의 시 “Lines”를 보면,，자연은 자연을 사랑한 그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Nature never did betray The heart that loved her)'란 글귀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그 뜻을 한번 새 겨 봄직도 

하다.

드높은 하늘 ! 푸른 바다 ! 우거진 숲. 그 속에서 위안을 받고, 우리들의 2세들이 

자유롭게 뛰놀게 하고 싶다.〔편집자 : 김주미〕



국내의 쓰레기 관리실태와 개선대책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리는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확충•매립지 확보•쓰레기 관리체계의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승 환 환경처폐기물제도과계장

1 •서론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가정 쓰레기의 수집 -운반과 분뇨의 수집 -처리를 

그 대상으로 하는「오물 청소법」이 제정 •공포된 1961년을 

제1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산업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토의 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쓰레기에 

대한 보관•수집 •운반•종말처리 •재생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때를 저〕2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저】3의 분기점은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지역에 건설중인 대단위 위생매립시설의 가동과, 

대구시• 성남시 등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성되고, 처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정유해산업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관리공단의 지역별 거점 처리시설이 

가동되는 1991년으로 잡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처에서 '90.10월에 발표한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기술코자 한다.

2. 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처리실태

가. 생활 쓰레기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을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일반 폐기물이라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분뇨를 제외한 쓰레기 배출량은 1일 78,021톤으로（표 1）, 
1인당으로 환산하면 2.2kg에 해당한다. 이같은 수치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 시장•군수의 관할하에 

쓰레기를 수집 • 처리하는 지역의 인구（3천 508만 3천명 : 

우리 나라 전체 인구 4천 374만 5천명의 80%）를 대상으로

〈표 1〉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 일 (톤) 61,072 67,031 72,897 78,021
연간（천톤） 22, 291 24, 466 26, 607 28,478

※특별 청소지역 내 발생량임.

〈표 2> 89년 각국의 1 인당 쓰레기 배출량

한국 ('89)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2,2 1.3 1.0 0.9 0.9

—분뇨

—쓰레기

폐기물 一
1—축산폐수

r—특■정유해산업폐기물

1 특정산업폐기물|-----폐유

1- 산업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산•폐알카리

-----------------1 厂무기물류 q 일반산업폐기물卜L 유기물류

〈그림 i>「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분류

하여 산출된 것이다.

연도별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8%의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구 증가율이나 산업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1인당 배출량에 있어서도 세계 여러 나라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표 2）

또한 쓰레기의 구성 성분은 연탄재가 39%, 음식물• 채소류가 

25%로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쓰레기 구성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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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일〈표 3> 국내 쓰레기의 조성

계 연탄재
음식류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금 속 

초자류

기 타 

（페비닐）

1986 61,072 27,155 14,013 5,814 2,123 2,416 9,551
(100%) (44.5%) (23.0%) (9.4%) (3.5%) (4.0%) (15.6%)

1987 67,031 29,036 14,420 7,334 2,472 2,690 11,079
1988 72,897 28,994 17,055 7,756 2,476 3,067 13,549
1989 78,021 30,401 19,790 9,565 2,819 3,734 11,712

(100%) (38.9%) (25.4%) (12.3%) (3.6%) (4.8%) (15.0%)

（톤/일）〈표 4> 쓰레기의 연소성분

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86 61,072 20,461 34,060 6,551
(100%) (33.5%) (55.8%) (10.7%)

87 67,037 22,667 36,676 7,688
88 72,897 33,780 36,749 2,368
89 78,021 36,167 38,901 2,953

(100%) (46.4%) (49,8%) (3.8%)

〈표 5> 쓰레기의 처리실태 （톤/일）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1986 57,865 1,433 1,335 420
(94.8%) (2.3%) (2.2%) (0.7%)

1987 63,411 1,508 1,562 550
1988 69,248 1,210 1,759 680
1989 73,294 1,478 2,275 974

(93.9%) (1,9%) (2.9%) (1.3%)

〈표 6〉쓰레기 수집장비 및 인원 현황 （'89년）

구 분
인 원 차 량 손 수 레 중 장 비

(명) 대） (대) (대)

계 35,509 4,458 22,627 339
자 치 단 체 23, 142 2, 115 16, 241 128
대행 업소 11,257 2, 114 6, 024 192
다량배출업소 1, 110 229 362 19

〈표 7>산업 폐기물 발생량 （톤/일）

연 도 1987 1988 1989
비 고 

（증가율）

발생량 40,307 51,230 57,645 년 평균('85- 
'89) 14.7%

배출업 

소 수

6,675 
개소

8,015 9,822

한편 쓰레기의 연소 비율은 46%로,，86년의 34%와 비교할

때 가연성 쓰레기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실태는 94%가 매립에 의존하고, 

3%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소각비율은 2%에 불과하다•（표 5）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은 전국에 601개소가 

있으며 소각시설은 서울 목동 （150톤/일）과 경기도 의정부시 

（50톤/일） 등 두 곳이 있다.

또한 쓰레기를 수집 • 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와 인력은 차량 

4,458대, 손수레 22, 627대, 중장비 339대가 있으며 수집인력은 

35, 509명이다.（표 6）
89년 한 해동안 쓰레기 수집 • 처리에 들어간 예산은 

223,229백만원으로, 쓰레기 1톤 처리비용은 7,839원인데 이는 

이웃 일본의 14만원과 비교할 때 18배나 낮은 수준이다.

나. 산업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산업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첫째, 일정한 장소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므로 처리의 

책임을 부가시키고,

둘째, 처리에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수반하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쓰레기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89년 현재 전국 9800개 산업체에서 하루 21, 000톤의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표 7）. 이러한 산업 폐기물의 

배출량은 해마다 15%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유해산업 폐기물의 증가추세가 높은데, 

이는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산업 폐기물의 처리실태는 배출하는 사업체 자체에서의 

처리가 45%, 산업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55%로 되어 있다. （표 8）

처리의 내용은 재활용이 54%로 가장 높고 매립이 29%인데 

（표 9）,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똑같은 성분의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이용자의 수집이 

쉽고 또한 수집에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가정 쓰레기의 경우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집하여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다. 농어촌 쓰레기

폐기물 관리법상 읍 이상 지역은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집 처리하고 있으나, 

면（面）의 리•동（里•洞）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의 쓰레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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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산업 폐기물의 처리형태（'89년） （톤/일）

구 분 발 생 량
처리형태 위 탁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율

계 57,645 26, 007 31,638 54.9
특정 （소계） 2, 310 503 1,822 78.9
특정 유해 162 6 156 96. 3
폐 유 434 76 358 82. 5
폐 합 성 682 218 464 68. 0
수 지

폐 산 •

폐알 카리

1,032 188 844 81. 8

일반 （소계） 55, 335 25, 519 29,816 53.9
유기물류 15,953 6,017 9,936 62. 3
무기물류 39, 382 19, 502 19,880 50. 5

* 비고 : 총배출업소수는9,822개소임

〈표 9> 산업 폐기물의 처리방법 （'89） （톤/일）

二7二

발생량
처 리 방 법 별

재생이용 소 각 매 립 기 타 보 관

계
57, 645
(100)

31, 064
(53.9)

1, 919 
(3. 3)

16, 976 
(29. 4)

3, 152 
(5. 5)

4, 534 
(7. 9)

특정

소 계
2,310 1, 327 

(57. 4)
652 41 175 115

특정 유해 

폐 유

폐합 성수지 

폐산•폐알카리

162
434
682

1,032

52
156
258
861

86 
203 
349

14

8
6

22
5

3
28

2
142

13
41
51
10

일반

소 계
55, 335 29, 737 

(53. 7)
1, 267 16, 935 2, 977 4,419

유기물 류 

무기물 류

15, 953
39, 382

6, 740
22, 997

1, 253
14

5, 224
11,711

417
2, 560

2, 319
2, 100

〈표 10〉농어촌 쓰레기 발생량과 성분（'89） （단위 : %）

배출량（t 일） 연탄재 채 소 • 

음식물류

폐 지 류 목재 류 금 속 • 

초자 류

플라스틱

기 타

12,733 51.4 33. 5 4. 1 1.4 2. 7 6.9

X I인당 1 일 배출량 : 1.47kg（특별 청소지역 2. 2kg） 
※가구당 1 일 연탄 사용량 : L4개（읍 이상 2.7개） 

※ 가연성 45%, 불연성 55%

수집 외에 주민에게도 일정한 책무가 부여되는데,

i ）쓰레기 처리 수수료（오물 청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ii）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ili）쓰레기 용기의 규격을 제한받고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 야 한다.

'89년도 현재 특별 청소지역에서 제외된 농어촌 인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12,7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특정지역 농어촌 1인당 1일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의 L47Kg을 적용했을 때의 환산치이다.（표 10） 

쓰레기의 구성성분은 연탄재가 51%로 가장 많고, 채소・ 

음식물류가 34%로 나타나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3. 당면한 문제점

가. 쓰레기의 발생량 과다 및 질적 악성화

생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의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폐기물의 증가량이 산업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사항들이 필요로 되고 있다.

나. 매립시설의 부족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 곤란

현재 시•군에 601개소의 매립시설이 있으나, 切년까지

359개소가 폐쇄될 상태에 있고,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또한 

46개소 중 26개소가 91년중에 종료되어 심각한 매립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신규로 매립시설을 확보코자 하여도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매립시설 조성이 부진한 

실정이다.

다. 매립시설의 관리부실

매립시설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방수막을 

설치하고 썩은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을 설치 

하여야 하며,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는 흙으로 

덮어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곤충의 서식 등을 막아야 하나, 

현재 전국의 매립장 중 위생매립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4개소에 불과하며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책임에 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라. 쓰레기 관리구역의 한정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쓰레기를 

관리하는 구역이 읍 이상의 지역과 인구 300인 이상의 

면（面）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농어촌이나 산간 계곡 등의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관리 대책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리로 첫째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원료를 고품위로 

교체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둘째는 재활용을 최대화하여야 하는데, 원형 그대로의 

재이용과 물리•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다른 제품의 생산에 

원료로 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재활용하지 않고 남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폐기물 관리의 기본목표인 생활환경과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i）발생억제와 감량화, ii）재활용의 

증대를 통한 자원화, iii）무해화 및 안전처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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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폐기물 관리의 기본 목표

가.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기반조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종전의 단순 관리 및 처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이용 및 자원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폐기물의 대체 연료화 등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인 바 

폐유. 폐타이어, 유기성 오니 등을 시멘트 공장의 대체연료나 

유기질 비료로 활용토록 하며, 기존의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 유통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자원화를 도모토록 할 것이다.

둘째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폐기물 

관리기금」을 설치 •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폐기물 수집 예치금, 쓰레기 매립시설 사후 관리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 폐기물의 구입 

및 비축, 재생처리 시설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다.

셋째로, 폐기물 재생제품 시장의 육성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인데 정부조달물품 구입시 재생 타이어 같은 재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국내 회수가 용이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규제해 나갈 것이다.

나. 쓰레기 매립지의 확보

당면한 쓰레기 매립지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매립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나갈 

것인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를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둘째, 공유수면에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산업체에 대하여는 자가 매립지를 설치토록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쓰레기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책임 

관리토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유해 산업 

폐기물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 관리할 계획하에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匚卜. 쓰레기 매립시설의 관리 강화

쓰레기를 매립지에 잘못 처리하고 나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2차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입지 

선정시에는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5k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토록

할 것이며, 매립시설 심사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이다.

또한 매립시설의 구조 및 유지 관리기준의 합리화도 도모할 

것인데, 쓰레기가 부패 후 발생하는 오수（汚水）의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인근의 하천이나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한편 매립이 완료된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 

운영자에게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토지의 이용도 제한토록 

할 것이다

라. 쓰레기 관리체계 개편

현재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별 청소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쓰레기 관리구역을 전국토로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도 

시장•군수가 쓰레기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야외에서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규제하여 나갈 것이다.

폐기물의 분류 체계를 현재의 발생원 중심 분류에서 

폐기물의 성상별 기준으로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발생 •수집 • 처리에 따른 기능을 

조정하여 나갈 것인 바, 국민은 쓰레기의 적정보관과 감량화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매립시설의 확보 등 일반 

쓰레기 관리에 대한 책무를 가지며, 국가는 처리가 곤란한 특정 

산업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시설의 확보에 관한 기능을 

부여토록 조정하여 나갈 것이다.

마. 쓰레기 처리 기초시설의 확충

전국을 광역권역별로 나누어 대단위 위생매립시설을 

연차별로 34개소를 건설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미 경기도 

김포지역에 630만평의 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중에 있고 '91 년 

중에는 8개 도시에 대단위 매립시설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

이와 아울러 도시지역에 대규모 소각시설도 설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년중에 부산시와 광주시에 착공할 

계획이며 새로 조성되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도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열을 지역 난방에 이용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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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
“폐기물의 선별회수•소각열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의 감량화 및 유효이용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성자원 •성에너지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바이다”

편집실역

본고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환경처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표한 것임.
〈표 1〉국내와 일본의 산업 폐기물 발생량 비교

구 분 국 내('85) 일 본('80)

연간 발생량 12, 172천톤 292, 312천톤

1 •서론 국민 총생산 837 억불 10, 589억불

폐기물은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경제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생활의 향상 및 다양화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변화한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중위생의 향상 및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또한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장소 확보난, 적정처리가 

곤란한 물품의 출현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첨단기술의 진전 등에 의해, 폐기물을 둘러싼 환경문제는 더욱 

더 복잡화, 다양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취급하는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활기를 띠어 관련된 분야의 사업계획- 

조사•설계.통제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는 수질오염•토양오염•대기오염 

등이 있고, 폐기물의 종류도 다종다양한데, 그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폐기물의 무해화•감량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도 시급히 요청되는데, 

폐기물 처리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는 자원회수•소각열에너지 

이용기술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의 실태 

및 주요 과제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국내의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배출량은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약간 둔화되는듯 했으나, 최근에는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 생활 쓰레기 발생량

인구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약 2.2 kg/일로, 독일의

0・9kg/일, 일본의 1.0kg/일, 미국의 1.3kg/일에 비해 많은 

편인데 이는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 농촌보다 연탄재의 

구성비가 낮고, 그 대신 플라스틱•섬유류•목재류의 구성분이 

높다. 지난 몇 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8%의 증가를 

보였는데, 체계적인 처리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산업 폐기물 발생량

'86년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었으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특정 산업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86년 통계에 의하면, 연간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 양은 

13,528,698톤으로 1일 평균 37,064톤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95.8%가 일반 산업 폐기물이며, 4.2%가 특정 산업 폐기물이다.

이것을 일본 산업 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해 보면〈표 1〉과 

같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보다 공업화가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산업 폐기물량이 

매년 7〜 10%씩 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국내의 폐기물 처리실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가연성인 것에 대해서는 

소각함으로써 감량화•무해화하며, 불연성은 가능한 한 감량화- 

자원화를 실행한 뒤에 매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생활 쓰레기의 처리

생활 쓰레기는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된다.

일반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이들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시킬 수 있다.

또한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보관•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각 및 재활용되는 양도 극히 적은데, 

앞으로 매립지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처리시설 및 재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⑵폐합성수지, 기타의 처리실태

폐합성수지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재활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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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OE）표 2〉주요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에너지 이용 가능량 및 실제 이용량

폐에너지 名
폐기물 

발생량（A）

에너지 이용 

가능량 （B）

(B)/(A) 

(%)

에너지 사용량 

（C）

(B)/(C) 

(%)

폐 유 345, 525 137,605 39-8 4,449 3.2
폐 수 지 700,059 405, 247 57.9 34,850 8. 6
폐 타 이 어 119,825 97,058 81.0 4,776 4.9
폐 지 1,036, 080 645, 506 62. 3 9, 665 1. 5
폐 목 772, 358 595,276 77. 1 203,007 34. 1

계 2,973,847 1, 880, 692 63. 2 256, 747 13.7

위해, 지난 '79년「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을 제정

공포하고, '80년에「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폐합성수지의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합성수지의 수집과 처리에 드는 비용은 합성수지 제조업자 

및 수지•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페 합성수지의 수집처리와 함께, 

'87년부터는 농촌의 농약 빈 병•고철•폐지 등도 매입 수집

처리하고 있다.

'87년의 경우, 전국 폐수지 발생량이 438,000톤인데 반해, 

매입실적은 31, 237톤에 불과했고, 그밖의 고철•폐지의 

매 입량도 전체 발생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재자원화율이 

낮은 편이다.

⑶산업 폐기물의 처리 실태

전국에서 매 일 발생되는 37,065톤（'87년）의 산업 폐기물 중 

80, 7%인 29, 919톤이 배출 사업자가 자체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7,146톤은 위탁처리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은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그나마 처리비용이 

비싼 것은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얼마큼 처리가 잘 

되느냐도 문제이다. 앞으로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산업 

폐기물의 양적증가 및 질적변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대책이 요망된다.

⑷폐기물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전망

'87년 산업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폐유•폐수지•폐타이어・ 

폐지•폐목） 5종의 발생량과 에너지 이용 가능량, 실제 이용량은 

〈표 2〉와 같은데, 폐기물의 에너지 이용이 실제 이용 가능량의 

13.7%에 불과해, 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4. 일본의 폐기물 처리

⑴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

일본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 

및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도시 미화를 위한 깨끗한 공간 （하천도랑 등） 마련 :

일반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좋은 도시 

경관의 창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화조 처리수•배설물 

처리시설의 방류수 등을 이용하여 하천•도랑 등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노력.
• 쓰레기 집적소의 정비 :

도시경관 등의 조화를 감안하면서, 쓰레기 산란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집적된 쓰레기의 비산방지 등이 충분히 배려된 

쓰레기 집적소의 정비.

• 공중변소의 정비 :

도시경관이나 역사•문화유산의 경관 등을 배려한 청결한 

공중변소의 정비.

• 전동 쓰레기 수집차의 정비 :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해방지나 쾌적한 환경의 형성 등에 

도움이 되는 전동 쓰레기 수집차의 정비.

• 기타:

지역의 실정에 따라 Clean Town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는 

시설 등의 정비.

⑵추진중인 처리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의 운반•처리 :

현재, 폐기물의 수집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은 폐기물 

처리경비의 6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i）소각장 및 최종 처리장이 수집지로부터 먼 곳에 

위치해 있고, ii）교통사정의 악화에 따라, 수집수송 효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집운반의 과정에서 압축 등의 중간처리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소형화하여, 대형 차량으로 대량 또는 

장거리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수집운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쓰레기의 중계•중간처리에 필요한 수납•공급•압축・ 

주입.반출설비 및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설비 구성을 

마련하고 있다.

• Clean Town 사업 :

정화조 처리수 등을 이용한 깨끗한 하천 만들기, 쓰레기 

집적소 및 쾌적한 공중변소의 정비 등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Clean Town 사업에 대한 

보조를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Clean Town 사업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lean Town 사업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a. 오아시스형

주택지를 대상으로, 일반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 공중변소의 설치 등을 실시.

b. 리조트형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깨끗한 하천 만들기, 쓰레기 

집적소 및 공중변소 설치 등의 각종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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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반형

시가지 재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 

하기 위하여 쓰레기 집적소, 공중변소 등을 설치.

5. 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및 과제

⑴적정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생활양식의 다양화,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도 다종다양하여 적정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i）제거 및 무해화가 곤란한 유해 물질, 환경오염 물질 또는 

그 원인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등 주로 화학적, 생물학적인 

성상（상태）을 보유한 것.

ii）총 중량이 매우 무겁거나 용적•체적이 너무 커서 압축이나 

파쇄가 매우 곤란한 등 주로 물리적인 성상을 보유한 것.

iii）폭발성을 보유하여, 처리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작업 

종사자의 안전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⑵폐기물의 감량화, 유효이용에 대하여

폐기물 중 유가물의 선별회수•소각여열（焼却余熱）의 활용 

등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유효이용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 최종 처분장의 연명（延命）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자원•성에너지의 관점에서도 

주목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과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자원화 및 유효이용을 위한 

계획이나 각종 개발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해산업 폐기물의 처리방법一

탈수기一매립

집수조 T 중화, 산화 •환원, 응집 —침 전조 T 여과기—방류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1차 소각로—2차 소각로 一열교환기T세정탑— 전기 집진기一►굴뚝

소각시설

고형화시설
매립시설

투입 크레인—투입 호퍼

一스크류 컨베어一*혼합기 — 양생실

* 자료 :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 카다로그

HDPE, 검출수 유도관로, 

지하수 감시정 등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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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청소장비一

가로등을 청소하는 모습 방수차를 이용한 도시 거리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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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 丁!!- II II II II II II II

포장재의 특성과 재활용 방안

재활용 측면에서 본 포장재（알루미늄•유리•종이） 의 특성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의 정착화와 함께, 재생이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현금화 및 

각 포장재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기술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알루미늄

1•개 요

알루미늄은 소비자의 요구（기능성•편이성 등）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효율적인 회수 프로그램을 잘 운영만 하면 환경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포장재이다.

지난호 특집인「금속용기」에서 각 나라의 회수 실태（스틸 캔 

및 알루미늄 캔） 및 재활용 방법 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간략히 알루미늄의 특성과 자원화에 관해 언급 

하기로 한다.

2•특 성

소비자가 알루미늄을 선호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0편이성, 손쉬운 개봉, 냉각 용이성

0운반의 안전성（깨지지 않음）

。회수 및 재활용성

또한 제조업자들은 알루미늄의 용이한 성형성, 고속충전, 

경량, 수송비 절감 등의 이점을 살려 포장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회수업자의 경우는 경량 및 안정성（깨지지 않음）으로 인한 

취급의 편리성과, 잘 겹쳐서 쌓아둘 수 있는 보관의 효율성 등 

물류와 관련된 제반적 사항에서 경제성이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알루미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회수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포장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3. 에너지의 보고（寶庫）를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감의 측면에서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원석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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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알루미늄 캔이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과정一

(2)수집처에서 알루미늄을 

선별하여 덩어리화(Ingot)
(4)분쇄•용해•주조 등을 통해

(3)알루미늄 생산업체로 운반 순수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생산 (5)시트 상태로 가공
(1)빈 캔의 수집

약 9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4. 자발적인 회수 시스템

알루미늄의 사용가치는 회수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하루에 수집되는 캔의 양은 200만개 

정도이며, 회수율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70%를 넘는 

곳도 있다. 1년에 알루미늄 캔 수집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1천 

100만불에 달한다.

알루미늄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회수된 알루미늄을 

얼마만큼 현금화할 수 있느냐와,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에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하에서 타재료가 섞이지 않은 

알루미늄을 중량 단위로 회수하여 현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알루미늄 캔의 경우, 캔 표면의 도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료가 섞여 있지 않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분쇄(Crush)가 가능하고 경량이어서 수송비를 줄일 수도 있다.

5. 알루미늄 캔 회수에 어떻게 대중의 호응을 얻는가?

⑴회수센터의 설립

일반 소비자가 모은 캔들을 현금으로 반환해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회수센터에 캔 재생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더욱 

효과적이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⑵회수율 증가를 통해 잡동사니를 자원화

알루미늄 캔의 약 1/3 가량이 집 밖에서 소비되고 버려진다. 

이 가운데 많은 양이 재자원화가 되지 않은 채 잡동사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버려진 모든 

캔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캔의 세척시설 

및 분류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은 물론 캔을 

개봉한 후에도 뚜껑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매달려 있도록 

설계된 알루미늄 캔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캔의 경우는 주부들의 협조만 있다면 

회수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더욱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⑶자원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홍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면 9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석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원의 손실을 막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된다.

⑷회수비용을 최소화

알루미늄 캔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이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또한 2피스 알루미늄 캔과 같은 제조기술을 통해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양을 줄이는 것도 회수비용을 절감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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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1 •개요

유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경제적이고 보편적인 용기로 

인류에게 친숙하게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알루미늄 등 각종 포장재가 개발•보급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간편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타포장재로부터 시장을 점차 잠식당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유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꾀하고 있다.

더욱이 유리는 사용 후 또는 파손시 유리의 원재료로 다시 

사용 가능한 특성이 있어,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포장재이다.

또한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岁。2）는 국내에 풍부하기 때문에, 

원•부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리를 포장재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 이외에 깨지기 쉽고, 중량이 무거운 등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2 특성（표 1 ）

⑴안정성

유리의 구조 특성에서 비롯되는 화학적 안정성 때문에, 

내용물과의 반응없어 내용물의 물성•맛•향기를 그대로 

보존한다.

또한 산•알카리•중금속 등에 의한 내용물의 변질이나 오염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⑵우수한 차광성 및 가스 차단성

차광성•가스 차단성이 뛰어나 이산화탄소의 손실이나 외기 

유입에 의한 내용물 변화가 없어, 타소재 용기에 비해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길다.

⑶투명성

투명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고, 내용물의 고유한 색깔을 충분히 살려 

전시（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⑷폭넓은 적용범위

내용물의 형상이 액체•분말•고점성 등 어떤 것이나 적용이 

가능하고, 밀봉방식에 대한 각 봉함부에서의 적용범위도 넓어 

재봉함 및 개봉 용이형 등을 용기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⑸가공성

용기 형상에 대한 유연성이 뛰어나 내용물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및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⑹생산성 및 상품성

고속충전 및 자동포장 등 생산성이 높아 수요 급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⑺경제성 및 활용성

유리병은 회수사용이 가능하고, 타포장재에 비해 소요 

에너지가 매우 작은 편이다. （표 2）

3• 유리의 제조공정 （그림 1）

⑴원료입고 및 저장

수집처에서 회수된 병（파유리 포함） 및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소다회•석회석（주원료）, 초산소다•망초•중크롬산소다 

（부원료） 등을 입고•저장한다.

긴원료처리

제품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 공급처로부터 

일정수준（화학조성•입도 등） 이상의 원료를 구입하거나, 자체 

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원료를 처리 사용한다.

⑶원료평량 및 조합

원하는 유리조성 및 품질을 만들기 위해 용도 및 색조에 

따라 각 원료의 혼합비를 결정, 정확히 평량•조합하여 잘 

혼합한다.

주원료에는 규사•소다회•석회석•파유리（Cullet）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리의 재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파유리에 대해 

언급한다.

파유리는 유리 제품의 불량품이나 깨어진 조각을 말한다.

이것은 한번 유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용해가 쉽고, 유리화에 

요구되는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료의 초화율이 

커 경제성이 좋다.

그러나 문제는 오염된 유리를 어떻게 깨끗한 상태로 

처리하여 용해하느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자동적으로 여러 

종류（재질.색）의 병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사용하고 

있다.

⑷용해

조합된 원료（Batch）는 용해로에서 용해시켜 성형이 가능한 

온도와 점도상태로 조정한다.

⑸성형

잘 용융된 유리는 온도와 점도가 균질한 상태로 일정량의 

녹은 유리 덩어리（Gob）를 성형기에 넣어 원하는 형태의 제품 

모양으로 성형한다.

과거에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입으로 불어서 

성형했지만, 요즘은 자동 제병기를 이용한다.

⑹서냉

제병기에서 성형된 1차 제품은 300〜600（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으므로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내외면의 온도차로 

유리중에 팽창 （Tension Stress, Compression Stress） 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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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각종용기의물리•화학적특성

二

특성

용기 유리병 캔 플라스틱병 종이용기

대질
유 리 철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PVC 종이

저밀도 고밀도

흡수율 （%） — — — <0.1 <0.1 0.1-0. 5
투습도 

(g/m,/24hr) _____________
— —

0-0.46/ 

25〃

16-22/

0.03mm

5-10/

0.03mm

25-90/

0.03 mm
기체 

투과도

(CC/m«/hr at 24℃) 

t = 0.03mm

CO2
1480-
1700

425-636 212-848

O2 380-470 117-175 117-467

N2 100-133 33・ 5-50.0 66.6-266
연화점 700-740 융점 1530 융점 658 85-95 115-125 60-90

내유도 （hr） — — — 15 이상 40- 50-100
비중 2.5 7.86 2. 70 0.91-0.93 0.93-0.96 1.25-1.4 0.7-1.1
열전도율 

(W/m/k 

at 300k)
1.3 80.3 23・7 0. 22 0.16 0.18

〈표 2〉용기별 전체 에너지 비율

종류
単3 

（500ml, 기준）

사용 1회당 소요 에너지 비율

50 회 20 회
유리병 470 1 1

CAN 71.5 16.4 10.9
종이용기 22 2.9 1.9

PVC 병 37 8.3 5.5

*유리병 20〜50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함

강도가 약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1차 제품의 성형 완료 시점의 온도 근처에서 

상온까지 온도를 서서히 내리기 위해 서냉로를 이용하여 

서냉시킨다.

서냉로의 전후 공정에서 내용물의 기밀성 유지, 제품의 

강도유지 등을 위해 Fire Polishing 처리 및 Hot Coating과 

같은 처리 등을 실시한다.

⑺검사

성형된 제품의 온도가 서냉로를 거쳐 상온 상태가 되면 

작업자 및 자동 검사기에 의해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는다.

검 사항목에 는 용량•중량• 치 수，내 압• 비중• 화학조성 • 색 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⑻가공（인쇄 •소부 FS）

검사가 끝나면 용도에 따라 포장 후 막바로 출하되기도 하나, 

인쇄•소부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게 된다.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유리병의 강도 강화•이미지 

부각 등의 목적으로 병 표면에 Plasti—Shield 또는 Safety— 
Shield라는 라벨을 씌우기도 하고, 무늬를 조각하거나, 표면처리 

등을 통해 우유빛으로 색깔을 내기도 한다.

⑼포장 및 출하

검사 및 가공이 끝난 제품은 포장되어 출하된다.

〈그림 1〉유리용기의제조공정

① ②

| 원료입고저장 —니원 료 처 卜

③

원료평량, 조합 -♦1
④

용 해

（인쇄, 소부, P-S）

최근에는 각종 자동 포장기를 사용하여 성력화•경제성을 

도모하고 있고, 출하시에는 무인차를 이용하여 상하차를 하는 

곳이 많다.

4. 재활용 방안

유리는 깨지지 않는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회수되어 제조업자가 용해한 후 성형하여 새로운 용기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재활용된 유리를 잘 사용하는 예는 영국의 우유병으로, 

영국에서는 수 백만개의 우유병을 매일 아침 배달한 후 빈 

병을 다시 수거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유리병에 포장된 우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대부분이 카톤팩에 포장되어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병과 같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제품은 배달원을 통해 빈 

병을 회수하기가 용이하므로, 이같은 성격을 지닌 것은 유리를 

포장용기로 이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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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

유리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원료는 실리카와 소다석회인데,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산가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유리를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재활용시 톤당 30갤론의 기름이 

절약된다고 한다.

유리의 이같은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망된다.

⑴홍보활동

유리병이 갖는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타소재 

용기의 시장침투를 방지하고,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방안에는 i ）각종 전시회 개최 및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유리용기에 대한 인식제고, ii）소비자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앙케이트 조사, iii）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 2회수 시스템 확립

유리병에 대한 수거는 호텔•스포츠센터•휴게소•유원지와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용이하나, 문제는 가정 등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 가운데 낱병（또는 파병）을 

회수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제병업계가 주축이 

되어 곳곳에 회수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병보증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수집된 유리병을 

전부 현금화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표 3 참조）

⑶기술개발

• 경량화 및 표면처리기술 :

유리가 타포장재와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경량화가 

요구된다.

유리병의 경량화는 회수된 병의 경량화（물류비 절감）란 

즉면에서도 중요하나, 실용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중량을 줄여 가볍고, 두께가 얇은 병을 만들어야 소비자에게 

소구력을 갖게 된다. （그림 2 참조）

유리병의 중량은 주로 용량에 의존하나, NNPB （Narrow 
Neck Press & Blow）나 HAP （High Advanced Process） 와 같은 

제조방법에 의해 경량화가 가능하다.

경량화와 함께 표면처리기술도 중요한데, 표면처리를 통해 

유리병의 표면손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량화를 이룰 수가 있다.

• 생산성 향상:

타포장재에 비하면 덜하나, 유리 역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므로 에너지 단위감소가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위해 파병 투입비 증대를 통한 용융온도의 감소・ 

용해로의 구조개선과 각종 열사용•열회수 시스템 개발•각종 

단열을 통한 열효율 증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국내의 공병 보증금제 실시전과실시후의 유리병 회수율 비교 （단위 :%）

'84 ，85 '86 비 고

맥주류 85.4 88.5 93.0 '85.9월부터 시행

소주류 74.4 71.7 87.9 ，8812월부터 시행

* Packaging Council of Australia Inc 에서

펴낸「The Essential Packagej '90. 7월호 중에서 발췌

〈그림 2〉375 m 2 맥주병의 경량화사례

유리병은 고정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속도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일반적으로 생산속도는 제병기의 

생산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병기의 

대형화 및 제병기의 보다 정밀한 컨트롤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및 활용） 등이 취해진다.

종이류

［개요

한 나라의 종이 사용량은 그 나라의 문화 및 산업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는 종이가 인류문화를 기록•전달하고, 

포장재로의 사용 등 산업발달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원난이 절실한 요즘에는 종이 

원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폐지회수와 그의 재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임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절약이란 

측면에서 폐지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환경보존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2•특성

⑴자연분해가가능

종이는 펄프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합성수지 계보다는 공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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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 덜하다.

그러나 사용되는 전체 포장재 중 40% 이상을 점유하며 （표 4）, 
부피가 크므로 요즘과 같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때 많은 문제가 있다.

⑵타재료와의 복합가공

플라스틱•알루미늄과 같은 타재료와의 복합가공을 통해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좋은 예로 테트라팩과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복합가공 및 종이의 인쇄 등은 재생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⑶재활용성

종이는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에 비하면 

회수시 현금화되는 금액은 적으나, 폐지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제지원료 총 사용중 폐지의 사용비율은 

약 65%를 차지하는데（표 5）,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자원이 부족하므로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수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폐지까지 수 백원을 들여 수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85년의 경우를 보면, 

741,020톤이 수입되었는데, 금액으로는 약 9천 8백 69만 달러에 

달한다.

펄프 및 폐지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폐지 회수율을 높이는 

거라 하겠다. （표 6）

3•고지（古紙）의 처리방법

제지용 자원으로 중요한 것에 고지가 있다. 고지는 종류가 

많은데, 대별하면 신문고지•인쇄고지•포장고지•골판지고지・ 

잡（雜）고지 등으로 나뉘고, 이들을 각각 재생산할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다.

고지처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지-선별-해리 （解離）-정선 （精選）一세 정-탈잉크펄프 

O 고지 一> 해 리 一증자 （ 蒸煮 ） f 정 선T세 정분리 T표백 —세 정 —> 

탈잉크펄프

특히 탈잉크는 기 계적인 방법 외에 화학적인 방법 （알카리에 

의한 비누화•계면 활성제에 의한 분산용해•용제에 의한 

용해제거） 등이 채택되고 있다.

4. 폐지 회수를 높이는 방안

〈표 4> 1987년도 국내 포장 부문별 구성

부 문
구 성

억 원 %
종이 및 판지제품 8,558 45.3
합성수지 제 품 4,904 25.9
금 속 제 품 3,533 18.7
유 리 제 품 1,313 6.9
목 제 품 519 2.8
셀 로 판 69 0.4
합 계 18,897 100.0

표 5> 지류 상산의 폐지 사용률 （단위 %）

'8 이년 '86 년 '87 년 '88 년

63.3 65.7 66.4 66.9

〈표 6> 우리 나라의 펴지 회수율

연 도 '8 이년 '86 년 '87 년 '88 년

수집 량 （M/T） 582 990 1,180 1,421
회수율 （%） 37.8 37.7 40.2 41.2

포장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쇄가 다양해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수 코팅 및 적층지 등의 사용으로 청 결도를 유지하여 

회수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이물질이 혼입돼 있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선별•분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고지를 이용하는 지종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는데, 

국내 폐지의 경우 섬유질이 약하고, 종류별로 선별되지 않아 

주로 저급 지종에만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유지 

및 종류별 분리 시스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정부 및 수집자

국민들의 협조도 부족하나, 수집자들의 영세성과 비전문적인 

경영방식 등으로 인해, 수집체제가 미비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폐지 회수 증대를 위한 회수 업계의 기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예로 폐기물 억제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실시, 

고지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고지 

사용증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기술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및 연구기관의 설립, 고지 회수교육 및 

계몽활동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폐지의 재이용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펄프 및 폐지의 

수입감소를 가져오고, 산림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및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망된다.

⑴관련업계

포장 관계자들은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을 줄이며,

⑶소비자

국민 모두가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주부들이 분리수거에 협조해 준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이를 최대한 아껴쓰는 

생활화의 정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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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재생이용기술 및 문제점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재생이용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폐기되는 양 뿐만 아니라 

서로 분리되거나 함께 가공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폴리머들이 많기 때문이다. ”

프란세스코 파올로 라 만티아（Francesco Paolo La Mantia） PALERMO대학 교수

1. 개요

플라스틱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Recyling）은 최신 기술이고, 

아직 확고한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기술 중의 하나이다.

플라스틱의 재생이용（Rcecyling）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각종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2차 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품을 재생시켜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로서,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서, 거대한 양의 플라스틱 재료를 재생작업을 통해 

얻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2차원료의 생산을 위한 리사이클링 작업만으로는 

폐플라스틱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이 너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분리시키거나 함께 가공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종류의 폴리머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후자의 경우처럼,서로 

다른 폴리머가 재생이용되어 그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물품은 기계적 특성이 나쁘고 적용범위도 넓지 못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폐기된 폴리머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용하거나, 에너지의 생성을 위해 소각시키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폴리에틸렌은 모든 재생이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PE가 가장 발전된 폴리머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분리, 선택, 교정 등을 할 필요 없이 쉽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 농업용 필름）.

2. 재생이용법 분류

재생이용방법은 통상 다음 4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i） 가공용 플라스틱의 생산을 위해 더럽혀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한 1차 재생（재생여: : 생산중 발생하는 

스크랩의 재생이용）

芯）가공용 플라스틱의 생산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2차 재생

iii）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한 3차 재생（단량체들이나 화학적 

합성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로 재생이용하기 위한 것）

M에너지의 생성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는 4차 재생 

본고에서 다음 공정에 이용될 플라스틱을 얻기 위한 

재생이용방법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1차재생이용

1차 재생이용이란 동질의 더렵혀지지 않은 플라스틱 원료, 

즉 생산중 발생하는 스크랩이나, 순수 폴리머에 부가제 를 

이용하여 재생시킨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재생이용과 연관된 주요 기술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거듭된 공정으로 인한 열一기계적 특성의 감소

O재생원료의 오염

가공중 가열 정도와 기계적 힘 및 폴리머의 구조가 열一 

기계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분자의 중량 변화

。산화 화합물이나 불포화 화합물의 형성

특성이 감소하는 것과 특성 감소의 형태는 주위의 공정 

환경 및 폴리머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분자중량이나 화학구조의 변화는 원료특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변환 방법에서는 상당히 유동성 있는 

공정 파라미터와, 알맞은 분자중량을 가진 폴리머를 이용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알맞은 정도의 특성감소가 일어난다. 

공정 파라미터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분자 중량이 클수록 

공정이 거듭되면 될수록 폴리머의 특성은 크게 저하된다.

〈표 1〉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여러 온도에서 압출횟수에 따라 

분자중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고온에서 분자의 중량이 2번만 압출하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저온에서는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원료 

들이 순수 폴리머와 혼합되어 재생이용될 때 그 혼합물의 특성은 

재생 폴리머의 혼합비 및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혼합물의 특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표 2〉와〈표 3〉은 분해성 폴리프로필렌에 혼합되는 순수 

폴리프로필렌의 양에 따라 응력곡선과 신장률의 파괴점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응력의 파괴점은 

균일하게 증가하면서 순수 폴리프로필렌의 파괴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신장률의 파괴점과 혼합물의 성분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에서는 분해성 원료의 특성에 좌우되어 최소점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순수 원료를 혼합시키면 높은 

신장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개의 성분이 혼합되어 

결정구조를 변화시 킴으로써 발생한다.

〈그림 l-a〉는 비슷한 분자중량을 가진 폴리프로필렌끼리 

상호결합하여 생성된 비슷한 크기의 결합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上〉와〈그림 l-c〉는 분해도가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적거나 

산화된 그룹을 지닌 재생 폴리프로필렌이 보다 큰 크기의 

집합체로 결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상호결합이 

약한 이질구조를 형성하여 적절한 신장률의 파괴점을 유도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재생원료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물리적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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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여러 온도(275℃,320℃)에서 압출횟수에 따른폴리카보네이트의 
분자중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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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분해성 PP에 혼합되는

순수 PP양에 따른 응력곡선의 파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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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분해성 PP에 혼합되는

순수 PP양에 따른신장률의 파괴점

10s

50
W, %

53

결론적으로 분해된 폴리머를 사용할 때 순수한 폴리머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려면 극히 제한된 양을 순수 원료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2차 재생이용 •

소비자가 사용한 (포장용 필름이나 농업용 필름) 폐기된 

폴리머를 재생이용하는 것은, 이질 플라스틱 스크랩뿐만 

아니라 동종의 플라스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질의 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1차 재생의 경우에 언급된 것들과 비슷하다. 이는 폴리머가 

소비자용으로 사용되는 동안에 특성이 저하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들 재생 폴리머의 특성은 그것들의 재생가공뿐만 

아니라, 재생 이전에 얼마나 오래 사용되었느냐의 여부에도 

달려 있다. 이질의 플라스틱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이들 

스크랩들(예 : PE,PVC,PET)에 존재하는 다양한 폴리머들의 

상반성(Incompatibility) 때문에 발생되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른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재생원료의 특성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폴리머 혼합물의 특성과 행태(Behaviour)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극히 일부의 폴리머 쌍만이 서로 적합하다는 것은

기
계
적
 
특
성

〈표 4〉서로 다른 폴리머들간의 기계적인 적합성 여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적합성(Compatibility)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양적으로 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비록 완전히 옳지는 않아도 적합성을 성분 대 

특성곡선을 기본으로 하여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특성 

(Property)이란, 기계적 혹은 유동성과 같은 거시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표 4〉는 적합한 혼합물, 부분적으로 적합한 혼합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혼합물의 특성 대 성분 곡선을 각각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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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표 5와 같은 조성을 나타낼 때의 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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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ET/HDPE에 혼합촉진제를 첨가할 

때의 탄성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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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PP/나일론 6의 혼합도에 따른 신장률 파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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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집중도(%)

없는 폴리프로필렌/나일론-6 혼합물의 신장률 파괴점을 높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혼합 촉진제로 인한 물리적 

접착력뿐만 아니라, Maleic Anhydride와 반응시킨 

폴리프로필렌 내의 탄소그룹과 나일론 내의 아민그룹 

(Aminic Group)이 상호 반응하여 두 개의 성분을 더욱 

굳게 고정시키는 화학적 접합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뛰어난 혼합 

촉진제가 있더라도 두 개의 물질 각각의 특성에 비해 혼합물의 

특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성 대 혼합비 곡선에서 

최소값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폴리머 스크랩의 재생이용 장치

있다. 시너직(Synergic) 효 과(이 곡선에서 최고점을 기록)는 

두 개의 성분이 서로 강력하게 상호 작용하는 혼합물에서 

발견되는 반면, 대립(Antagonistic) 효과는 강력한 반발작용을 

하는 혼합물(예 : Apolar 폴리머와 Polar 폴리머)에서만 

발견된다. 대부분의 경우, 비록 더해서 평균을 낸 값만은 

못하지만, 혼합물의 특성은 두 개 성분의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같은 혼합물에 대해서도 모든 특성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표 5〉와〈표 6〉은 LDPE 와 나일론 혼합물의 응력 파괴점은 

단일 중합체들의 중간 정도인 반면, 신장률의 파괴점은 최소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양립하는 물질을 접합시킬 목적으로 

소량의 제3물질을 혼합물에 첨가시킨다. 대부분 고분자 

화합물은 두 개의 단일 중합체가 혼합되어 생성되는 공중합체 

(共重合体)이다. 그래서 공중합체는 서로 혼합되기 어려운 

두 개의 성분 사이에 접착력을 일으키면서 두 개의 성분 사이로 

혼합된다. 이들 혼합 촉진제들을 첨가하여〈표 7〉과〈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효과가 기계적 특성상에 나타난다.

〈표 7〉에서는 스틸렌一에틸렌一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첨가하여 이질(異質)의 PET/PE 혼합물의 특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을 볼 수 있고,〈표 8〉에서는 Maleic 
Anhydride와 반응시킨 폴리프로필렌을 더하여 서로 양립할 수

(1)동종의 플라스틱 폐기물

일반적으로 동종의 폴리머 폐기물을 재생시키는 기계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O 연마(Grinding)
O 세척(Washing)
。압출 및 펠트화(플라스틱의 재생이용에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1차원료)

모든 재생이용 과정이 이들 몇 가지 기본적인 작업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나,이들 모두가 모든 재생이용 과정에 반듯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연마작업이 

재생이용 과정의 전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압출이나 팰트화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열성형용 재료를 얻기 위해 PVC와 PS를 재생이용하는 것을 

첫째 예로 들 수 있고, PET를 재생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척과 

연마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연마 (Grinding)

연마는 칼이나 블레이드(Blade), 혹은 해머를 이용하여 원료를 

변형, 압축시키거나 원료에 전단력(Shear)을 가하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이들 도구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연마할 폴리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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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연마될 폴리머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알맞은 연마도구를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탄성이 

있는 비결정성 폴리머를 연마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경우 저온 연마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원료는 연마용 분쇄기로 분쇄할 때 부서지기 쉽도록 원료의 

유리화 변이온도 (Vitreous Transition Temperature) 보다 저온까지 

냉각시키도록 한다.

⑶세척 (Washing)

산업용 플라스틱 스크랩만이 세척작업 없이 연마가 

가능할만큼 깨끗하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 세척은 원료에 묻어 

있는 모든 외부 물질들 (액체,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작업이다.

세척작업은 일반적으로 조그만 조각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원료를 물통 속에서 움직이면서 물보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이물질들이 밑바닥에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척작업은 

잇따른 각 공정 단계에서도 행할 필요가 있다. 명백한 것은 

이 작업이 물보다 비중이 적은 폴리머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수정을 가하면 물보다는 무겁지만 

폴리머에 묻은 이물질보다는 가벼운 폴리머에도 이용할 수 

있다.

(4)압출과 팰트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히 적은 재생이용 작업들만이 

압출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사실상 압출과정은 많은 요구를 

충족시킨다.

첫째, 융해된 원료를 동질화하여 재생원료의 특성변화를 

감소시킨다.

둘째, 융해된 원료를 스크류의 뒷 부분에서 여과시킴으로써 

원료세척 효과를 낸다.

셋째, 부가물이나 안정제, 충진제 등을 첨가•분산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들 압출기들은 폴리머 덩어리를 녹여 혼합시키고 

제품의 수치적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토출량을 방출시킨다. 사실상 이 단계에서는 최종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팰트화될 스트랜드(Strand)를 생성한다.

압출기는 압출될 조각들이 서로 다른 크기이고 세척용 물의 

잔여량과 가스가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피딩 시스템 

(Forced Feeding System)과 밴팅 디바이스(Venting Device)를 

갖추어야 한다. 이 밴팅 디바이스 때문에 압출기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밴팅 시스템이 강제 피딩 시스템과 

동기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의 여부가 성공적인 압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강제 피딩 시스템의 토출량은 호퍼가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스크류를 부분적으로만 채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토출량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출기가 불규칙하게 동작하게 될 것이다.

밴팅 시스템 때문에 압출기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표 9)
압출기의 두번째 영역 중 앞부분은 상대적 압력이。이어야

祢

펌프 1
PLASTICIZING 
SECTION

펌프 2
DECOMPRESSION 
(VENTING)
SECTION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융해된 폴리머가 밴팅 출구로 빠져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의 스크류는 매우 깊은 

나삿니를 갖고 있다. (비어 있는 부분도 있음)

압력은 두번째 영역의 뒷 부분에서 증가하여 융해된 

폴리머가 여과기와 압출헤드로 보내어진다.

압출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다. 

불안정한 토출 및 융해된 원료가 밴트로 분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압출기의 두 영역은 토출량이 같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압출기들은 본질적으로 융해된 원료들을 

동질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L/D율이 요구된다.

동질의 폴리머 스크랩을 재생이용하기 위한 압출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0팰트의 크기가 서로 다른 폴리머 스크랩들을 동질화시킨다. 

。서로 다른 분자중량을 갖는 폴리머들과 충진제가 첨가된 

폴리머들을 혼합시킨다.

압출기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i) 강제 피딩(Forced Feeding)
ii)밴팅 (Venting)
iii)높은 L/D 율

iv)높은 전단응력 (Shear Stress)
융해된 원료는 일반적으로 두꺼운 스트랜드(Strand)의 

형태로 압출기의 뒷 부분에서 분출되고 다음 공정에서 냉각, 

절단, 팰트화된다.

(5) 압출과정 없는 팰트화

많은 설비들 중에서도 압출기는 재생이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다. 재생이용에 드는 경비는 압출기와 압출기 

작동에 필요한 경비와 맞먹는다. 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압출기를 이용할 필요 없이 연마된 스크랩들을 팰트화할 수 

있는 기계들이 설계, 제작되어 왔다. 이들 기계들은 필름, 

섬유, 혹은 선(先)연마된 가공 스크랩인 건조물들, 그리고 

세척 및 연마처리가 된 재생필름 등을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시스템은 이동이 가능한 “Arms”나 일정한 

토오크(Torque)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료는 마찰열에 의해 융해되어 고밀도로 분출된다. 그러나 

온도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팰트들은 매우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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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E의 재생처리 공정도

1) 플라스틱 찌꺼기

2) 스크랩을 모으는 저장소

3) 제 1 세척단계 

旬 분리기

5) 제2 세척단계

6) 분리기

7) 습도기 一 건조기

8) 세척된 스크랩을 모으는 저장소

9) 공압출기

10) 냉각조

11) 분쇄기

12) 재분쇄 저장소

〈표 12> 재생원료의 성분에 따른 HDPE 
(불순물 포함)의 응력 및 신장률 파괴점

〈표 11>PET 병의 재생이용 설비

되고 원료는 wThermo-Oxydative Surface Degradation”을 

보이게 된다.

열풍 입구를 통해 온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계로서 

팰트화 조건을 보다 좋게 할 수 있다. 이 기계는 원료를 

부드럽게 해주지만 융해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폴리머 

조각들은 분해되지 않고 일정하고 균일한 크기로 팰트에 소결 

(Sinter)될 수 있다.

4. 동종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이용 설비

동종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이용 설비들 중에는 상당히 

강화된 기술(Consolidated Technology)을 가진 것들이 여러 개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폴리프로필렌의 재생이용 설비와 

PET 병들의 재생이용 설비이다.

폴리에틸렌 필름의 각종 재생이용 설비들은 앞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필름의 종류에 

따라 세척단계에서 약간 달라진다. 사실상, 세척작업은 비교적 

깨끗한 포장용 필름, 농업용 Tarpauline (타르칠을 한 방수포), 

먼지나 흙이 묻은 더러운 퇴비 덮개용 필름 등 각 필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표 10〉과 같은 설비는 연마장비, 한 두개 

이상의 세척장비, 한 개 이상의 건조기 및 압출기와 팰트 

가공기로 구성된다. 세척횟수와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재생이용 설비는 두 

개의 긴 압출기를 직렬로 연결해 둔 것도 있다. 이렇게 

배열하면 원료의 질이 보다 나아지고 동질화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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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은 양의 이물질을 지닌 

원료를 얻을 수 있다.

PET 병의 재생이용 설비(표 11)는 폴리에틸렌의 재생이용 

설비와는 상당히 다르다. 왜냐하면 PET 병들을 라벨 페이퍼, 

뚜껑밸브 등의 각종 외부 물질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 이상의 연마 후 생성된 조각들은 접착제나 종이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 세척된다. 세척 후에는 PET와 

PE가 남게 되며, 경우에 따라 알루미늄도 남을 때가 있다. 

연속적인 세척작업으로 폴리에틸렌(물보다 가벼운 원료)을 

분리시킨 다음, 이들을 건조 후 재사용하게 된다. 건조 후 

정전 분리기(Electrostatic) 속에서 PET와 알루미늄을 분리시킨다. 

이 때 PET는 이미 팰트(Pellet) 형태가 되어 재생이용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표 口〉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압출과정이 빠졌는데, 

그래서 PET는 보다 적은 특성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예는 한 개의 재생이용 설비나 하나의 

기술로서는 재생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원료의 특성감소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동작시켜야 한다.

5. 이종의 폴리머 폐기물의 재생이용 설비

이종의 폴리머 폐기물들을 재생이용하기 위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장비로 구성된다.

。연마기 0세척기 。가공기

동종의 폴리머 폐기물의 재생이용 설비와는 달리, 여기서는 

압출과 팰트화 과정이 없는 대신에 가공 작업이 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종의 폴리머 폐기물들을 

재생시켜 얻어진 원료들은 알맞은 기계적 특성을 가지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종 플라스틱의 재생이용 

프로세스에서 기술된 것과 비슷한 가공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제품들은 재생이용 단계에서 직접 

생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응력이 강할 필요가 없는 큰 물품들(릴, 

막대기, 울타리, 테두리 등)이 만들어진다.

연마 및 세척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상당히 흡사하지만, 

가공 단계에선 전혀 다른 기구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가공기구는 폴리머 혼합물을 녹여 뒷 부분에 놓인 금형으로 

보내는 압출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압출 및 성형 가공은 순수 폴리머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사실상, 이종의 폴리머 폐기물의 재생용 

압출기는 폐기물 중에 높은 융점을 갖는 PET 등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강한 전단력으로 폴리머들을 혼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들 중에는 열에 민감한 PVC 같은 폴리머도 

있기 때문에 열로 인한 산화현상을 피하기 위해 융해시간이 

매우 짧아야 한다. 압출기는 또한 매우 적은 L/D율을 갖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스크류를 가져야 한다.

폴리머 폐기물의 재생이용을 위한 압출기의 주요 특징은

i ) 강제 피 딩 (Forced Feeding) ii) 고온 융해 市) 높은 전단력 

iv) 짧은 융해시간 v) 매우 적은 L/D율이다.

6. 재생이용 분야에서의 연구활동

폴리머의 재생이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빈약한 편이어서 

이 분야에 극히 소수의 연구팀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재생원료로는 일정한 균일도를 내기가 힘들고 

시험결과를 재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한층 

어렵게 하고 많은 경비를 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험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고 많은 정보를 폴리머 혼합물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Palermo 대학의 공정 및 원료 연구를 위한 화학공학부에서 

일하는 연구팀은 재생 폴리머들로 구성된 혼합물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 결과 중 어떤 것은 

이미 본고의 시작부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연구되었다.

0순수 폴리프로필렌과 분해성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 

。나일론 6과 광산화된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

。이종 폴리머 스크랩들의 혼합물 PP와 분해성 PP를 혼합하여 

얻어진 결과는 이 혼합물의 특성이 순수 PP의 특성과 비교할 때 

재생 폴리머에서 분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 때문에 다른 결정구조를 두 개의 

폴리프로필렌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 연구는 또한 나일론 6과 광산화된 PE 혼합물의 경우, 

순수 PE 와의 혼합물보다 좋은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것은 광산화된 PE의 탄소그룹과 나일론의 

아민그룹 사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반응에 기인한다.

공중합체(共重合体)는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혼합물을 

적절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리 화학적으로 준비된 공중합체를 

첨가하는 것보다 적합한 혼합촉진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 덕택에 나일론과 PE를 두 개의 적합치 못한 

층 사이에 접합제로 작용하여 완전한 봉함필림을 이룰 수 

있도록 제3의 폴리머를 첨가하지 않고도 공압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재생 폴리머를 이용하여 발전된 

품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폴리머 스크랩들과 순수 폴리머로 구성된 혼합물의 

가공과 특성에 대해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종의 폴리머 

스크랩들은 폴리에틸렌 칼슘카보네이 트와 혼합하여 처리되었다.

〈표 12〉는 10%의 칼슘카보네이트를 포함한 혼합물이 

재생원료의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응력과 신장률의 파괴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본질적으로 

재생원료는 거의 같은 비율의 폴리에틸렌, PVC, PET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폴리머 스크랩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특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원료는 

밴팅디바이스와 하나의 스크류를 갖는 압출기를 이용하여 

헤드의 온도를 250℃에 두어 처리되었다. 폴리에틸렌과 

염화비닐 수지의 분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소량의 산화 

방지제가 첨가되었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는 임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원료들의 특성은 

더 알맞은 압출기의 사용, 작동조건 및 혼합물 구성의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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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포장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실태

국내의 포장 폐기물 현황 및 대책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서의 쓰레기 감량, 선별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포장재질 - 규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차승 환 환경처폐기물제도과계장

1 ・ 재활용 폐자재（廃資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4）

폐기물이란 사용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버리는 것으로 사용자의 처해진 여건에 따라 폐기물로 

변할 수도 있고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

폐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인쇄소의 경우, 다른 종이 

제조업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훌륭한 원자재로 활용되나, 

제지업체가 이를 인수치 않을 경우는, 부득이 폐기물화되어 

땅 속에 매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폐기물과 폐자원의 한계는 불분명하여 폐자재를 

전량 쓰레기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재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1）공병

병포장의 대표적인 제품은 맥주•소주병과 같은 주류 제품과,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주류병의 경우, 1985년부터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었고, 

청량음료병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회수 재활용률이 92%로 매우 높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791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한번 구입한 병의 재사용 횟수는 10회 정도로 나타났다•（표 2）

⑵ 폐지

폐지의 주사용도는 각종 포장용지인 골판지 생산 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 경기의 변동에 따라 폐지 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폐지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89년 현재, 제지업계의 제지생산시 사용하는 원료의 

구성성분은 펄프 30%, 폐지 70%인데 사용폐지의 55%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45%를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표 3）
국내에서 회수되는 폐지의 수집은 국내에서 소비된 종이로서, 

수집률을 환산하면 42. 5%로 세계 여타국과 비교할 때 높은

〈표 1〉주류, 청량음료병의 회수율（'89）

구 분
발생량 

천 톤）

회수 량 

천 톤）

재활용 률 

（%）

회수 액 

（억 원）

계 2, 048 1, 887 92 3, 791
맥주병 979 920 94 1,693
소주병 441 390 88 780
음료수병 628 577 92 1, 318

〈표 2〉주류•청량음료병의 재사용 횟수 （회）

맥 주 병 소 주 병 음료수 병 기 타

14. 3 8. 3 9. 2 3. 2

※ 영국 : 맥주병 13회, 음료수병 9회 미국 : 맥주병 14회, 음료수병 10회
독일 : 음료수병 1。회

〈표 3〉폐지 사용실태

구 부 1987 1988 1989

종이생산량 （A） 3, 163 3,659 4,018
종이소비량 （B） 2, 933 .3,451 3,812

원 합 계 (C) 3, 209(100%) 3, 886(100%) 4, 195(100%)

료 펄 표 1,077(33.4%) 1, 169(30. 1%) 1, 252(30%)
사

폐 

지

소 계 2, 132(66. 6%) 2,717(69. 9%) 2,943(70%)
용 국내 （D） 1, 180(55. 3%) 1,421 (52. 3%) 1,619(55%)
량 수 입 952(44. 7%) 1, 296(47. 7%) 1, 324(45%)
국나 폐지회수량 （D/B） 40. 2% 41. 2% 42. 5%

〈표 4〉폐지 회수실태（'89）
공급량 

（천톤）

회수 량 

（천톤）

재활용률 

（%）

회수 액 

（억원）
비 고

3, 812 1, 619 42. 5 1, 457
국내 고지 평균가격 :

kg당 90원（신문용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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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철

고철의 발생량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각종 철재 

제품의 내구연수가 각각 다르고, 또한 1차 제품에서 2차 

제품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추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강 생산시 고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철 회수율을 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환산할 경우, 우리 나라는 34.2%가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나（표 5）, 미국의 37%보다 낮은데, 이 양은 국내 고철 총 

수요량의 60. 5%를 차지한다. （표 6）

（4）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의 발생량도 고철과 마찬가지로 발생량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품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수명을 

측정하여 한 해에 발생할 양을 예측하는데, 관련 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약 35%가 회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회수 및 재활용의 문제점

（1） 쓰레기 분리수집과 재활용 미흡

가정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고정식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쓰레기 

투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또는 

재활용성으로 분리 •수집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쓰레기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쓰레기 수집장비에 있어서도 손수레 같은 인력에 의존한 

소형, 무동력이 많아 기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소비자들의 소득이 올라 가면서 재생 제품을 기피하고, 

재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이 

중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⑵쓰레기 분류체계의 불합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 중에도 그 성상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가정 쓰레기와 유사한 것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데, 분류체계가 발생원 중심으로 되어 별도의 

매립지를 확보하는 등 분류체계의 불합리로 인해 매립지 

확보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3•대책안

（1） 발생원에서의 쓰레기 감량 및 선별 보관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품의 

포장재질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병•플라스틱•캔 등을

〈표 5〉고철 회수율（'89）
공급량 （천톤） 회수량 （천톤） 재활용률 （%） 회수액 （억원） 비 고

18,305 6, 254 34. 2 4, 690
평균가격 :

75, 000 원

〈표 6〉연도별 고철 사용량 （단위 : 천톤）

구 분 1987 1988 1989

계
8, 904 

(100%)
9, 823 
(100%)

10, 343 
(100%)

국내수거량
4, 943 

(55. 5%)
5, 903 

(60. 1%)

6, 254 

(60. 5%)

수 입
3,961 

(44. 5%)
3, 920 

(39- 9%)

4, 089 

(39- 5%)

〈표 7〉폐플라스틱의 회수율（'89）

발생량 회 수 량
재활용 률 

（%）

회수 금액 

（억원）
비 고

860 301 35. 0 177 kg당 59원

죠 8> 각종 포장용 자재 생산 현황 （톤, 백만원）

품聿j므그•-一

1986 1987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총 계 2,874,777 1, 338, 382 3, 816, 805 1, 889, 797

1•종이및판지제품 1, 428, 957 514,832 2, 157, 578 855, 842

2.셀 로 판 4, 228 9, 468 3, 134 6, 990

3.합성수지제품 485, 383 409, 376 570,383 490, 398
가. PE 제 품 251, 587 193, 174 261,959 219, 321
나. PVC 제 품 26, 461 19, 694 30,769 22, 369

다. PP 제 품 150,431 111, 076 193, 666 129,175

라. PS 제 품 43, 033 41, 398 67,053 64, 260

마. PET 제 품 13, 871 44, 034 16, 936 55, 273
4.금속 제 품 184,923 253,964 258,568 353, 321

5•유 리 용 기 472,279 102,337 511, 547 131, 338

6•목 제 품 299, 007 48, 305 315,959 51, 908

※ 자료 : 포장산업 실태조사, 19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표9〉1 회용품 발생량

제조업체수
공 급 량

'87 년 '86 년
一타 이 어 8 10, 195천개 ('89) 8, 513천개('88)
一농약 빈병 11 60, 834천개(，89) 56, 140천개 ('88)
—자 동 차 5 1, 129천대 ('89) 1, 083천개 ('88)
一축 전 지 15 7, 965천개 4, 641 천개

一건 전 지 3 5. 4억개 4. 3억개

-형광 전구 9 141 억개 48 백만개

一음료•우유팩 5 54 억개 32 억개

—유산균음료병 25 49 억개 —

一알 미 늄 캔 2 5. 4억개(，89) 2. 8억개(88)
一종 이 기 저 귀 9 5 억개 —

— 생 리 대 6 12 억개 —

-종 이 컵 25 127 억개 6 억개

-병 마 개 19 75 억개 72 억개

一가스레 인 지 3 885 천대 1, 801천대

一냉 장 고 3 2, 018천대 2, 540천대

— 선 풍 기 4 1,002천대 2, 378천대

— 세 탁 기 5 745 천대 962 천대

一탈 수 기 12 371 천대 353 천대

一드링크 류 8. 6억개

자료 :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1989. 경제기획원 派 （ ）안에 표시된 것은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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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포장이 많아지면서 각종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다（표 9）.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소비하는 기업체나 소비자는 

사용 후 용기가 폐기물로 변하는 데 대한 수집의 용이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포장재와 1회용 용기의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및 수거가 용이하도록 재질이나 규격을 표준화하며, 회수 

및 처리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료부터 예치토록 하여 

제조•수입업자가 회수시 반환토록 해야 할 것이다（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제）.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므로, 쓰레기 

보관용기와 쓰레기 투입구를 개선하고 각종 시설을 표준화・ 

규격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포장 폐기물 현황 및 과제
''일본의 포장재 회수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는 지역단체의 자주적인 회수 협조와, 기업 및 각종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 운영에 기인하는 것이다”

浜谷資郎 •市古照•白井俊市 （社）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일본유리병협회•（재）고지재생촉진센터

폐플라스틱

1 •머리말

폐플라스틱의 재생활용은 i）재생（단순재생 • 복합재생 ・ 

고형연료 등）, ii）소각열 이용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폐플라스틱인 경우, 재생은 주로 산업 폐기물에, 또 소각열 

이용은 일반 폐기물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소각열 이용은, 칼로리가 높아 열이용도가 큰 편이다.

일본에서는 재생활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현황

（1）생산량과 폐기량

〈표 1〉에 일본의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량을 나타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면, '87년부터 1,000만톤을 넘어, 금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기량도 이와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재생

플라스틱의 재생산업은 플라스틱 산업발전과 함께 생겨나 

성장해 왔다. 현재 주된 플라스틱 재생 가공품 및 용도로서는, 

플라스틱 가공품의 원재료가 되는 팰트의 재생（단순 재생）, 

토목건설 자재 및 주택용 부재 등과 같은 제품 가공에 복합 

재생 고형 상태의 연료로써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가공 혹은 조립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찌꺼기）, 불량품, 유통과정에서 사용된 

포장재로부터 배출된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플라스틱은 오염이 되어 있지 않고, 

이물질의 혼입이 적으며, 수지의 종류도 확실하고 게다가 

배줄량도 일정하여 회수율이 좋기 때문에 재생 이용하기에 

좋다.

（3）소각열 이용

일본의 일반 폐기물 소각률은 70% 이상인데, 소각열은

〈표 1〉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량（단위 : 천톤）

연 도 생산량 폐 기 량 일반 폐기물량 산업 폐기물량

1980 7, 518 3, 258 1, 784 1, 474

1981 7, 038 3, 490 1,974 1, 516

1982 7, 135 3, 538 2, 025 1, 513

1983 7, 812 3,685 2, 148 1, 537
1984 8, 914 3, 988 2, 171 1, 817

1985 9, 232 4, 188 2, 317 1, 871

1986 9, 374 4, 528 2, 502 2, 026

1987 10,032
（주）플라스틱 생산량: 일본 플라스틱공업연맹 

플라스틱 폐기량 :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

〈그림 1〉플라스틱 재생의 흐름

발전 등에 이용되고 있다.

3. 재생

⑴ 단순재생

재생 팰트는 플라스틱을 제조• 가공하는 곳에서 배출하는 것을 

원료로 하고 있다.

재생 팰트 사업 역시 플라스틱 산업과 함께 생겨나 발전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체도 많고, 수량도 수 

십만톤이 된다고 한다.

전 일본합성 수지 원료가공공업 회 가 전체 를 통괄하고, 지 역 마다 

조직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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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재생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재생 가공한다. 

재생 가공 메이커도 10。여개가 되고, 게다가 가공기술의 개량 

및 진전과 함께 제품의 종류도 늘어나 품질과 기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재생 가공품의 대표적인 막대와 판자 등에 대해서는 

JIS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 품목에는 플라스틱 재생 가공품을 쓰도록 하고 

있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금후의 진전이 

기대된다.

플라스틱 재생 가공품에도, 플라스틱 소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살려지고 있다.

제품의 장점은 내구성, 일체성형가능성, 조립•가공•시공 

등이 용이하고, 경량, 착색과 도장이 가능하며, 무기재료의 

혼입과 강화재의 첨가로 플라스틱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생 가공품의 주된 용도는 다음과 같다.

。토목 건설용 자재

。지적 조사용 자재

。농림 수산용 자재

。전력, 통신용 자재

。가스, 수도용 자재

。도로 철도용 자재

。운반 차량용 자재

。포장용 자재

참고로 플라스틱의 재생가공 공정을〈그림 2〉에 도시했다.

재생 가공업의 전국 조직으로서는 일본 플라스틱유효이용 

조합이 있고, 조합원은 32개사이다. 이것은 1976년 6월에 

설립되어 1983년 5월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재생가공품의 보급촉진•업계의 발전•조합원 상호의 제휴

등을 목적으로 통상산업성 및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의 

지원을 얻어 운영되고 있다.

(3)고형연료 등

혼합 플라스틱 상태로 배출되거나, 종이 및 섬유와의 복합 

재생용 원료로 이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이 고형 연료로 

이용된다.

종이와 목재를 후에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량은 

6OOO~7OOOKCal/Kg 이하인 것이 많다.

나, 소각열 이용

전술한 재생이용이 산업 폐기물로서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소각열 이용은 주로 일반 폐기물의 소각과 함께 

발생하는 열량을 발전 등에 이용한다.

발전기를 갖고 있는 일반 폐기물 소각공장은 약 90여개에 

이르는데, 소각능력이 큰 것도 있으나, XX)〜400톤/일 정도인 

곳도 적지 않다.

이같은 열이용은 플라스틱 외에 폐기물에 포함된 종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단위당 열량은 

플라스틱이 가장 높다.

5. (社)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의 활동

이 협회는 19기년 말 설립되어 리사이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 재생가공 강습회

지금까지 실시된 강습회의 테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 료 전처리 용 융 제 품성 형 수 지

플라스틱 가공업

각종 제조업

폐
플
라
스
틱

이
물
분
리
•
선
별

파 

쇄

형물•컨테이너 •매트

판•파이프 등장척품

PVC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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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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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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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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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재

〈그림 2〉플라스틱의재생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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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폐농（廃農） 폴리필름의 이용기술

O농업용 폐플라스틱의 처리현황과 금후의 대응

。단순 재생업의 현황과 금후의 과제

O올레핀계 복합재료와 이용기술

。플라스틱의 특성과 재생가공기술

。재생이용의 현황

。플라스틱 제품개발의 촉진법

（재생가공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재생의 현황과 금후의 과제

。재생가공업의 현황과 금후의 과제

⑵ 전시회

통상산업성과 공동으로「플라스틱 재생 가공품전」을 연 2회, 

각지에서 개최하고, 이외에 관계단체 및 자치제 등이 주체하는 

전시회에 후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

----A 빈 병

=> 병 또는 주류•음료수 등의 제품

ozzznA 파유리

（3） 영화제작

1980년에「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1987년에는「정열, 기술, 품질」이란 제목의 영화도 

제작했다.

（4） 자료작성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및 작성 등도 행하고 있는데, 

1988년에「플라스틱 재생 가공품의 가이드 북」을 펴낸 바 

있다.

（5）기술개발

농업용 폐필름 처리방식의 연구 개발（1977）, 플라스틱 재생 

가공기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1983）, 재생 플라스틱의 

제조용 원료변화에 따른 물성변화의 연구（1984년）, 폐플라스틱 

필름의 이용연구（1986년） 등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

6. 금후의 과제

재생가공 중에서 단순재생은 옛날부터 행해지고 있지만, 

복합재생일 경우 일본은 독자적인 시스템 체계를 확립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폐기량에 비하면, 복합재생은 

연간 io만톤 이하로 아직 저조한 편이다.

회수분리에 관한 기술개발이 더 이루어지면 복합재생량도 

늘어나겠지만, 그 가능성이 얼마큼 될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유리병

〈그림 3〉재사용이 가능한 병의 유통 경로

〈표 2> 일본의 연간 유리병 사용량 （단위 : 천톤）

제 품 량 •출하량 재사용된 병의 양
유리병의

연간 사용량계
재사용이 

가능한 병

1 회용 

병
보유량

사용량 

（X3）
'85 225 50 175 290 870 1, 045
，86 220 50 170 280 840 1, 010

'87 225 55 170 285 840 1, 015

1. 유리병의 리사이클 상황

（1） 재사용이 가능한 병

맥주병 ・L81 병•탄산 음료병•과즙 음료병•우유병 등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본 유리병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회수 및 재사용률은 맥주병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회수경로는 이른바 역유통 경로와, 전국에 회수조직을 갖고 

있는 병판매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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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용병

•파유리의 회수 상황

'87년의 경우, 파유리가 회수되어 유리병 생산의 원료로써 

사용된 것은, 전체 유리병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했다. （표 3） 
회수되는 경로는 i）자치단체에 의한 재자원화 회수, ii）자치회 

등 지역 단체의 자주적 활동에 의한 회수, 市）주류 판매점 등 

소매점에서의 회수 등（그림 4）,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 

회수되어, 처리정제 설비를 갖춘 파유리 제조업자에게 

집약되어 여기서 이물제거 등의 처리를 거친 후 유리병 

제조공장에 보내져 유리병의 원료로써 재자원화 된다.

a,자치단체에 의한 재회수

중소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에 의한 재회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회수되는 파유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방법은 크게 2개로 나뉜다.

• 지역별 분리방법 :

주민에 의해 새 병, 파유리（분류）•그외로 분리되어, 

자치단체가 이것을 회수하여 병수집상, 파유리 판매상에게 

매각한다.

• 자원센터의 분리방법 :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리병 （유가물, 불연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은 자원센터에 수집되어 그곳에서 새 병, 파유리 

（색분류）, 그외의 유가물 등으로 분리된다.

자원센터는 일종의 자치단체로 토지•설비 등을 제공하고, 

분리작업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b. 주류 판매점 등 소매점에서의 회수

판매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점이 넘는 소매점에 파유리의 

회수용기가 놓여져 회수가 행해지고 있다. 이같은 회수는 병 

수집상이 실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유리병 제조업자가 주류 

판매점 등 소매점과 협력하여 수집하기도 한다.

또 지역 규모가 큰 곳에서는 주류 판매점 등 소매점 조합이 

산하 소매점의 지도를 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 단체, 주민 단체가 주민에 

대해 회수 협조에 대한 계몽을 펴고 있는 지역도 있다.

3 자치회 등 지역단체의 자주적 활동에 의한 회수

자치회•생활학교・PTA（사친회）.그외 각종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빈 캔•고지•천（布）•철가루 등과 함께 유리병 

회수를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자치단체가 조직화 및 활동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d, 대량 배출 사업소에서의 회수

호텔•레스토랑•병원•역 등 유리병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소에서도 파유리 수집상 등에 의해 파유리가 회수되고 있다.

e, 빈 병 수집함을 이용한 회수

아파트와 같은 집합 주택용 단지에 빈 병 수집함을 두고 

주민의 협력을 얻어 분류 회수하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사진 1〉일본의 빈 병 수집함에 의한 병의 분류（색깔） 회수

，빈 병, 파유리

==> 병 또는 음료수 등의 제품

※〈그림 3〉,〈그림 4〉는 일본 유리병리사이클추진위원회의 자료 인용

〈그림 4〉파유리의 재자원화 과정

있다. （사진 1）

•파유리의이용상황

유리병 제조공장에서의 파유리 이용량은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파유리의 이용률（생산량비）은 생산량에 의해 변동하지만, 

1975년〜1980년의 35% 정도에서, 1986년에는 55.2%까지 

상승했다. 1987년은 54.4%이지만, 파유리 이용랑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파유리는 D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파유리,旬병 제조업체에서 

나온 불량품, 市）재회수가 가능한 병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987년의 경우, i）iii）의 파유리 이용량이 파유리 총 이용량의 

약 6할을 차지했고, ii）와 같은 경우의 파유리는 약 45만톤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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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롯트 생산♦색변환 등의 영향에 의한 공장에서의 

파유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협조로 시중 파유리의 

회수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2. 유리병 업계의 리사이클 추진 상황

유리병 업계가 중심이 되어 리사이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주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파유리 이용률의 향상

1987년의 경우, 파유리 이용률은 60% 정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감량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파유리의 이용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파유리센터의 지정과 파유리센터협의회의 발족

파유리센터는 유리병 메이커•파유리수집업자•판매상・ 

자원회수업자.운송업자 중에서 회수실적과 회수능력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소를 일본유리병 협회가 

지정하고 있다.

1988년 3월 현재 파유리센터에 지정된 사업자수는 전국에

186개소이 다.

파유리센터는 자치단체•주류 판매점•양판점（量販店）•병 

제조업체•소비자 등 각종 경로에 의해 파유리를 수거해 유리병 

제조공장으로 납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유리센터와 일본유리병협회, 파유리센터 

협의회 등이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회수의 효율상승, 

품질향상을 위한 처리설비의 개선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의견교환, 처리설비와 회수실태의 견학회 등을 행하고 있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3）유리병 리사이클추진연합 설립

유리병 리사이클의 추진조직으로서 1974년 11월에 유리병 

리사이 클추진연합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유리병 메이커를 비롯해, 병 수집상•병 판매상・ 

파유리 취급상, 게다가 학자• 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그밖의 

병과 관련있는 기업들의 협력을 얻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리병 리사이클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보급개발- 

파유리 회수 시스템의 연구• 파유리의 다른 용도 이용의 연구 등 

재활용 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⑷빈 병 수집함에 의한 회수실험의 실시

주민으로 하여금 빈 병을 수집함에 색깔별로 투입하게끔 빈 

병 수집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동경시 

청소국의 지도•협력하에 1983년 12월부터 동경 시내 

집합주택지역 26개소 약 8,000세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빈 병 수집함이 주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색깔별 분리 및 기타 이물질（도자기, 빈캔 등）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한 호응은 어떤가, 그리고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험은 338개소 8만 5, 000세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87년 9월 현재） 실시했는데 그 성과는 매우 좋았다. 

그러므로 동경시에서는 이같은 회수 시스템을 계속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실험의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빈 병 수집함은 동경시뿐만 

아니라 각지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構浜市•深谷市에서는 빈 

병 수집함을 구입하여 빈 병 회수를 실시하고 있고, 동경시。 

川崎市•富良野市 등에서는 유리병재활용추진연합과 공동으로 

회수실험을 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⑸이물제거기술, 색（色）선별 기술의 개발

1984년〜 1986년도에 （재） Clean-Japan-Center는 공업기술원의 

중요 기술 개발비 보조금을 받아, 파유리 색선별 기술의 조사• 

연구가 행해졌는데, 시험연구 협력업자는 동양유리（株）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별기술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했지만, 파유리 처리량과 설비비 등 실제 처리설비와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선별기술 개발에 의해 기타 이물질의 제거도 가능해질 

수 있다.

3. 금후의 방향

⑴파유리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

경제, 사회정세 등 유리병의 재활용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해마다 가속적으로 요청되는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자원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성자원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을 위해서는 파유리의 

이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⑵파유리 품질의 향상

색깔별 회수, 이물제거의 기술적 강화 등을 통해 파유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유리병협회에서는 

파유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물질이 적은 양질의 파유리가 

회수되도록 품질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⑶파유리의 타용도 이용에 관한 연구

회수된 파유리를 전량 유리병의 원료로써 재사용하는 일은 

색깔별 분리, 품질향상, 그리고 수요 관계에서의 제약

（운송저장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 금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구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같은 연구가 개시되고 있다.

⑷재사용이 가능한 병의 보급

재사용되는 병의 경우,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독특한 

회수경로를 이용하여 재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같은 병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포장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제적 이점이 있어, 이 점을 적극적으로 

PR하여 보급확대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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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되는 병은 높은 회수율과 품질의 보유가 필수 조건 

인데, 이를 위해서는 회수루트 및 관계자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⑸유리병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관계자의 협력

유리병 메이커•병 수집상•파유리 수집상 등이 역할분담을 

인식, 서로의 협력체계를 독독히 해나가면 유리병의 재활용 

추진의 성과를 더욱 올릴 수가 있다.

소비자•자치단체. 병 수집상 등도 유리병 재활용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유리병의 

재활용은 실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이류

1 •머리말

〈표 4> '87년（'87・4~'88.3） 종이•판지 생산량 （단위 : 천톤,%）

종이. 판지품종 생산량 전년도대비

종이 •판지 합계 22,905,344 106.6
〈종이 합계〉 13,091,362 105.7

신 문 용 지 2,757,950 104.4
포장 용지 1,124,488 104.1
위생 용지 1,244,497 106.7
인쇄•정보용지 （

7,964,427잡 종 지'

〈판지 합계〉 9,813,982 107.9
골판지 원지 6,765,484 108.7
백 판 지 1,514,878 103.5
황 칩 •색 판지 368,943 100.5
건축자재원지 297,981 110.2
기타 판지 866,696 112.6

* 자료 : 종이• 펄프통계월보

주）1988년 1월부터 실시된 종이통계신（新） 분류에 의해 인쇄•정보용지 •잡종지 

등의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산출.

일본의 종이•판지 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저】2위를 

차지하며, 1987년도 생산실적은 2,291만톤을 기록했다. （표 4） 
종이 •판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펄프와 고지가 대부분인데, 

고지의 비율이 매년 높아져 펄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에 

까지 와 있다. 옛날에는 고지가 펄프의 보조원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주요 원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른 외국과 비교해 봐도, 일본의 고지 회수와 이용률은 높은 

수준에 있다.

고지의 이용은 경제성, 국제화의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금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비약적인 신장을 이룩한 고지 이용

제지공장에서 소비된 고지의 양은 1987년 1,172만톤 

이었다. （그림 5）
500만톤대를 기록한 것이 제 1차 오일쇼크의 전년인 

72년이기 때문에, 16년간 2배로 신장한 것이다.

고지는 i）상백（上白）카二 ii）특백 •중백 •백마닐라, iii）모조・ 

색상, iv） 茶모조지, v） 휴지, vi） 신문, vii） 잡지, viii） 골판지, 

ix）대지（台紙） • 지권• 마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용되는 고지를 중량비로 보면, 골판지 42%, 신문 24%, 
잡지 12%, 모조• 색상지 9%로, 이 4가지가 전체 고지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제지 원료중 차지하는 고지비율（고지 이용률）은, 제 1차 

오일쇼크 전까지는 35% 전후였는데, 그후 급격히 상승 

됐다. （그림 6）
이같은 이유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판지 부문뿐 아니라, 

신문용지•중하급 인쇄용지 등의 고지 이용이 탈얘兑） 잉크 

기술개발에 의해 확대됐기 때문이다.

판지 중에서도 별로 고지가 이용되지 않았던 크라프트 

라이너 및 골심지 등에도 이용이 늘게 되었다.

지난 10여년간 종이•판지 생산의 신장을 고지가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지메이커 각사가 제품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지의 사용량을 늘린 

것이 결국 고지의 소비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고지 소비의

〈천톤〉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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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8,000 -

6,000 -

4,000 -

22,905

21,482
一‘20,628

종이•판지생산 /"I

'80 '81 '82 '83 '84 ' 85 ' 86 ' 87

〈그림 5> 종이• 판지생산 및 고지, 펄프의 소비 추이

※。… O : 고지 회수율

• … • : 고지 이용률

자료）종이 • 펄프통계 월보 일본무역월표

〈그림 6> 고지 이용률•회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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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지의 발생•유통경로

신장을 품종별로 보면, 골판지 • 신문 • 잡지 등이 현저하다. 

금후는 모조지 • 색상지 등을 비롯한 상등품 고지의 이용확대가 

기대된다.

다른 나라의 고지 이용률（1987년）은 미국 26%, 스웨덴 10%, 
서독 43%, 프랑스 42%, 영국 55% 등이다. 영국이 유달리 고지 

이용률이 높은 것은 펄프계의 제품 수입이 많고, 국내에서는 

고지를 주체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이를 

자급자족하는 나라의 경우（일본의 수입지 비율은 국내 소비 

전체의 3%）, 일본만큼 고지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의 고지 이용률은 최근 몇 년간 신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펄프계의 인쇄 • 정보용지의 생산증가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지를 사용하여 만든 신문용지 - 판지 등의 제품 

품질이 거의 한계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수입지 역시 향후에는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같은 

현상은 국내 제지 생산 특히, 고지의 이용량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3. 제지원료 이외의 고지 이용

제지원료 이외의 고지 이용처는 아래와 같다.

O고형화 연료, O펄프 몰드,。성형재,。단열재 등 

고형화 연료는 관공서 •은행 - 회사 등에서 나오는 서류와, 

도시 쓰레기의 가연 쓰레기를 파쇄해서 팰트화, 혹은 가압하여 

일정 크기로 성형하는 것이다.

펄프 몰드는 고지와 펄프를 원료로써 이것을 분해한 후, 

금형의 금망으로 흡인 성형하여 탈수 건조한 것이다. 청과물- 

계란 등의 포장, 완충재 등으로 사용된다.

성형재는 고지를 주원료로써 합성수지 등을 배합하여 초지 

（종이를 뜨다）하고, 적층하여 시트화한 것이다. 자동차의 

내장부품•소형 트렁크•카세트 케이스, 구두밑창 등에 사용한다.

단열재는 신문고지를 건식으로 선상（綿狀）에 해섬（解纖）하여, 

약품처리를 한 셀룰로우즈 섬유이다. 주로 동북, 북해도 지역이 

사용장소가 된다.

제지원료 이외의 고지이용은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 양은 겨우 10만톤 정도이고 제지원료로써 

이용되는 양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형화 원료에서는 

석유와 석탄과의 경합, 또 펄프몰드와 성형재로 역시 다른 

원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고지이용이 크게 신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고^의 발생•회수•유통

고지는 그 발생원에 의해 산업고지와 회수고지로 구분된다.

산업고지는 종이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상（製箱）공장, 

신문사, 인쇄, 제본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짤려진 종이조각・ 

손상된 종이 • 파지 등 미（未）사용지를 말한다.

한편 회수고지는 가정과 슈퍼, 백화점에서 사용이 끝난 

종이를 말하는데 특히 슈퍼, 백화점, 대형빌딩 등에서 발생하는 

고지를 준（準）산업고지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러가지 발생원에서 

회수되는 고지량은 산업고지, 회수고지, 준산업고지 각각 1/3 
정도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나오는 고지 （주로 신문, 잡지）의 회수방법으로서는 

소형 트럭으로 회수하는 고지 교환업자, 리어카 등으로 

회수하는 매출인에 의한 것, 또 각종 자치회 등에서 행하는 

집단회수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신문판매점이 관여하는 

회수방법이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이 방법과 집단회수, 

고지 교환의 3가지가 회수방법의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회수된 고지는 고지 교환기지 등에서 

직납업자를 통해서 제지 메이커에게 납입된다.

또 산업고지•준산업고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을「坪」 

이라고 하는데 이「坪」에서 회수하는 업자가 坪上업자이다. 

전문 매출인은 坪上업자와 비슷하나, 주로 청과시장•상점 

등에서 발생하는 골판지를 다룬다. 각각의 경로는 달라도 

최종적으로는 직납업자를 통해서 제지 메이커에게 

납입된다•（그림 7）

고지 회수의 경우도 고지 수요의 증대와 함께 회수량, 

회수율이 크게 신장되었다.

1987년의 고지 회수량은 1,135만톤, 회수율은 49.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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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5）
세계 주요국의 고지 회수율（1987년）을 보면, 미국 29%, 영국 

30%, 프랑스 35%, 서독 41% 등이다.

이같이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제지원료로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외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O집단 회수율의 효율적인 회수방법의 보급, 정착화 

O고지 공급업계의 신규 야드 개설과 대형 고지 곤포기의 도입

등에 의해 취급량의 증대를 꾀함

O성자원•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 국민의 고지에 대한 인식 

고취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고지 이용률이 한계점에 달하는 

상황하에서는 고지회수율 증가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5•결론

산업경제의 확대와 정보화의 확장에 의해 종이•판지의 

수요는 순조롭게 신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수준과 문화의 

향상과 함께 신장해갈 것이 예상된다.

고지의 경우는 수입지•고지 배율의 동향•회수 시스템의 변화 

등 고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신문 지상에 동경시의 쓰레기 증가 원인의 하나가

0A기기에 사용되는 종이의 증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 

년전까지는 고지 이용률의 향상과 양의 확대에 의해, 고지 

회수율도 향상하고, 쓰레기의 중량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가

（단위 : 천톤,%）〈표 5> '87（'87・4〜'88.3）고지 품종별 회수율

품 종 고지 국내 회수량
종이 •판지 

국내소비량
'87 년 회수율

上白, 카드지

特白, 中白, 白마닐라지 

모조•색상지

휴 지

잡 지

；2,942,969

9,754,878 30.2

신 문 2,810,113 3,040,064 92.4
茶 모 조 지 287,187 571,983 50.2
골 판 지 4,753,756 6,758,824 70.3
대지 •지권 •마분지 558,239 2,903,590 19-2

계 11,352,512 23,029,339 49.3
* 자료 : 종이 • 펄프통계월보, 일본무역 월표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쓰레기화되는 종이류의 증가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자원소국인 일본에 있어 귀중한 국내 자원인 고지의 

유효 이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제지관련 업계의 연구노력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지업계에서는 고지 이용방법의 개선과 함께 

가정 등에서의 고지 분리, 오염물질 제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지의 품질향상 및 이용확대를 꾀해가야 할 것이다.

또 고지 이용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국민의식의 

전환, 제지원료 이외의 관련 분야에서의 고지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기타지역의 포장폐기물 회수 현황
''환경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고조와 함께, 체계적인 회수시스템 정랍 및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재활용 방법을 모색해가고 있다''

편집실 역

유리병

1. 유럽에서 보는 유리병의 재생이용

서유럽에서의 유리 재활용 노력은, 17개국이 가입한 유럽 

유리용기연합（FEVE）과의 협력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88년도의 경우, 이 지역 유리 전체 소비의 약 1/3（32.7%）에 

해당하는 3.86백만톤이 재활용되었다. （표 1）
회수율을 보면, 스위스•네델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 등 

4개국이 유리 소비의 50% 이상을 재활용했고, 특히 스위스는 

55%가 재활용되어 이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회수량은 서독이 L17백만톤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해 

서독은 겨우 128,000톤의 파유리만을 수입했을 뿐이다. 포도주 

생산으로 색채가 가미된 고부가 가치의 유리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서독은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재활용 방법을 계속 모색해 

가고 있다.

또한 회수량 및 회수율은 다소 저조하나, 영국도 

제조업자들의 재활용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87년 유리 

원재료 수입량 12,000톤을 '88년에는 500톤까지 끌어내렸으며, 

유리병 색깔에 따른 분리수거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이 분야의 정보교환과 다른 국가들의 성공사례 

등을 비교하는 등 유리 재활용 인식이 점점 증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유리병의 

색깔별 분리회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물질 혼입을 줄이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마다 계몽활동을 펴나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력하고 있다.

2. 미국의 유리병 재생이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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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88년 유럽의 유리병 회수

국 가 회수량 （톤） 회수율（%）

오스 트리 아 98,000 50
벨 기 에 166,000 50
덴 마 크 46,000 27
핀 란 드 2,000 3
프 라 스 676,000 34
서 독 1,176,000 39
영 국 264,000 15
그 리 스 14,000 16
이 태 리 610,000 40
네 덜 란 드 261,000 53
노 르 웨 이 3,000 6
포 루 투 칼 31,000 13
스 페 인 278,000 23
스 웨 덴 31,000 22
스 위 스 156,000 55
터 어 키 40,000 23
합 계 3,861,000 32.7

派 자료 : Glass Gazette

• '80년까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네덜란드、 

이태리 등의 회수된 유리량

・，81년 이후에는오스트리아, 스위스를포함한 10개국의 회수된 유리량

・'83년 이후는스페인, 포르투칼을포함한 12개국의 회수된 유리 량

• '87년부터는 터어키가추가된 13개국의 회수된 유리량

고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로서 미국유리병협회가 중심이 

되어 유리병 재생이용에 관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뉴우저지주를 시작으로 20개 이상의 주에 몇 개의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유리병의 

재생이용을 적극적으로 주진하고 있다. 뉴우저지주에서는 2년 

동안에 25%의 고형 폐기물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Freedonia Group의 유리 재활용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유리 재활용량은 19%년까지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여 4.5백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새로운 

유리용기의 출하량도 매년 1%씩 증가하며, 이와 함께 

재활용되는 유리용기의 수도 꾸준히 늘게 되어 약 1500만개 

즉, 유리 전체 수요량의 28%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상무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법규를 크게 강화할 전망이어서 청량음료 

산업에서의 재활용 유리용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파유리는 저온에서의 용융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과 용광로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플라스틱 용기와 가격을 비교하면, 유리용기가 다소 비싼 

편이나, 열가공 PET와 같은 제품은 유리보다 가공비가 더 

비싸며, 수지가격의 상승으로 제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리용기 사용의 증가현상에 있어,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면, 

유럽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증가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미지와 편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고품질 유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와, 

청량음료 시장에서의 유리용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플라스틱 

용기의 활용범위는 축소되는 한편, 유리용기의 활용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리병 회수 현황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리병의 회수 시스템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유리병의 회수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걸쳐 약 200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도심지역이 

잘 되어 있다. 매주 또는 격주로 폐유리 수집차를 이용하여 

수거된다. （사진 2）

실제적인 수집은 유리업체에 의해 실시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정용 수집 포대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리병의 수집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에 이글루병 은행 

（Igloo Bottle Bank）이라 불리우는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음료용기 및 기타 유리병의 약 50%가 새로운 유리병 제조의 

원료인 파유리（Collet） 형태로 회수, 재활용된다.

연간 1CXX）만불이 넘는 금액이 유리병 회수를 위해 지불되고 

있다.

페플라스틱

1. 페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움직임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자,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과 구미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맴버는 일본의 플라스틱공업연맹, 미국의 

SPI（The 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 유럽의 APME 
（Association of Plastics Manufacturers in Europe） 
등이 다.

79년 （뒤셀도르프 서독）・81년 （버밍검, 영국）・83년 

（뒤셀도르프 서독）・85년 （시카고, 미국） 등 4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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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각국의 

빈병 수집함

〈표 3〉'87년 각국의 플라스틱 재료생산, 소비량 및 1 인당 소비량 (단위 : 천톤)

〈사진 2>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유리병 회수(수집차)

※ 비고 : 1. 공란은 회의에 보고가 없었음

2. 국내 소비량 = 생산 + 수입 一수출

3. 1인당 소비량 = 국내 소비량:인구

국 명 생 산 국내 소비량 1인당 소비량(kg)
미 국 25. 313 23,751 98. 0
일 본 10. 032 8, 845 72. 3
서 독 8,392 7,383 120. 1
프랑스 3,863 3,286 59・0
네덜란드 2,900 — —
이태리 2,821 3,725 65. 0
벨기에 2, 514 1,019 103.0
캐나다 2,067 1,759 68.4
영 국 1, 871 3,011 53・0
브라질 1,863 1, 502 10.6
스페인 1,703 1, 663 44.2
스웨덴 — — —
오스트리아 — — —
남아프리카 385 460 14. 8
노르웨이 377 268 65. 0
핀란드 290 372 75.0
스위스 138 541 81. 7
덴마크 0 474 93.0
뉴우질 랜드 0 106 41. 7
아르헨티나 — — —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5〜6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환경문제와 관련된 각국의 사정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에 관계된 것은 Environmental and 

Resources Management에서 다루어졌다.

이 회의의 성과는 상당했지만, 분과회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져, '85년 개최를 끝으로 일단락되었는데, 

앞으로는 각 분과회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최근의 해외 상황

(1) 플라스틱의 생산량, 소비량

1988년 7월 서베르린에서 개최된「국제 플라스틱

단체이사장회의」에서 발표된 1987년의 플라스틱

생 산 량, 소비 량 등은〈표 3〉과 같고, 수요 부문별 소비율은

〈표 4〉와 같다.

⑵구미 지역의 최근 현황

도시 쓰레기의 소각율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에서는 

평균 20〜30%이고, 미국은 겨우 1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쓰레기 증가에 따른 그 처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연분해가 어려운 폐플라스틱 처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 지역에서는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상황소개, 

고찰방법 및 대책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EC 공동체에서는 소각로 개선이나, 폐플라스틱의 

재생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법률제정•분해성 

필름 개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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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7년 각국의 플라스틱 재료 수요 부분별 소비율 （단위 : %）

요부문 
국가명'、、 건 축 포 장 전기 ♦전자 수 송 가 구 농 업

완구•레저 

용 품
가구용품

cross- 

신 발
기계부품 의료기기 기 타

미 국 22 30 6 5 5 — 9 — — — — 23
일 본 11. 5 26.2 12.6 9.6 1 2.4 1. 6 8. 5 1. 5 4.4 0. 1 20.6
서 독 18 22 7 13 9 7 3 7 1 10 2 1
프랑스 16 33 9 — 42
네덜란드 32 36 3 2 3 1 1 9 1 — 1 11
영 국 22 35 10 5 5 2 4 3 1 2 1 10
캐나다 26.4 38.6 3.3 10. 7 6. 6 3・9 2. 7 2.4 1.6 — 0. 2 3. 6
스페인 10. 8 34.9 5. 1 5.3 8. 5 5 2 1. 7 5.9 2. 5 — 18. 3

오스트레일리아* 24. 1 27. 3 17. 2 4.7 8.4 3.6 1. 3 4.6 1.4 — — 7.4
스웨덴* 20 20 10 20 — 5 5 5 — 5 5 5

오스트리아* 19 30 12 4 8 5 1 3 3 7 1 7
스위스 24 23 13 4 5 6 — 5 — 8 — 12
덴마크 27 22 — — — — — — 20 9 13 9
벨 기 에 19. 6 43. 2 — 37.2
남아프리카 8 38 8 6 3 9 4 4 4 10 — 6
노르웨이 32 22 20 — — 8 — — — 13 — 5
아르헨티나 4 40 10 10 3 5 10 10 3 2 1 2

* : 1986년〔비고〕①건축 자재, 파이프, 이음（도료, 접착제는 제외） ③전기 ♦ 전자• 전기 및 전자기기 부품, 전선, 케이블

②포장 및 포장재료（필름, 시트, 라미네이트, 보틀 등）, ④수송•자동차, 이륜차, 차량, 선박, 항공기 부품

수송용 용기（맥주 용기 등） ⑤기타• 액상수지（접착제, 도료）를 포함

미국은 환경보전을 모토로 하여 매립비율을 줄이는 대신, 

소각처리 시설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호간의 문제가 

인단 발생하면 처리가 쉽지 않고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

이같은 현황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에서는 폐플라스틱의 

처리나 자원화에 대해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다.

⑶동남 아시아의 현황

、동남 아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並데, 우리 나라에서는「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에 

의거하여 1980년에 설치된「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플라스틱의 수집 • 처리가 이루어져 처리된 폐플라스틱은 

재생 가공업자에 의해 제품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 올림픽 

개최에 즈음하여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도시 

쓰레기 일부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대만에서도「폐기물 처리법」의 일부가 수정되어 198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소각로는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매년 극동 플라스틱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도 하다.

3. 각국의 회수현황 및 재생이생

⑴북미 지역

플라스틱 중 포장용기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PET 병이다. 

북미의 경우 매년 약 13억 파운드 정도가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회수된 것들은 식품용기로는 거의 사용치 

않고, 직물♦카페트•건축물•농업용 등에 이용된다.

〈사진 3> 폐플라스틱을 재생하여 만든 의자（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은 각 주마다 회수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50%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⑵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폐플라스틱 수집은 비교적 작은 수의 

출처（공장•슈퍼마켓 등）로부터 대량 회수된다.

물론 유리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가호호 수집하는 경로도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회수된 폐플라스틱은 각 지역 플라스틱 재생처리 공장에서 

가공된다.

가공된 플라스틱은 PE백 및 팰리트 랩 등에 이용된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재회수가 가능한 PE 우유용기도 고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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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고지가 회수되어 재생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오스트레일리아）

一재생공장에서 가공一

그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종이류

1. 회수에 따른 장단점

어떤 연구보고에 의하면, 회수하여 재활용된 종이 1톤은 

17그루의 나무, 물 7,（XX）갤론, 전력 4J00KWH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이의 재생이용은 자원절약적 

입장에서 그 기여도가 크다.

그러나 신문지나 일반고지는 지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 

차에 걸쳐 재생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종이질이 우수한 

골판지나 카드지 같은 지종은 회수율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고， 

지력향상 및 탈묵（고지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잉크를 

종이섬유로부터 분리하는 것） 기술의 발달 등이 필요하다.

〈표 5〉1988년도고지 회수 및 소비

고 며
지류 소비량 회수량 회수율（%）

천톤） 천톤 1988년 1981 년
한 국 3,484 1,421 41.2 31
대 만 3,045 1,294 42.5 50
일 본 25,035 11,957 47.8 47
미 국 76,394 23,177 30.3 26
브라질 3,825 1,475 38.6 43
영 국 9,285 2,781 30.0 32
서 독 12,367 5,024 40.6 36
프랑스 7,934 2,712 34.2 28
스 웨 덴 2,059 865 42.0 33
스페인 3,918 1,605 41.0 38
네덜란드 2,873 1,528 53.2 44
소 련 10,025 3,000 29-9 20

〈표6〉회수된 각 포장 폐기물의 I톤당 가격（'88년 구미지역） （단위 : $）

PET 알루미늄 강 철 종 이 유 리

400 800—1800 70
20 （판지）

40 〜 65（신문지）

24 〜 28（카톤형）

42 〜 45（병）

2. 각국의 고지 회수 및 소비 결 어

〈표 5〉를 보면, 회수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일본이며, 

회수율이 높은 곳은 네덜란드•일본의 순이다.

우리 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나, 각국마다 회수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지 회수 현황

판지포장의 약 38%가 회수 사용되고 있다. 회수율은 세계 

최고는 아니나, 상위에 속한다.

골판지 상자가 주종을 이루는데, 슈퍼마켓과 도매상, 

생 산업 체 로부터 제 지 업 체 가 수집 하여 재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주로 신문용지가 회수된다. 재생이용되는 종이의 

90% 이상이 포장용으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종이 및 판지 포장재의 64%는 회수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APM과 Smorgon사에서는 고지의 사용 증대를 위해 수집 • 

분류•정제•제조설비 등에 6000만불 이상을 투자하기도 했다.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만큼, 폐기물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 역시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각국의 포장재 회수는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이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째 포장재의 감량화이다.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유리는 30%•금속（Steel） 
용기는 18%•알루미늄은 2%•골판지 상자는 30%•플라스틱 병은 

38%의 감량화를 이룩했다. 감량화시 중요한 것은, 포장의 기본 

목적인 제품보호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둘째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 확립이다. 회수율을 높이면 자원 

절약과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수경비가 절감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감량화와 회수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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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치 특 집 ］厂 II 一11 I II 飞 『

포장의 삭감, 재활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 
“어떤 원료를 재자원화가 가능한 것으로 하려면, 그것을 가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재자원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미국포장협회

최근 미국포장협회（IOPP） 위원회는 종래 SPHE（미국포장・ 

취급기술협회）의 포장의 재활용 및 폐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새로 개정된 IOPP의 '포장의 삭감、재활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은 광범위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포장용품과 환경문제에 관한 과거 2년간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포장재의 사용증가가 현저히 

나타났는데, 특히 고형 폐기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포장재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은 포장의 구조설계와 공학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포장 전문가에게 지침을 마련해 주는 한편, 각자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특정한 포장이나 그 구성물이 환경면에서 볼 

때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이나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들 가이드 라인은 포장 전문가가 

포장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환경면에서의 검토사항을 표명할 수 

았도록 의도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이 가이드 라인이 자신들의 포장구조설계 및 

환경요건에 잘 합치될 수 았도록 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OPP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가이드 

라인을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1•서론

미국포장협회（IOPP）의 포장 재자원화 및 폐기처리 

위원회에서는, 포장 전문가 및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포장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각 포장업체에 실시된 앙케이드 

조사에 대한 회답은 대부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답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식의 

절대적인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포장에 알맞는 각기 다른 검토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답도 달라질 것이다. 이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i）자원（포장재）의 삭감, ii）재자원화

iii）분해 처리 가능성, iv）폐기

v） 법적검토사항

각 부문마다 포장의 구조설계와 공학적 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전문가가 지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5가지 부문에 대해 각 부문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포장의 구조설계 혹은 공학적 결정이 

포장시스템 전체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1차 포장의 경중량화가 보다 많은 

2차포장이나, 3차포장의 필요성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경중량화는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없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 중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어프로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론적 • 기술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이다. 예를 들면, 어떤 원료가 이론적•기술적으로는 

재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하면, 이 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생이용이 불가능하다.

IOPP에서는,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포장의 

구조설계/평가과정 등이 물론 중요한 요소이나, 그렇다고 

제품의 완전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포장의 의사결정자는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적 

일관성을 모든 실제적 환경 또는 잠재적 환경의 영향에 

우선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포장전문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아울러 제품의 보호 및 보존을 최우선 사항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현실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가이드 라인 

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각의 

문제는 포장전문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면에서의 배려와 

균형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포장업자가 “환경면에서 건전한”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이 발생되어 단기간 내에 매상을 대폭 

삭감시키든가, 환경정책의 포기를 강요하든가 어느 쪽으로든 

빠져 버리게 된다.

환경문제와 전통적인 문제와의 사이에 중대한 대립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포장전문가는, 이와 같은 대립을 해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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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영측과 힘을 합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포장의 

다양한 구성요소 및 자재에 관한 최종 결정은 종합적인 제조/ 

유통/판매/소비자 시스템 등을 고려하는 개개의 포장메이커 및 

사용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포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환경관련법규 및 기술진보는 늘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가이드 라인은 1990년 시점에서의 

포장기술 및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 변화에 대응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2. 가이드 라인의 사용방법

가이드 라인은 포장의 구조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환경에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포장이 어느 만큼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대신 

포장전문가가 자신들의 특정한 포장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을 사용할 때, 각 기업이 독자적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라인 중 몇 가지 부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한다. 10Pp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이 가이드 

라인을 기업방침으로서 정식적인 포장의 구조설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환경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모든 

회답에 관해서는, 왜 포장이 그와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환경에의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삭감•제거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원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조사

가이드 라인의 최종부에는 조사서가 들어 있다. 이 조사서는 

수의（随意）작성에 의한 것이며, iopp가 환경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업계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각 기업 및 동일 기업 내의 다른 그룹들이 

각각 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⑴자원의 절감

자원의 절감은 원료 및 에너지 자원의 이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다양한 기능시스템 및 기술을 개발하여 채용하는 것이며,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고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한창 진행중인 테마이고, 에너지 보존의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환경문제의 검토사항 중에서 포장전문가는 자원절감의 

과제만에 한정되지는 말아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고형 폐기물에 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EPA의 고형 폐기물 관리부문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재자원화의 

측면에서 볼 때, 대폭적인 자원삭감을 목표로 하는 포장은, 

재활용도가 높은 포장보다도 환경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몇 가지 질문 중 특히 포장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in 포장, 혹은 그 구성물 중 어느 쪽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그 제품은 별도의 포장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의 상태 혹은 통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예, 이 포장은 제거할 수 있다.

。예, 이 포장의 구성물은 제거할 수 있다.

。아니오, 포장이나 구성물 모두 제거할 수 없다.

② 재생산하지 않고 이 포장을 재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원절감이 

가능한가?

O 예, O 아니오

⑶ a・ 자원절감 목표는 포장의 기 하학적, 또는 구조적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제품의 

용적비에 대해 포장 표면적을 작게 하는 등）

O 예, 。아니오

b. 다른 포장방법이나 용기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포장 전체의 용적을 줄일 수 있는가

。예, O 아니오

c. 다른 포장방법이나 용기 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포장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 있는가

O예,。아니오

困 a. 포장시스템이 있는 부분의 원료절감은 포장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것보다도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는가 

O예, O아니오

b. 1차포장을 절감하여 총제적인 삭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2차적 혹은 3차적 포장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가

。예,。아니오

⑸ 제품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액체농도 및 

제품의 강도 증가）,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재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을 재설계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 O아니오

⑹ 포장 또는 그 구성물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보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 O 아니오

E 자원절감 목표는, 효율적인 포장사이즈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가

（예 : 개별부분으로 나누어진 포장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훼밀리사이즈나 대형용기를 사용）

O 예, 。아니오

因 2차 또는 3차포장이나, 랩핑의 절감 또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O 예, O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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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유통시스템 전체를 통한 2차 또는 3차포장의 자원절감 

가능성에 관해서 소비자의 제안을 환영하고 있는가 

0예, 。아니오

皿］ 자원절감은 초래하는 제품 또는 포장의 변경은, 다른 

분야에서의 고형 폐기물 증가를 생기게 하는가（예 : 포장이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는 것에 의해 소용없게 되거나 

파기되거나 하는 식품의 양이 증가）

0예, 0아니오

IU 자원절감은 유통과정이나 수송방법을 바꾸는 것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가 

。예,。아니오

⑵리사이클

포장의 재자원화 또는 재자원화된 포장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포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단, 기술적으로 재자원화가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재자원화 시스템이 존재치 

않는 경우에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수집가능한”이라는 말이 “재자원화 가능한”이라는 말과 

혼동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양자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시 중에는 재자원화 시스템을 확립하여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용치 않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포장물이 유통되는 지역을 검토에 넣을 필요가 있다.

재자원화는 포장업계 내외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문제이다. 공급업자•소비자•환경그룹• 정부직원 및 

법률제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재자원화 프로그램을 확립, 

조정하여 재자원화된 원료에 대한 시장을 창출키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원료를 재자원화가 가능한 

것으로 하려면, 그것을 가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재자원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행하기 

위한 기술 및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 :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포장형태나 현재 재자원화가 되지 

않는 원료로 제조된 포장은 앞으로 종래의 포장형태 및 이미 

재자원화되고 있는 원료보다도 보다 엄한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 a. 소비자로부터 포장을 회수하여, 그것을 상업적으로 

재자원화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b.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고 있는가 （단독으로, 산업계, 정부, 또는 공동으로）

。예, 。아니오

Ha. 포장 또는 그 구성물은 다시 제조하지 않고 동일상품 

으로서 재이용이 가능한가 

0예, 。아니오

b. 사용 후 포장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0예, 0아니오

c.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Ha. 포장은 재자원화가 가능한가（즉, 포장을 재자원화하는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b. 그런 경우, 포장에 기호 또는 문장으로 재자원화를 

표시（족진）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吧 회수• 재자원화에 도움이 되도록 포장의 원료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는가（예 : 플라스틱 수지 재자원화 코드） 

。예, 0아니오

Ela. 제품이나 포장의 제조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 내 또는 공장 내에 재생 혹은 재자원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0예, 같은 제품에 재생 또는 재자원화하고 있다.

。예, 2차 제품 또는 단일 원료로 재자원화하고 있다.

。예, 재료는 화학처리 및 기타로 재생이용되고 있다.

0예, 재료는 재자원화하기 위해서 외부 판매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다.

b・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0 a. 외측, 내측의 포장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상품의 출하나 

유통에 사용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b. 최종 소비자에게는 닿지 않는 유통단계의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소비자와의 협력체제에 근거한 

자원재생, 재자원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0예, 。아니오

c.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0예, 。아니오

0 a. 공급업자에게 재이용 가능 또는 재자원화가 가능한 2차 

포장용품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는가

0예, 0아니오

b・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50 「포장기술」46. 1990. VOL. 8



码釘 소비자 손을 거친 후의 포장을 회수•재자원화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회수•재자원화하는 시스템은 

확립되어 있는가

0예, 。아니오

b.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시스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단독, 산업계 • 정부 또는 

유식자（有識者）와공동으로?）

。예, 0아니오

⑳ a. 사용이 끝난 포장자재가 판매, 또는 배포되게끔 

포장자재를 위한 재자원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예, 0아니오

b.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전지역의 재자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0 a. 사용된 후 재자원화되는 포장원료를 위한 실현가능한 

상업시장이 있는가

。예, 0아니오

b. 이와 같은 시장이 없는 경우, 재자원화된 재료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는가 

（단독, 혹은 산업계 • 정부, 또는 유식자와 공동으로 ? ）

。예, 0아니오

爾 a. 포장은 단일재료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재료로 되어 있는가（예 : 라미네이트, 복합 압출식） 

。단일재료,。복합재료

b. 포장이 복합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재자원화 

시스템은 이들 복합재료 포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가

0예, （。아니오

c. 현재 복합재료 포장을 처리하는 재자원화 시스템이 없는 

경우, 귀하의 기업은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d. 이 원료의 조합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환경적으로 건전한 구조설계인가

0예, 0아니오

e. 원료는 재자원화 가치를 높이거나, 재자원화 프로세스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더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가

0예, 0아니오

囲 a. 현재 1차, 2차 및 3차포장은 재자원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b.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자원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포장 위에 기호나 문자를 인쇄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画 a. 재자원화된 원료의 사용이 포장의 물리적 성질에 주는 

영향（적재강도나 인쇄품질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b. 재자원화된 재료의 사용은 허용되는 수준의 포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포장 전체의 

용적/중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예, 0아니오

c. 재자원화된 재료의 사용이 귀사의 제조/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가（예 : 재자원화된 재료가 기존 

기계상에서 기능을 하는지, 재자원화된 재료의 사용이 

대폭적인 에너지/노동력 소비를 필요로 하는지） 

0예, 。아니오

⑶분해처리 가능성

분해처리 가능성은 아마 고형 폐기물 분야 중에서 가장 잘못 

인식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포장물은 생물적 분해 가능성 • 광학적 분해 가능성 • 혹은 

화학적 분해 가능성의 특성을 갖게 할 수가 있지만, 적절히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적절한 환경상황 하에서）, 분해되지 

않아 도시농촌의 고형 폐기물 시스템 속의 폐기물로서 머물게 

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장에서 분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분해 가능한 포장의 효과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분해 

가능성을 추구하면, 자원삭감이나 재자원화로 연결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분해가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포장재료를 재자원화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재자원화 

시스템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재료로부터 분해 가능한 재료로 

대체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행가능한 옵션으로서 분해가능한 시스템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 및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因 a. . 귀하의 포장은 기술적으로 생물적 분해가 가능한가

0예, 0아니오

b. 가능하다고 한다면, 포장원료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 

전에 분리되는 것이 필요한가

。예, 0아니오

c. 그와 같은 포장은 생물학적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해서 합성하거나 기타 특수한 처리장치 속으로 폐기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d. 그와 같은 포장은 분해에 의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산물을 생성하게 되는가

0예, 0아니오

e.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관해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囲 a. 포장은 광학적으로 분해 가능한가 ?

0예, 0아니오

b. 분해 가능한 경우, 포장원료는 광학적으로 분해하기 전에 

분리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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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해에 의해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산물을 생성하게 

되는가

0예, 0아니오

d. 광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해서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因 a・ 포장은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가

。예, 0아니오

b. 분해 가능한 경우, 포장원료는 화학적 분해가 행해지기 

이전에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0예, 。아니오

c. 화학적 분해가 행해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폐기되는가

。예, 0아니오

d・ 분해에 의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산물이 생성되게 

되는가

。예, 0아니오

e.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 및 

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⑷폐기

포장용기는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각 지역이 자기들의 필요 및 자원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단, 포장은 안전하고, 또 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정한 폐기방법에 관한 표시가 필요하며, 산업계와 

정부와의 협력체제로 적정한 폐기의 달성을 추구해야 한다.

囲 a. 포장 및 그 구성물（즉, 잉크・ 염료，안료。안정제 및 

접착제）은 카드뮴• 납• 수은• 크롬 등의 중금속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제조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b. 현재 포장재료에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장의 

기능을 손상치 않고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 

0예, 。아니오

网 a. 포장은 위험한 부산물을 침출시키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가 

0예, 。아니오

b• 할 수 없는 경우, 포장은 쓰레기장에서의 폐기에 관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예, 0아니오

H 포장을 보다 소형으로 하든지, 회수/폐기장소의 공간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나 관리회사가 압축（부피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0예, 0아니오

則 포장은 유해한 재의 잔존물을 생성시키거나 방출시키거나 

하는 일 없이, 포장원료의 에너지가를 재생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가 

0예, 0아니오

図 포장온 안전한 연소 및 에너지 재생을 위해 재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연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⑸법률적 검토사항

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률이 미국 모든 분야에서 

작성중에 있거나 제안되거나 하고 있다. 포장에 관한 법률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포장에 관해서 제안되고 있는 

유통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S 기존의 또는 제안되고 있는 법률（즉, 포장세 ♦공시 • 예탁금- 

고형물 폐기법 등）은 포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예, 연방 범위 내에서 

。예, 주（卅） 범위 내에서 

。예, 지방 범위 내에서 

。아니오

®a. 귀사는 연방•주 및 지방정부에 대해서 자문능력을 

가지는 기업으로서 기능을 다하며, 정부가 정확한 포장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b.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 포장의 구조설계 요건은 기업의 

로비스트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예, 0아니오

c. 귀사에서는 귀사의 포장이 판매, 혹은 배포되는 시장 내의 

모든 현행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가 

0예, 。아니오

⑹환경조사

지시 : 이 조사 질문에 응답한 후 IOPP 본부로 반송하여 

주십시요. 이들 정보는 가이드 라인의 사용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정보는 희망하시는 

경우 기밀을 유지하겠습니다. 귀사명을 꼭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사는 완전히 수의（随意）의 것입니다.

田 귀사에서는 현재,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가 

0예, 0아니오

②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00〜6개월, 06〜12개월 

012〜18개월, 018개월 이상

⑶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귀사의 방침인가

0예, 0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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困 가이드 라인의 사용은 포장의 구조설계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 대단히。예, 조금 많이

。예, 조금 0아니오

⑸ 가이드 라인의 각 부문이 귀사의 의사결정에 어느 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1 〜5의 점수로 표기, 1이 영향이 가장 작고, 

5가 가장 큼）

。자원절감, 。재자원화

。분해 가능성,。폐기

。법률에 관한 검토사항

⑹ 가이드 라인 중에서, 유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는 

불완전한 면이 있다면 ?

0너무 길다,。너무 짧다

。너무 특정화한다

。너무 일반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

0기타（자세히 기입）

团 포장전문가로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환경문제에 

할애하고 있는가（해당하는 비율에 동그라미）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이 숫자는 6개월 전에 어떠했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b. 1년 전은 어떠했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C. 금후 12개월 이내에 귀하는 자신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환경문제에 할애할 계획인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⑻ 과거 2년동안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귀사의 연간 포장비에 

영향을 주었는가

。연간 경비를 약% 내리게 했음

O 전혀 영향없음

。연간경비를 약 % 상승시켰음

⑼ 금후 12개월간 환경문제가 귀사의 포장경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연간 경비를 약 % 절감

。전혀 영향없음

0연간 경비를 약 % 상승

⑺입장

⑩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포장 공급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사용자인가. 혹은 그 어느쪽도 아닌가. 또는 양쪽 

모두인가

。공급업자, 。사용자

。양쪽 모두 아님,。양쪽 모두

圆공급업자인 경우, 귀사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기계, 。재료, 。용기

。공급품,。서비스,。기타

圖기업 내에서 당신의 포장부문에서의 책임은 ?

O설계,。생산, 。마케팅

。판매, O법률관계, OR&D（연구개발）

。엔지니어링,。관리, O기타

圖 당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포장 사용자인 경우, 당신은 아래의 

물건을 구입, 지시, 제안하거나, 구입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기계 : O예, O아니오

* 원료 : O예,。아니오

* 용기 :。예,。아니오

*공급품:。예, O아니오

*서비스 : O예,。아니오

囘 귀사의 종업원 수는? （약）

01〜10명, 011〜50명, 051〜100명

O101〜500명, 0501〜1,000명
01,001〜10,000명, 010,000명 이상

囘 이들 종업원 중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약） 직접적으로

포장에 관계하고 있는가

00%, 01-10%, 011-20%

021〜50%, 051〜75%, 076〜100%

囘 IOPP에게 제공해 받고 싶은 귀사의 포장환경 면에서의 

관리에 유용한 특정기능 혹은 서비스가 있는가

O 예, O 아니오

回 있다고 한다면, 아래 중 어떠한 것을 iopp에게 제공받고

싶은가

O포장 및 환경에 관한 PR지의 발행

O환경으로의 포장영향을 삭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멤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환경문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의 유지

O포장 및 환경에 관한 교육적 세미나의 실시

O환경에 관한 정보 교환처로서의 기능 역할

。과학연구 데이터를 수집, 편찬 및 배포

O시장조사 데이터를 수집, 편찬 및 배포

。기업의 환경문제 관리자, 다양한 포장조합 및 환경단체와의 

연락을 향상 또는 유지

O포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상, 법률적인 활동을 감시하여 보고 

。환경문제 위원회를 조직

맑은마음, 밝은사회, 넓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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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시 유의할 점은, 분해 성분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적용폭을 넓히고,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부문은 일본 Food Packaging，9이년 2 월호에 게재된 

細川 純씨의「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요 및 포장 용도로의 전개」를 

번역•재편집했음.〔편집자 주〕

I • 서론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87년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 223만톤）

일본의 경우, '87년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어린이까지 

포함）은 70kg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용 후 버린 포장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1/4을 차지한다. 폐기물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으나, 자연상태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피는 

점점 커지게 되어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소각처리 

시에도 소각로의 성능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

또 방치된 플라스틱은 하천이나 해양 등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반영구적으로 잔존하기 때문에 외관상 뿐만 아니라, 

생물환경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매립•소각•재생 등의 방법을 통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같은 플라스틱의 폐기처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미쪽이 

두드러져, 이태리 등에서는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비닐봉지 1매당 10엔의 

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며（표 1）,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법안 

및 조례안 등이 통과 혹은 심의되고 있다. （표 2）

더욱이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폐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해, 

「분해성플라스틱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분해성 

플라스틱의 연구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생분해성플라스틱연구회」를 발족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술사항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조사•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촉진 • 기술확립 및 실용화 촉진 • 정보조사 및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 썩는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크게 생분해성（미생물 분해）과 광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별된다.

본지 44호（P61 〜P67）에서「광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리 및 

적용범위」란 제하의 글을 다룬 바가 있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

⑴개요

분해성 플라스틱 중에는 일광에 의해 분해가 진행되는 

광분해성 플라스틱도 있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미 여러 종류의 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포장용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데는 유통중에 

일광에 의해 분해될 우려가 있으며, 첨가물이나 분해 생성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코려해 보아야 한다.

생분해성（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종래의 범용 플라스틱 즉, 

폴리염화비닐 •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등은 

미생물 분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표 1〉유럽의 플라스틱 규제

- 1991 년 이후 쇼핑백, 플라스틱재 병에 생분해성 의무화

- 1988년 10월에 긴급입법안 가결. 1989년 이후 비분해성 

쇼핑백 1매당 100리라를 과세

- 병, 봉지용 플라스틱 재료에 대해 10%의 매상세 과세

- 1989년 7월 이후 PVC 봉지를 전면 금지

［틈;、〉「플라스틱재 비닐, 미네랄 워터 등 용기의 사용금지

［크/L포장용 자재로서의 PVC 사용금지를 검토중

\ 「염화비닐 제품의 95%를 다른 소재로 변경하도록 요구 

정부는 음료용 플라스틱 용기에 데포지트 제도 도입

3/丿-서독 식품업계는 플라스틱재 음료용기의 취급중지를 권고 

/ L1989년 1월에 서독 코카콜라사는 PET 용기 사용중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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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식품포장 용기에 대한 규제（'88 년 11 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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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
성
의
 지
정

금 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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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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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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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프
 in 기r

 스

틔
!-  

캐

」

1
회

용

 
기
저
귀

군 •시

상원 O
메인주 O O O △
버몬트주 O O
메 사츄세 츠주 △ △ △ O △
로드아일랜드주 △
코네티커트주 O △ O
뉴저 지 주 O △ △ 으
데다웨버 주 O O
뉴욕주 △ △ △ △ △ O △
서파크군 O O O O
록랜드군 △ △ △ △
울스타군 △ △ △
뉴욕시 △
메리군 △
오논타커군 △
글렌코프시 O O O O
펜실베니아주 △ △ △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군 △ △
버지니아주 O
플로리다주 O O O △
중앙부 각주

위스콘신주 △ △ O △
밀워키군 △ △ △
미네소타주 O O O O △
미시간주 △ O
아이오와주 O O △
네브라스커주 O
오하이오주 O
일리노이주 O O
와싱턴주 △ O
시애틀시 □ □
오리곤주 O △ O
포트랜드•시

캘리포니아주 O △ O O
버클레이군 △
산디에 고군 O
몬트레이 버크시 □
로스앤젤레스시 O
맨하턴 비치시 O
샌프란시스코시 △
바로앨트시 O

* 주）

O : 금지 결정, 과세 등 실시중 △ : 금지 검토중, 과세 등 검토중

□ : 주의 기관 군• 시의 역소（役所）에 사용금지

석유계 플라스틱 중에서 미생물 분해성을 가지는 것은 

지방족 폴리에스터 뿐이나 지방족 폴리에스터는 일반적으로 

성형성이 나쁘기 때문에 필름 등의 플라스틱 성형물로서는

〈표 3>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의한쏴一—一 

］三二二A

— ICI 社（Biopole）

— 토오쿄공업 대 （PHB • PHV）

--------- etc.

스위 스 Battelle 연구소 （전분）

— 西国공업기술시험소（셀룰로우즈 •키토산）

— 미국 육군성 Natick연구소（푸르란）

厂 폴리카프로락탐-------- UCC社（Tone）

- 폴리 명산（酪酸）-------  Purdue大
지방족牽

에스里——7- 폴리에스터 • 이미드 一 微工研. 大工試 일본 

- 폴리그리콜산 ---------  화학기술연구소（ 〃 ）

— 탄산가스 + 산화에틸렌  三井석유화학etc.

— Iowa 주립 대

전분첨工二二A- 미국 농무성

—St. Lawrence Starch社(Ecostar)
—ADM 社(polyclean)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향은 

〈표 3〉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범용 플라스틱에 미생물 분해성 성분을 혼입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플라스틱의 형은 부서져도, 범용 플라스틱 

부분은 토양 또는 해양 속에 잔존하기 때문에 미생물 붕괴성 

플라스틱이라고 불리운다. 분해 성분으로서는 전분에 상용성을 

갖게 한 것이 고안되어, 이미 St,Lawrence Straich社 등에서 

마스터배치로서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미생물공업연구소 등에서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범용 

플라스틱으로의 공중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범용 

플라스틱 부분까지 미생물 분해된다고 한다.

완전한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시도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폴리에스터인

히드록시부틸레 이트베 어 리레 이트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이다. 

이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용이하게 분해될 것으로 기대되며, 

ICI社•토오쿄공업대학 등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 플라스틱의 

성형성도 박테리아의 배양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부틸레이트와 

바레 리 에 이트의 구성 비를 바꿈으로써 향상되 어 진다.

또 지방족 폴리에스터를 합성하고 중합시켜서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다. 원료로서는 

카프로락탐을 이용한 폴리머 （UCC社）, 폴리글리콜산 

（화학기술연구소）, 폴리명산（Purdue대학） 등이 있는데 이들의 

키 포인트는 성형성이 좋으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외에 천연 다당류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플라스틱 소재가 

천연 다당류이면, 자연계의 윤회로 볼 수 있는 환경 ・ 

에코로지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미생물 분해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당류로서는, 전분（Battelle연구소）, 푸르란 

（미국육군연구소）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아직 

연구단계이다.

⑵포장재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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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성형된 미생물 분해성 필름의 전자현미경 사진

（상: 매립전, 

하: 매립

1 개월）

〈사진 2> 미생물 분해필름의 토양에서의 분해모습

최근 구미 여러 나라의 비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규제는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다.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 후 곧 폐기 처리되는 포장용 필름 

및 시트류는 플라스틱 제품중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포장재료 

분야로의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은 당연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는 비닐봉지나 

생선식료품의 트레이 등에 폴리에틸렌이나 발포 폴리스틸렌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들은 성형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가격이 싼 뛰어난 포장재료이며, 내구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용도에 사용하려면 이상적인 재료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이같은 내구성이 

오히려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규제 법안이 있다고 서술했으나, 

규제에는 여러 가지의 이의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규제법은 1991년부터의 시행은 재평가될 가능성도 

높다. 이들 이의의 대부분은 분해성 플라스틱이 환경보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지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즉, 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성 성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개발중인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비용은 

붕괴성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다.

일본에서는 구미와 같은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안 등이 

제출될 가능성이 적다.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이 포장용도로 

사용될지 어떨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환경보전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가격 부담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값이 싼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⑶다당류로부터의 분해성 제어 플라스틱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에서 여러 가지의 소재를 검토하고 있다.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하게 분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천연 

다당류를 소재로 하면 일반 토양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분해되며, 또 분해 도중에서 그들의 토양 미생물이 

번식하든, 분해 생성물이 생기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추측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당류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이나 필름

치트 성형성 검토를 행한 결과, 미세화한 셀룰로우즈와 

키토산을 이용한 복합 소재 가 이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미세화한 셀룰로우즈 혹은 키토산 단독으로는 성형성이나 

습윤강도에 문제가 있어서 소재로서는 중분치 못하다. 그러나 

이 양자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서 필름 등으로도 성형할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중분한 강도를 유지하며, 토양중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복합 소재가 얻어진다. 이 복합 소재는 

가열건조에 의해 성형가공을 하며, 유연성이 요구되는 필름 및 

시트의 경우는 가소제로서 예를 들면 글리세린을 첨가한다. 

이 필름의 산소투과도는 80〃m 두께에서 2〜8ml（상대습도 

0%일때）로 작지만, 투습도는 6500g으로 대단히 큰 특징을 

가진다.

이 소재는 단순한 양자의 혼합소재가 아닌, 건조과정에서 

셀룰로우즈와 키토산과의 사이에 화학결합이 생기는 

복합소재이다. 생기는 화학결합의 양은 성형시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 복합소재 중의 화학결합량이 많으면 

미생물은 분해되기가 어렵고, 적으면 분해되기 쉽다. 성형온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복합소재의 미생물 분해시기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미생물 분해성에 영향을 주는 이 

화학결합은, 셀 룰로우즈의 카르보닐기와 키토산기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다.

（4）개발상황

이 개발된 복합소재는 셀룰로우즈에 대하여 키토산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강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된다. 

키토산은 고가격이지만, 복합소재중의 사용비율이 적기 때문에 

원료비를 낮게 할 수 있다. 한편, 셀룰로우즈 원료쪽은 

저가격이지만, 이 복합소재에 적합하도록 미세화하는 에너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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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의의 〈표5〉비분해성 플라스틱의 문제점 〈표 6>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의 금후 과제

。사회적 요구에 부응

O세계 여론에 부응하여 협력의 길을 모색

。바이오 테크놀로지 고분자 영역으로의 

도전

。고분자재료의 정밀합성, 배열제어로의 

도전

。지구환경에의 공헌

。지구의 물질대순환을 근거로 한 

산업기술 체계로의 도전

비분해성플라스틱 ---- >생분해성플라스틱

〔문제점〕

OPVC에 의 한 산성비 문제

。자연계 생물에의 유해

O 방치되는플라스틱 문제

。매립 처분지의 확보난

O매립 처분지의 지반불안정

O 다이옥신 문제

。환경이나 생물과의 조화

（1） 실용 가능한 기술로의 승화

O 다양한 시 장 요구에 맞는 제품

。새로운 시장의 창출

（2）시험 • 평가 방법의 확립

。정 확한 연구개발과 적절한 

경쟁을 위한 산업기반

（3）보급을 위한 사회시스템과의 조정

〈표 7>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프로그램

정보수집

• 전문지

• 학회 발표 논문

・ Data Base （문헌, 훽 트）

생분해성 고분자 

에 관계되는 정보

미생물에 의한 석유계 

고분자 등의 분해기술

검 토）

（기술 요구의 탐색）

1. 바이오케미칼 고분자

|발효기술| 고분자합성기술

①아미노산계

② 당질계

③폴리에스터계

2. 미생물 생산 고분자

미생물 활용 고분자 제조기술

①아미노산계

② 당질 계

③폴리에스터계

3・ 천연고분자

셀룰로우즈, 리게닌, 명주 등 

천연 고분자의 활용

4. 기타 기술의 탐색

(
포
루

T

머
의
 시
작
)

（평가） （미래기술검토과제）

1- 생분해성 I ।

2• 기능 | 1. 고순도 바이오케미칼 제조기술

* 강도 1 2. 신규 미생물 플라스틱 제조기술

• 성형성 一-A； 3•정밀제어중접합기술

• 내열성 । 4. 생체유래물질을 이용한 화학 I
• 내후성 ； 수식기술, 유도체 합성기술 등 |

二―I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업기술 체계로의 도전

고
분
자
 물
질
에
 
의
한
 
환
경
오
 염
의
 거

。감

r------------------------------- 1
； 1.바이오케미칼고분자 

①아미노산계

। ②당질계

<------ 1 ③ 폴리에스터 계 卜

। 2. 미생물 고분자 I

①아미노산계 |

②당질계 ।

③폴리에스터계 ।

! 3・ 천연 고분자

I 생분해성 제어 I
「기I 기술의 확립 

;1----------------------------」'

J 「
I
I I--------------------------- 1
I I I

고분자기능고도화」

I 기술의 확립

1_________________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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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합소재는 열가소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건조 

(流延乾燥) 등으로 성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공업적인 

성형법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 비닐시트, 부직포, 발포 성형체, 기타 

피막이나 고체성형물 등의 형태를 대상으로 공업적인 성형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성형체 중 부직포에 관해서는 공업적으로 성형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이 부직포는 미생물 분해 플라스틱을 

바인더로서 사용한다. 섬유부분에 천연섬유를 사용하면 전체가 

완전히 미생물 분해되는 부직포를 얻을 수 있으며, 코스트는 

종래의 부직포와 거의 같기 때문에, 기술개발한 

金井重要工業(株)에서는 이 완전 분해성 부직포의 용도로서 

봉지 •필터 •농업용 자재 등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미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의 비닐시트나 발포 성형체 등으로의 

공업적 성형에 관해서는 아직 테이블테스트 단계이지만, 이들 

여러 가지 형태에 관해서도 공업적 성형방법을 확립하여, 

포장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의 제품으로 되도록 

강력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3. 광분해성 플라스틱

⑴개요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태양광선의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 

고분자 고리를 끊어 수지의 물리적 성질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분자량이 낮게 되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광분해 활성제로만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안정제와 광분해 활성제의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하여 본래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일정기간 내에 

분해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에 이용되는 빛에너지는 

290〜315nm 범위인데, 각 플라스틱의 화학구조에 따라 이 

범위의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표 8). 그러나 보통 290nm 범위의 자외선 에너지는 

탄소一수소결합을 끊는 데 있어 충분하다.

〈표 8> 각종 수지의 자외선 흡수 파장

폴리머 자외선 파장 (nm) 폴리머 자외선 파장(nm)

Styren Acrlonitriel 290,325 Polystyrene 318
Copolymer Polyvinylchloride 320
Polycarbonate 295,345 Polyester 325
Polyethylene 300 Polypropylene 370

광분해의 가장 중요한 반응구조는 산화반응에 의한 분해 

(Photo Oxidative Degradation)인데, 이는 과산화물의 

분해로부터 시작된다.

이같은 기본 반응구조를 이용하여, 광분해성 플라스틱이 

연구•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플라스틱의 광분해기술에 

의해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광증감 작용이 있는 전이금속 (Fe-Nl-Ce) 이온과 

산화촉진제 및 광증감제 등을 첨가해 고분자 고리에 

광분해성을 부여한 것과, 다른 하나는 고분자 중합시 

분자고 리에 카르보닐기를 광증감제로써 도입하여 Norrish I, II 
반응에 의해 광분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미국의 Ampacet社(상품명 : P시ygrade I) 및 

Plastigone社(상품명 ： Litterless) 등이 이미 상품화되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후자에는 캐나다 Ecoplastic社의 Ecolyte 및 

Ecolytes와 같은 상품이 있다.

이밖에도 다우케미칼・UCC•듀폰 등이 E/CO형의 광분해성 

플라스틱을 시판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조양흥산이 지난 2월 

이스라엘의 Plastopil社로부터 기술 (Scott-Gilead System)과 

특허 및 판권을 도입하여 내년 초부터 시판할 계획이다.

⑵용도

。포장용 : 쇼핑백, 야채용 백, PP 및 BOPP 등의 랩핑용, 

병 및 용기, 쉬링크 필름, 멀티팩의 연결고리 

(Six Pack Ling) 등
01회용 제품 : 의약품, 위생용품 등

。농업용 : 멀칭 필름, 소형 터널 커버 등

덴마크 SOCO SYSTEM사의 지퍼

유럽시장에서 포장기계 전문 생산업체로 손꼽히는 덴마크 SOCO SYSTEM사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포장용 지퍼를 개발하여 

세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이 지퍼의 특징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박스를 개봉할 때 한 손가락으로 지퍼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개봉할 수 있다.

• 종전처럼 박스를 개봉할 때 가위나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용물 손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

• 지퍼는 바코드나 로고로 다양하게 컬러 

프린팅되었기 때문에 지퍼의 색깔에 따라 

박스 내용물을 쉽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박스가 개봉된 적이 있거나 새로운 

테이프가 붙여 있을 경우 지퍼가 떨어져

*연락처 : 제림패키징

전화번호 ： 718-3891/2
나감으로써 내용물의 안전과 분실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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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포장과 포장공해
“과잉포장은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포장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편집실역

서론 과잉포장에 관하여

산업발달과 함께 포장산업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새로운 포장재의 개발・ 

가공기술의 진보 및 개선•포장기계의 연구개발•유통의 혁신- 

생산성 향상•디자인의 고급화 등…

그러나 그 후면에는 i）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ii）과대 

（過大）포장•과중（過重）포장•과식（過飾）포장 등에 따른 

포장비의 막대한 지출（물가상승의 요인이 됨）과 같은 

역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1회용 용기의 보급화 

등에 의해 플라스틱 사용이 현저히 증가됨에 따라,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첨가되는 물질（안정제•가소제 등）의 유해성, 소각 

폐기 처리의 난이성,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음）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잉포장이나 포장공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法制化） 

실시와 함께, 적정포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과잉포장이란?

과잉포장은「과도하게 이루어진 포장」을 말한다. 무엇을 

척도로 하여 과도하다고 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의 대부분이 필요 이상의 포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과잉포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비자의 의견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과잉포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판매가격이 그 내용물 가격에 비교하여 그 차이가 

판매가격의 15% 이상인 것

（2） 용기에 내용물 이외의 공간이 1% 이상인 것

（3） 2차 사용을 목적으로 한 포장이나 용기

（4） 무리하게 끼워서 판매하는 등 포장의 부피가 커져

있는 것

（5） 사치스런 용기, 포장 혹은 간단하게 버리기 어려운 것 

과대포장 기준에 의거하며 과잉포장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논해 본다.

〈표 1> 과잉포장의 구분

（1）과대포장

내용상품을 넣고 그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도를 

넘는 큰 형태로 포장하는 것이다. （사진 1）
그 이면에는 외관을 크게 하여 가격이 싸게끔 느끼게 해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무언가의 속임수 내지는 기만적 의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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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사진 1> 과대포장의 예

만년필 장난감

〈사진 2〉과중포장의 예(구운 김 포장) 〈사진 3〉과식포장의 예(연어포장)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동종 경쟁품에 대한 

대항을 위해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또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과대포장인 경우도 포함된다.

주로 관광 토산품이나 선물용품에서 이같은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 과대포장에 관해서는 소비자 

쪽에서도 금액에 비해 될 수 있는 한 볼품이 있는 형태 및 

크기의 것을 원하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의향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반드시 업자측만을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용생활품에까지 이러한 포장이 침투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만적 상행위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여 비용 

상승이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일 외에도 빈 상자의 처리,특히 

발포 스티로폴제 용기 등 플라스틱 재료의 폐기나 소각처분의 

곤란 등 공해문제로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과대포장의 문제가 

한층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과대포장의 피해는 단순히 포장자재의 낭비로만 그치지 

않는다. 상품포장에 공간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수송기관이나 적재용량 및 보관기관의 수용능력을 낭비하고 

그 몫만큼 여분의 운임이나 창고료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소매점의 상품진열 선반의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 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유아 또는 

아동에게 주는 상업포장에 대한 불신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가 사는 케이스 포장 과자 등에는 과대포장의 것이 

많아서, 순진한 어린이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상업활동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심어주는 결과도 된다.

그러므로 과대포장은 경제 전체에 사회적 로스를 초래하는 

것이며,그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대포장은 해외(주로 구미지역)에서는 기만적 포장 

(Deceptive Packaging)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즉, 

과대포장을 하는 동기에 근거하여 비난의 뜻이 포함된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밖에 부실포장(Untruthful Packa- 
ging), 사기성 포장(Fraudulent P), 불정직 포장(Unhonest P), 
현혹 포장(Misleading P), 불공정 포장(Unfair P)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진다.

(2)과중포장

소매점이 판매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몇 

번이나 무의미한 포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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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2차 사용목적의 용기예

과일세트 K己 
TTT

예를 들면 셀로판에 들어 있는 와이셔츠를 종이상자에 넣고, 

백화점의 포장종이로 싼 뒤에, 또 쇼핑백에 넣어 주는 

것이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러한 판매 서비스를 

당연한듯이 무비판적,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가 좋은 것이라 여기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포장자재 및 상업노동력의 낭비이고, 포장비 

상승은 물론 물가상승에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게다가 빈 

상자나 종이의 폐기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대나 공해문제에도 

관계된다.

일본에서는 70년대 부인단체를 중심으로 포장지를 지양하고 

대신 보자기 사용 운동 등을 전개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자원절약•쓰레기 문제•비용절감 등에 기여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

（3） 과식포장

호화스런 용기나 포장으로 장식을 하여 고급품 이미지를 

부여, 포장에 의한 제품 차별화로 판매촉진을 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사진 3）

당연히 용기 가격이 올라가 내용물의 가격 이상으로 되는 

경우조차 있다. 용기가 너무 멋있으면 간단히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쌓아두어도 이용할 용도는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은 좁은 주택을 메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디럭스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과자류나 화장품, 

세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말없는 세일즈맨으로서의 포장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어서 셀프 서비스 판매의 보급과 함께 금후 더욱 더 

디럭스화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4 ）2차 사용목적의 용기

판매나 사용•저장을 위한 용기로서의 사명을 마친 후, 빈 

것을 다른 목적으로 2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일종의 끼워팔기식 판매라고도 말할 수 있다•（사진 4）

그러나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빈 용기를 일종의 

경품 또는 서비스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 용기가 마음에 들어 

내용물의 상품값 외에 용기 대금도 지불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납득한다면 과잉포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만약 그 용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끼워팔기 식으로 사게 

됨으로써 과잉포장적 색채를 띄게 된다. （사진 4）

이상 과잉포장을 4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했는데 그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과대포장이다.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오인 유도하여 속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가지는 지나침이나 낭비의 측면은 있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용기 및 포장을 원한다면 자유 선택에 맡기도록 하면 된다. 단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과중•과식・2차 사용목적의 

포장상품을 무리 하게 강요하고,보통의 용기 포장의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과잉포장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과잉포장의 요인 분석

（1） 내적 요인

치열한 상품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포장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포장의 기본 

목적과 역할의 선을 훨씬 넘는 막대한 비용이 포장에 지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실제 이상으로 내용품을 많아 보이게 하거나,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포장비 및 포장량의 증가는 물론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는 공정거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발전과 함께 다종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보급되어 

포장비 절감, 포장의 자동화 등 포장의 합리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물량의 증가 및 이들 폐기물의 처리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포장재로 플라스틱류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상품의 보호 또는 취급의 편리성 등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과잉포장의 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2）외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뽑을 수 있다.

근검절약의 정신보다는 편리성을 먼저 추구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과소비 풍조 등에 의해, 1회용 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과잉포장이 많아짐에 따라 포장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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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잉포장으로 인한 피해

과잉포장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우리에게 끼친다.

첫째, 물가 인상을 가져온다. （내용물에 대한 불균일한 포장비 

부담）

둘째,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폐기물 공해를 일으킨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포장량을 

최소화 하고 포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잉포장의 실태

（1） 포장비 비중이 큰 과잉포장

일반적으로 상품의 종류 및 그 사용목적에 따라 포장비가 

결정된다.

포장비의 비율은 내용물이 필수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필수품이 아닌 경우（선전품, 선물용품 등）는 

판매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포장비 지출이 많다.

메이커•소비자 단체•중립적 기관의 의견이 각기 다르지만, 

매출원가 가운데 유통경비를 50〜60%로 그리고 유통경비 중 

포장비를 20〜30% （매출원가의 10〜 15%）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비의 비중이 15〜2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이 감정에 의해 행해질 때가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 만큼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이용하여 포장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그 

이상의 판매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 포장비에 인색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포장은 그 상품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기업의 공익성에 충실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소비자는 이에 현혹됨이 없이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2）포장용적 비중이 큰 과잉포장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의 한도를 넘어 과대한 용기나 

포장을 실시한 것을 말하는데, 내용물이 포장용기의 50% 
이하이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소비자 단체나 주부클럽 등에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내용물이 전체 포장의 8할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이같은 의식은 물론, 물류비 절감,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포장용적 비중이 큰 

과잉포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4. 대책방법

（1） 기본적 방향

적정포장의 실현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중립기관（정부•소비자 단체 등） 등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망된다.

다시 말해, 과잉포장을 지양하고 적정포장을 실시하려는

기업의 의욕과 과소비를 줄이고 과잉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와 관련 업계와의 대화 창구는 

물론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부의 역할 등이 필요한 

것이다.

（2） 각계의 역할

a•관련업계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포장의 적정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및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포장비•공간용적의 비율에 있어서는 상품의 종류별 및 

특성별로 그 기준을 정해 검토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계는 호화스런 상품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얇팍한 상술을 

지향하고 건전한 소비풍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b. 소비자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는 포장 적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건전한 구매태도（적정포장된 제품만 구입） 확립과 함께, 

기업과 정부에 대해 수시로 인식을 새롭게 시키며, 적정포장의 

실현화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 일본의「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포장값 인하」운동 등）

C. 정부

적정포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업계가 상품의 종류별，특성별로 적정포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함과 함께, 학계•업계•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 

또는 믿을만한 기관 등을 통해 업계가 책정한 기준안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비교•심의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한 후 규제토록 한다.

O소비자와 관련 업계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용케 하며, 적정포장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적정포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시회 개최나 적정포장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자원절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포장 폐기물의 재생이용과 

관련된 기술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5•적정포장이란?

「적정포장」이란 상품의 품질보존, 취급상의 편이성, 

판매촉진, 안전성 등 포장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포장을 말한다.

다음에 열거되는 사항은 적정포장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다.

（1） 내용물의 보호 및 품질보존

포장이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수송•하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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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방습제•방수제•방청제 등의 

사용을 통해 내용물의 품질보존을 도모해야 한다.

（2）포장재료 및 용기의 안전성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리적•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인체에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포장용기 파손서 따른 위험, 식품의 포장재료 및 용기에 

있어 PCB 등의 혼입에 의한 인체에의 영향 등은 각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3）내용물에 적합하며, 판매（소매）단위로 이용될 것

상품에 따라서는 내용량에 차이가 없거나, 단수（端教） 표시로 

가격을 높이는 등 한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럴 경우 포장대금（代金） 지불이 불분명해지므로, 

내용량을 정확한 양으로 하고, 포장을 판매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내용물의 표시 및 설명 등이 적절할 것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내용물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밖에도 상품의 사용방법, 형태 등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요구된다.

（5）공간용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을 것

외관상 내용물을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하는 등의 

과잉포장은 물론 배제되어야 하지만,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에 내용상품 이외의 공간용적이 생기게 되는데, 

적정포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 공간용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간용적은 상품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합리성만 있다면,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공간 용적이 20% 이상도 될 수는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공간용적」이란 개별상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 상품을 묶어 포장했을 때는 단독 

포장의 합계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6）포장비가 내용물에 상응•합당할 것

포장비는 단순히 포장재료나 용기만의 비용이 아니라, 유통비 

및 작업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포장비를 

산출한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포장비는 내용물과 상응하여 적절해야 되므로 그 비율이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통상 상품가격의 15% 이하로 본다.

（7） 폐기처리에 적절한 것

폐기물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변화에 따라, 환경오염 

측면에서의 페기물 처리로 고심하고 있다.

전체 폐기물 가운데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가 

되므로 이같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폐기처리에 관한 기술개발과 매립지의 확보도 물론 중요하나, 

포장 폐기물의 감량화 및 처리의 적정화（재생이용 등）가

시급하므로 이에 공헌할 수 있는 포장재를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포장공해에 관하여

1. 포장공해란?

「공해」란 인간활동의 결과 또는 그 결과와 자연환경과의 

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개인•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 가운데 포장에 관계되는 공해는 포장 자체에 의한 것과, 

포장 폐기물로 인한 처리곤란 및 환경오염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포장 자체에 의한 포장공해는 주로 식품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포장재료에 함유된 독성이나 유해물질이 

내용물에 들어가 나쁜 영향을 주거나, 사용한 포장재료가 

저장중 내용물과 반응하여 변질 및 부패를 초래하는 경우 

이다

또한 포장 폐기물에 의한 포장공해는 사용되는 포장재의 

양적 증가에 의해 그 처리가 곤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사회문제화되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획기적인 폐기 및 

처리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포장 자체에 의한 포장공해는 생략하고 포장 

폐기물로 인한 포장 공해만을 다루기로 한다.

2. 포장공해의 요인

공해의 절반은 폐기물로 인해 발생된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구분되는데, 포장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에 포함된다.

폐기물 공해의 문제를 포장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석유화학 산업발달에 의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와 

One-Way 용기의 급증을 주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사진 5）

플라스틱은 경량성•용이한 성형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유리•판지•캔 등을 대체하여 

포장용기로 각광받고 있는데, 자연계에서의 물질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포장공해의 실태

포장 폐기물로 인한 공해에는 자연계의 물질순환을 

저해한다는 것 이외에도 자연 경관을 해치고, 병 조각에 의한 

상처•농약병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중독과 같은 인명 

피해 등을 포함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의 자체 

정화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가 

작은 경우는 매립지 확보에 따른 생활공간의 협소화도 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폐기물을 처리•재생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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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포장 공해에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표 1〉환경처의 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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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국의 업무내용

I 폐기물제도괴

。폐기물 관리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의 수립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 수립 및 시행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 연구 및 지원

。자원재생업의 육성•지원

I 생활폐기물과 I

。일반 폐기물（분뇨제외）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O일반 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O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업무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승인 

。일반폐기물처리의 허가및 지도•감독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폐기물과 I

。산업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 폐기물 처리방법•기준설정에 관한사항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및 지도•감독

。산업 폐기물 광역처리를 위한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산업 폐기물 발생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I 유독물질관리과,토양보전과 I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안전성 시험 및 심사

。토양보존을 위한종합대책 수립

。농산물의 오염방지 대책, 재배제한 기준설정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유해물질의 규제에 관한 대책 수립

관리국一표 1）,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점

모든 포장재료가 포장공해를 유발시키기는 하나,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플라스틱류이다. 그 이유는 재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고, 소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폐기의 문제점을멵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집의 문제점

플라스틱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의 70〜75%가 

수집 및 수송에 쓰여진다.

더욱이 혼소로（混燒炉）에 의한 플라스틱의 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플라스틱 

전소로（専燒炉）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2） 종말처리의 문제점

종말처리의 최종 목표는 배출된 폐기물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 방법에는 매립•소각 등이 있다.

매립처리는 폐기물 중의 유기성 부패 물질을 토양 속의 각종 

미생물에 의해 분해시키는 것인데,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대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토양화（부패）되지 않고 땅 

남아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플라스틱은 토양에서의 

발아방지 등 생태계를 위협하고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발생시키게 된다.

소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발열량이 5,000-11,000Kcal/Kg 
정도로 크기 때문에 소각 속도를 떨어뜨리고 소각로를 

손상시킨다.

。유독가스（염화수소•염소등）를 발생하고, 악취가 나며, 

그을림（찌꺼기）이 생긴다.

（3） 투기（投棄） 처리의 문제점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시민정신에도 크게 어긋난다.

매립에서도 문제시 됐던 플라스틱의 비（非）부패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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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은 물론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5. 대책

（1） 폐기물 수집과 재생

쓰레기의 수집비용이 폐기물 처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포장 폐기물의 부피와 크기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제품의 포장설계에도 이 점을 

감안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충재로 쓰이는 발포재는 포장의 부피를 크게 하므로 

수집 후 용융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종이•금속•유리 등은 비교적 회수율이 높은 편인데, 종이의 

경우 재생시 PCB 와 같은 오염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품포장에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되기는 하나, 그 양이 적고 재생시 

강도저하 등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각국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방出］ 모색되고 있는데, 그 방안에는 i）국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의 생활화, 行） 체계적인 회수시스템 확립（분리수거・、 

회수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2）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및 사용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의 

비분해성 플라스틱과는 달리,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의해 

분해 처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최근에는 구미지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분해성 플라스틱의 한계는 그 적용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분해성 플라스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긴 상품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3） 기타 공해방지 전략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부와 소비자가 관련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기준을 모호하게 하거나 일관성이 없게 하여 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밖에도 폐기물 발생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 론

과잉포장과 포장공해는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과잉포장은 곧바로 포장공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정포장을 

실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체계적인 회수 및 재활용도 포장공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지만,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대관 안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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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냉•난방, 전시대）

•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실 구조

•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주위 환경

•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임대료

평당 1,200원（부가세 별도）

상담처

센터 총무과 전화 762-94이

별관 3층

자료실 丁
1 중앙홀

1
제6실 （75평）

도서 열람실 （6喝）
r
I 제5실 （75평）

제4실（45평） 1
창고------------ T

제3실（45평） ।

중앙흘 | 제2실（7潮 

（60평 — 제1실（75평）

별관 2층

| 제7실（60평）

별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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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ect package

■ 듀폰의 포장재료 Bynel*  (Coextrudable Adhesive Resin)

* 은 듀폰의 등록상표입니다

티vax*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Mylar*  (Polyester Film)
N니cr이*  (A이d Copolymer Resin)
S이ar*  (OH/PA/PT/RB(Barrier Resin)
Surlyn*  (Ionomer Resin)
Appeel*  (Lidding Sealant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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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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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내 packaging

포장산업어쎠 쌓아온 듀폰이 경험과 

앞선기 술이 완벽한품질을약속합니다
듀폰은 1924년 셀로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포장업계에 소개한 이래 식품산업 

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포장재의 

내화학성, 봉함성, 인쇄성, 투명성, 차단성둥 

자연의 어떤 포장재료도만족시킬 수 없는 

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포장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해욌습니다. 

듀폰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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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포장을 

완벽하게 제공하여 줍니다 

귀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완벽한 포장재를 

원하신다면 먼저 듀폰으로 연락해 주y시오.

안국듀폰 주）

邂瞰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보다 나은 제품



자§카톤포장기•，日本自働
천세 패크만 자동카톤포장기
AUTOMATIC CARTONING MACHINE
제품공급에서 카톤박스에 삽입 및 봉함까지 
전 카톤포장 공정의 자동화

■ 높은경제성 ■우수한내구성 ■안정된작업성 ■소음극소화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砌

200 개/분 폭 25〜90 높이 15 〜65 길이 50-150
180 개/분 폭 30-130 높이 20 〜75 길이 60 〜200

C-52 70 개 /분 폭 20〜105 높이 20 〜80 길이 50—160
N-74 30〜 120 개/분 폭 22-127 높이 19 〜89 길이 57 〜254



精機㈱와기創 I휴〃
〈정부승인〉

천세 패크만 자동수축포장기
AUTOMATIC SHRINK RACKING MACHINE
제품의 집적（集積）에서 수축필름포장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自動化）

■ 인건비절감 ■포장원가절감 ■ 내장품 도난방지 ■ 미려한포장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 （mm）

폭 높 이 ! 길이 （공급방향）

PSW-200
15회/분

200 200 300
PSW-400 300 250 450

昌천네산업주식회사
CHEON SEI IND. CO., LTD.

포장기 사업본부 : TEL : （02厂기4-7592〜3 FAX ： 02）712-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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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을 위한 포장계의 노력
“기술개발 등을 통한 포장업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나, 환경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편집실역

깨끗한환경 만들기에 공헌하는 에코 라벨(Eco Lable)

환경보호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구미 지역에서는 환경측면에서 친숙하게 보이는 Eco Lable을 포장물에 부착하고 있다.

“Eco Lable”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 또는 

관련기구에서 심의하여 라벨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같은 Eco Lable이 부착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환경보호에 관한 경각심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각국의 Eco Lable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1•독일

다른 나라보다 먼저 1978년에 “Eco-Lable” 위원회를 설립한 

독일은, Eco-Lable로서 블루 엔젤(Blue Angel)이 잘 알려져 있다.

블루 엔젤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채택되어 70년대 서독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UN의 환경 프로그램에서 차용해 온 이 로고(블루 엔젤)는 

이삭이 그려진 원 안에 평화의 상징인 엔젤이 나타나 있다. 

루-» 안에 쓰여 있는 “Umweltfreundlich (환경) 및 Weil (친숙)” 

이란 단어는, 환경보호에 대한 제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루 엔젤이란 로고를 만든 것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은 로고를 사용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i )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제품과의 차별화, ii) 기능•안전성과 

같은 제품의 신뢰도 향상, iii)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조방법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이다.

품질보증을 해 주는 독일협회 즉, RAL의 상무이사인 

Wolfgang Schirmei씨는 Greenpak '90에서 말하기를, "블루 엔젤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제품당 연간 200〜2500 
달러인데, 이것은 연간 제품 판매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은 환경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누구나가 어떤 제품이 블루 엔젤 로고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로고의 

최종 사용여부는 FEA(German Federal Environment Agency) • 
환경라벨심사원.RAL 등에서 결정한다.

—독일一 -노르웨이一

-캐나다一 ―일본一

〈그림 1> 구미 지역에서 사용되는 Eco Lab&들

〈표 1〉각 나라의 Eco Labeloil 관한 개요

국 가 심의기관
비 용

(1) and/or (2)*
사용기간 대중의견 반영

독 일 독립기구 (1) 3 년 대중의견 적극 반영

캐나다 독립기구 (1) 과 (2) 3 년 일정기간 동안 반영

일 본 국 가 (2) 2 년 —

노르웨이 독립기구 (1) 과 (2) — —

스웨덴 독립기구 (1) 과 (2) — —

핀 랜드 검 토 증

덴마크 일반 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수용은 미흡

*(i) 심의비용 (2)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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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라벨 사용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된 제품은 소비자품질검사협회의 테스트를 거쳐, FEA와 

협력관계에 있는 RAL에 의해 심의되는데, 심의에서 통과된 

제품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한 후, 블루 엔젤 심볼을 사용하게 

된다. 제조업자가 지불한 비용은 이들 기관의 진흥 및 

관리기금으로 쓰인다.
」이같3 결정은刀.물 등에 발표되어 널리 홍보된다.

이 심볼을 사용하는 제품 품목은 매우 다양한데, 53개 품목 

3500여개에 달한다. 품목이 주요 카테고리에는 i ) 오염도가 

낮은 페인트, ii) 회수가 가능한 재료(종이•알루미늄・ 

플라스틱 등)로 만든 제품 iii) 밧데리, iv) 염화불소 

(Chlorofluoro-Carbon : CFCS)가 포함되 지 않은 제품, v) 가정 용 

화학제품 등이 들어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서비스가 독일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검토한 것은 1985년부터였다. 그 때 가장 의문시됐던 점은,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해 캐나다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는 것이었다.

시장 조사 실시 후,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Green 

Consumerism”이 확산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고자 했다. 또한 “Green”이란 

개념은 더욱 확산되어,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캐나다의 Eco-Lable은 3마리의 비둘기가 합쳐져서 단풍잎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라벨이 부착되는 것은 i )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ii) 재활용된 셀룰로우즈로 된 

건축재, iii) 정제된 오일로 만든 윤활유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제조업체들이 Eco Lable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 등의 비용을 그들이 부담한다.

Eco Label을 제품에 사용한 것은 불과 5〜6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용범위도 적지만,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Eco Label의 적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서 제품에 Eco Label을 부착하려면, 캐나다표준협회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재생산업

(CSA)로부터 자격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통과된 제품은 

인가료(3년간 라벨 사용료)를 내게 된다.

Eco Label 사용에 관한 것은 환경선발위원회(캐나다 

환경사무국 하에 있는 연방 환경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독립기구)가 맡고 있는데, CSA의 협조를 받고 있다(예 ： 

자격심사 등). 환경선발위원회의 역할은 CSA의 심사를 받은 

제품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자격심사 기준은 'Rs，즉, 재생산 

(Reduce) ・ 재 사용〈Reuse) • 회 수(Recycle) 등이 다.

3•일본

일본은 1989년 2월 “Eco Mark” 라벨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다른 선진 나라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용범위는 

넓다.

。사용시 오염의 염려가 없는 제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

。폐기시 오염을 유발치 않는 것

。환경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이같은 기획을 위해, 국가에서는 Eco Mark 사무소를 

설치하여 관련 제품(가정용품•캔 •회수 플라스틱 •병•밧데리 

등)의 리스트 정리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관련 제품에 대해 

Eco Mark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Eco Mark 사용이 결정된 

제품은 사용료를 지불한 다음 2년간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4. 기타 국가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도 독일의 '블루 엔젤'과 비슷한 

라벨링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의 확산을 위해 “Green Consumer”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의 슈퍼마켓에서는 Eco Label과 비슷한 라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상품 제조업체에게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제품을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으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문 등을 배포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Green Spot 
자문회에서 만든 “Green Spot”이란 Eco 라벨이 쓰이고 있다.

본 글은 월간「한국플라스틱」'90년 6월에 게재된 “이탈리아 플라스틱 

재생기술”과, 이탈리아의 잡지「macp* 년 5월호에 실린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에서 일부 발췌했음.〔편집자 주〕

1• 플라스틱 재생산업의 현황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재생산업은, 여러 번에 걸친 국제 원유
〈사진 1> 회수 및 처리 •가공 되어 만들어진 플라스틱 입자 (1차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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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이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초래함에 따라, 플라스틱 

가공업계가 폐품 플라스틱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자료에 의하면(이탈리아 플라스틱기 계제조협회 •이탈리아 

통계국), '87년 말 기준으로 재생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이탈리아 열가소성 플라스틱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는데, 

이는 전문업체들이 운영하는 복합적인 공정을 거치는 플라스틱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 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 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고 있는 

플라스틱 부산물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되어 재생되는 폐플라스틱은 

본래의 플라스틱보다 물성이 크게 뒤지지 않으므로, 재생 

플라스틱 단독이나 또는 플라스틱 수지 원료와 함께 혼합되어 

일반적인 플라스틱 가공설비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

2.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재생기계설비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 제조업은 우수한 

재생기계설비 및 제조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플라스틱 재생산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재생 플라스틱 제품은 쓰레기 

봉지로, 재생 플라스틱 총 소비의 20%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쇼핑용 백, 포장용 부대 등을 재생한다.

3. 생활 폐기물로부터의 플라스틱 재생

생활 폐기물로부터 플라스틱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재생라인이 경제성을 갖도록 선행조치가 필요한데, 가장 

1차적인 것이 오염방지이다.

이밖에도 수거에 앞서 수거대상 플라스틱 폐품의 종류 및 

수량•형태와 규격•연중시기에 따른 제반변화•오염 및 

부폐정도•오염종류•시간당 또는 연간 생산능력 등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 재생설비 등을 산정해야 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PET 병의 회수 

및 재활용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PET 재생을 위해 폐기된 

PET를 투명시트(최저두께 0.15mm)로 전환할 수 있는 일괄 

재생공정을 개발해 내기도 했다. 제품(시트) 생산능력은 시간당 

300〜 350kg 정도이다.

또한 대형 판매점을 중심으로 용기 수집기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음료용기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수집기에 던져진 용기는 잘게 

썰어진 후, 수집백에 모아져 수집센터로 운반된다.

수집센터에서는 자동 시스템에 의해 PVC와 PET를 폴리머 

유형에 따라 분리하고, 캡과라벨 등과같은부속물등을제거한 

다음, 습식절단장치에 의 해 일정한크기의 입자로 만든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입자는 다시 건조과정을 거쳐 저장 사일로 

(Silo)로 보내져 판매를 위해 중량별로 부대에 포장된다.

'88년 이태 리의 1인당 음료소비는 262 리터 였으며, 이 가운데 

1인당 포장별 소비는 플라스틱 용기 70리터, 유리용기 173리터, 

알루미늄 및 테트라 팩 19리터로 나타났다.

4.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기술적 사항

더욱이 재생원료 사용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압출라인도 개발했다. 강압식 공급장치에 의해 

분류•세척을 한 폐플라스틱뿐 아니라, 기타 폐플라스틱도 

처리하고 있는데, PVC의 경우 Die-Face 절단장치, 폴리올레핀은 

수압절단(WaterCutting)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재생설비는 강도나 내구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특별제작된스크류가달린이중스크류압출기를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가동된다.

재생 플라스틱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에 대한 내열성 및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상업적 

효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탈리아의 이같은 재생설비 및 

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은행

영국의 Smith Container社와 Northamptonshire Country 

Council으 환경보호는 물론 플라스틱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 

PVC 및 PET 용기를 수거 •재생하는 재활용 은행을 설립하였다.

Towcester 지역 11개소에서 플라스틱 병 처리를 위한 

예치금제•수집 및 분류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집되는 용기들은 i ) 소프트 음료•미네랄 워터•식용류 등에 

사용되는 PVC와 PET 병, ii) 세제 •세척제에 쓰이는 

폴리올레핀계 등이다.

이 은행은 자체 또는 일반인들의 기탁에 의해 용기들을 

수거하고 있고, 용기의 몸체 및 뚜껑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폐플라스틱의 재생이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은행 앞에 정보 안내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단 수집이 되면, 압착시켜 더미(Bale)화 한다. Smith's와
〈사진 1> 소비자들이 재활용 은행에 보내온 폐플라스틱의 더미(용기와 뚜껑을 

분리 회수함)

72 「포장기술』46. 1990. VOL. 8



NCC는 종류별로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분리가 되면 경제성(가격)이 높아진다.

더미화된 폐플라스틱은 European Vinyls Corporation 

(EVC)과 같은 재생처리시설로 보내져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류된 후 알갱이 상태의 수지로 만들어진다.

무공해「녹색상품」개발

유럽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공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무공해 상품인 

환경적합상품 즉, 녹색상품(Green Products)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네덜란드•영국.덴마크 등 유럽 4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0%가 환경문제라고 응답해, 실업- 

인플레•빈곤 등 경제적 문제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 중 많은 수가 기존 제품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녹색상품」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업화에 성공한 

업체로는 덴마크의 슈퍼마켓 체인인 '이르마 AS，를 뽑을 수 

있다. 이 업체는 첫단계로 슈퍼에서 상품을 포장할 때 PVC 랩 

사용을 금지토록 했는데, 만일 이를 위반했을시는 체인점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재활용 은행은 정부나 산업계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한 최초의 민간단체로서, 플라스틱도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커피필터 •화장지 등 종이 제품을 염소 표백제가 들어 있지 

않은 재생용지 제품으로 대체하였^, 모든 제품목록과 인쇄물에 

납과 카드뮴이 들어있지 않은 잉크를 사용케 했다.

이같은 조치를 실시했던 초기에는 상품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지만,「녹색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에 매년 수 십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제품인지도 

확산에 주력,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60%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 소매점에도 수출을 확산했다.

또 서독의 AEG 가전사는 거품조절을 통한 세제 절약형 

세탁기를 개발하여 판매증진을 꾀했으며, 스웨덴의 헥사곤 

그룹 산하의 한 과자 생산업체는 비스켓을 무공해 용기로 

포장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같은 유럽 기업들이 움직임은「녹색소비자가이드」란 

책자를 탄생시켰는데, 소비자들에게 녹색상품의 쇼핑 장소와 

구입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자는 발간 1년만에 30만부 

이상이 팔렸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주지케 하여 녹색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자료인용 : 한국일보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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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포장 정보 회원제 이용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진흥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G 자인 ・ 포장 정보 各 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자인 • 포장 정보 占원제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와 혜택을 드립니다.

정보 서비스 방법

종 류 대 상 수 수 료 비 고

가 열람 서비스 회원•비회원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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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편 서비스 회 원 복사료에 준함

라 팩시밀리 서비스 회 원 A4 ： 1,000원（1매당） 전국 동일

마 해외 문헌정보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 회 원 자료수집비 + 阴항 또는 @항 수수료

바 수탁 자료조사 서비스 회 원 실경비

사 기술 상담 서비스 회원우대 무 료

무료 증정자료

• 산업디자인（격월간） • 포장기술（격월간）

• 디자인 •포장정보（월간） •최신 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 교재（수시）

회원가입

•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A 급 회원 …… 단체 및 업체...... 연 20마원

B 급 회원 …… 개 인.......  연 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 （소정양卬와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 경리과 또는 은행 온라인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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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혜택

• CAD 장비 사용（주 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자료복사료 3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 내 할인

• 교육연수 수강료 20% 할인

문의처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0226〜7

Fax ： 02-745-5519

步한구디자으포장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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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커피의 흡습특성과 저장수명
“흡습성은 동결건조 커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PET 병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포장할 경우, 상온에서 

7〜9개월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종률 동서식품일본동경人무소

본 연구는 동결건조Freeze-Dried) 

커피, 분무건조 (Spray-Dried) 커피 및 

아그롬 (Agglomerated) 커피 등 3종의 

인스턴트 커피의 특성을 예측하여 비교하고, 

이들을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할 때 

저장조건별로 저장수명(Sh이f-Life)을 

예측한 것이다.

실험방법은 인스턴트 커피류의 초기 

수분함량과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물리적 변화시점의 수분함량을 

구하였고, 이들 인스턴트 

커피류를 일정한 투습도를 갖는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각기 다른 세 

조건에서 저장실험을 실시하였다. 

저장실험 중에 수분함량변화, 향기성분분석 , 

관능검사 등의 방법으로 품질변화 시점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임계 수분함량을 결정하여 각 저장 

조건별로 저장수명 (S씨f-Life) 을 

예측하였다.

실험결과 인스턴트 커피류의 초기 

수분함량은 동결건조 커피가 3.17%, 

분무건조 커피가 3.66% 아그롬 커피가 

4.23%였고, 수분 활성도(Water Activity) 

는 0・33〜0・44였으며, 임계 수분함량은 

5・82〜6.31% 범위에 있었다. 

0・002g/PKG・day 의 투습도를 갖는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저장수명을 

예측한 결과, 동결건조 커피가 분무건조 

및 아그롬 커피에 비해 약간 저장기간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온유통20℃ & 40%RH)의 조건 하에서 

약 7〜9개월의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내용요약〕

I•서론

인스턴트 커피류는 건조식품으로서 

일반 건조식품과 마찬가지로 품질은 

흡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Harris (1974) 

등의 연구에 의하면 가용성 커피류는 

건조방법, 산소함량에 따라 저장중 

색깔•향기•풍미 또는 외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변화는 

Headspace의 가스처리보다는 초기 

수분함량이 저장수명(Shelf-Life)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어떤 적절한 수분으로 조절된 

인스턴트 커피가 흡습하면 산화•갈변등의 

화학변화와 물성의 저하를 촉진하게 

되고, 수분 활성도(Water Activity)가 

높아지면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 쉽게 

되며, 특히 곰팡이의 공격을 받기 

쉬워진다. 또한 산소(0»에 의한 

Coffee Oil의 산패, 향미손실 등도 품질 

손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스턴트 커피류를 어떤 특정한 

용기에 포장을 하여 상품화할 경우, 

그 제품에 따른 저장수명(Shelf-Life)을 

예측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포장 재질의 다양한 개발과 

발맞춰 더욱 더 절실하다 하겠다.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건조식품의 포장 

용기류는 대부분이 금속관, 유리병 등 

으로 방습성 및 가스차단성이 거의 

완벽한 포장 용기류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복합층 플라스틱 또는 단층 

플라스틱 용기류의 발달로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류는 방습성, 가스차단성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용기 재질에 따라 

정확한 특성을 알고, 포장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Oswin은 일정한 저장 

온습도 조건 하에서 포장된 식품으로 

투과흡습되는 수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Heiss는 이 

식을 응용하여 식품의 등온 흡습곡선, 

포장재의 투습도 등을 연관시켜 

저장수명을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인스턴트 커피류 

(동결건조 커피, 분무건조 커피, 

아그롬 커피)의 자체 물성을 분석하여 

흡습 특성에 따른 변화 또는 기타 

품질 지표를 찾아내고, 이러한 세 종류의 

커피를 종래에 사용하던 유리병 대신 

PET(Polyester)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할 

경우, 저장중의 변화 경향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PET 플라스틱 

용기를 인스턴트 커피류 품질에 도입할 

때의 저장수명을 예측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용으로 사용한 인스턴트 커피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동결건조 커피('맥심' 100g 유리병 

포장제품), 분무건조커피 ('맥스웰 화인 

100g 유리병 포장제품), 아그롬커피 

(，맥스웰 그래뉼' 100g 유리병 포장제품) 

를 사용하였다.

실험용으로 사용한 PET 용기는 

(주)동양나이론에서 시험 생산된 용적 

425cc, 두께 0.4〜0.7mm의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용기로써 인스턴트 커피를 

100g 포장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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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화 염용액에서의 상대습도

포화 염용액

상대습도 (%)

온 도 Oc)
20 30 40

Lithium chloride 12 12 11
Potassium acetate 23 22 20
Magnesium chloride 33 33 32
Potassium carbonate 44 43 42
Sodium bromide — 56 —
Sodium nitrite 66 63 62
Sodium chloride 76 75 75
Potassium chromate 87 86 —
Potassium nitrate 93 91 88

* - : 비측정

〈표 2> 차이척도 시험법에 의한 분류 (DS)
차이도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차이 없음 (No difference)
아주아주 미미함 (Very Very Slight)
아주 미미함 (Very Slight)
아주 미미함-미미 함 (Very Slight to Slight)
미미함 (Slight)
미미함-보통 (Slight to Moderate)
보통 (Moderate)
보통-많음 (Moderate to Large)
많음 (Large)
많음-매우 많음 (Large to Very Large)
매우 많음 (Very Large)
전혀 다름 (Atypical of the Product Type)

2. 분석방법

가. 수분함량

각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취해 1。5℃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초기 수분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이 시료를 PET 용기에 

100g씩 포장하여 각 저장 조건별로 

저 장하고, 1주일마다수분을즉정 하여 

흡습량 및 투습 경향을 측정하였다.

나. 평형수분

포화 염용액을 이용하여 20℃ , 30℃ 및 

40℃ 에서 각 시료의 평형수분을 측정 

하였는데, 각 온도을 따른 포화 

염용액의 상대습도는〈표 1〉과 같다.

측정방법은 준비된 염류를 이용하여 

포화 염용액을 만든 후 데시케이터에 

넣고 각 시료를 약 夕4g씩 패트리디쉬에 

취해 데시케이터마다 4개씩 넣는다. 

넣어진 시료를 L2일마다 중량을 측정하여 

수분흡습에 의한 중량변화를 체크하면서 

중량변화가 정지되는 시점 즉, 

평형수분에 도달할 때까지 측정한다. 

측정된 평형시료의 무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평형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EMC=(W2-w】)+%H2“!의 x(W2)
2 / 100-%H2O ' '

W1(------------스 )
100 '

EMC =주어진 포화 염용액의 상대습도 

하에서 시료의 평형수분 함량 

(% dry basis)
Wi =시료의 초기 무게(g)
W2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시료의 

무게 g)
。/由2。=시료의 초기 수분함량(%)

다. 향기성분

각 시료의 초기 향기성분을 분석 후, 

각 저장조건별로 저장하면서 1주일 

단위로 총 Aroma를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는 가스분석기(GC 5800, HP)를 

사용하였으며, External Sparger, Unacon 

Concentrator 및 Capillary Colum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시료 1g을 Volumetric 

Flask에 취한 후 증류수로 100ml가 되게 

채운 다음 완전히 흔들어서 용해시킨다. 

피펫으로 용액 5ml를 20ml의 Vial에 취한 

후 “Purge and Trap Method"에 의해 

분석하였다.

라. 수분 활성도

건조식품 또는 반건조식품의 저장 

안정성은 가용성 즉,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 수분활성도(Water Activity)에 

의존된다.

Aw=P/Po = %ERH/100 ............. (2)

P =식품중의 수분의 증기압(mmHg)
Po= 식품과 동일한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 (mmHg)
%ERH=식품과 평형상태를 이루었을 때의 

% 상대습도

마. 투습도

투습도 측정방법은 포장재료 및 포장 

용기 측정법 등이 있으며 포장재료의 

투습도 측정단위는 g mm/m224hrmmHg 

로 표시된다• 본 실험에서는 포장용기에 

대한 투습도를 측정하였다.

PET 용기의 투습도는 기기에 의한 

ASTM F-372-78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용기기는 PERMATRAN-W1(MOCON

Co・, USA)였고, 측정 단위는 g/PKG 
day, (40℃ & 90%RH)로 나타냈다.

바. 관능평가(Sensory Evaluation) 
전문적인 관능검사 요원 5명으로 

하여금 표준 시제품 및 저장 시제품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은 차이척도 시험법(Scala〕 

Difference from Control Test)을 

사용하였으며, 차이척도 구간은〈표 2〉와 

같이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에서 차이도가 

5 이하인 경우를 품질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 저장수명(Shelf-Life)의 예측 

실험에 의해 얻어지는 각 시료에 

대한 초기 수분함량 임계 

수분함량과 PET 플라스틱 용기의 

투습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며 포장된 제품의 저장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_(Wc—Wo)X100 
t=P(%RHs-%RHo) ⑶

t =제한된 수분함량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 (day)
Wo =실험초기 시료의 중량(g)
Wc =싛험맡기 시료악-즁량(g)
P =저从온》W>PET 용기의 

투습도 J

%RHs= 저장상대습도

%RHo=실험초기 시제품의 수분함량에

상응하는 상대습도

식 (3)의 사용은 등온 흡습곡선이 

직선임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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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 계수분점 (Caking Point) 까지 

작게 구분하여야 하며,

저장수명에 대한 방정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구간별로 

적용했다. 따라서 저장수명은 그러한 

등온 흡습 구간을 모두 합하여 저장조건에 

따라 한계 수분함량에 이르는 총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등온 흡습곡선상 임의의 구간을 

지정하여 직선임을 가정하고,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함으로써 

저장수명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임의의 

구간은 초기 수분함량에서부터 임계 

수분함량까지를 말하며 Brunauer (1939) 
등이 유도해 낸 BET 방정식에 

의해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할 수 

있다

Brunauer 등이 유도한 BET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표 3> 온도에 따른 물의 수증기압

온 도C) 0.0 0.2 0.4 0.6 0.8

-10 2.149 2.116 2.084 2.050 2.018
-5 3.163 3.115 3.069 3.022 2.976

0 4.579 4.647 4,715 4,785 4.855
5 6.543 6.650 6.728 6.822 6.917

10 9.209 9.333 9.458 9.585 9.714
15 12.788 12.953 13.121 13.290 13.461
20 17.535 17.753 17.974 18.197 18.422
25 23.756 24.039 24.326 24.617 24.912
30 31.824 32.191 32.561 32.934 33.312
35 42.175 42.644 43.117 43,595 44,078
40 55.324 55.910 56.510 57.110 57.720
45 71.880 72.620 73,360 74.120 74.880
50 92.510 93.500 야4.400 95,300 96.300
55 118.040 119.100 120.300 121.500 122.600
60 149.380 150.700 152,100 135.500 155.000

기존 수분함량 

측정 (I.M.C.)
평형수분 측정 

(E.R.H.)

P 1 c-1 P
________  ——_____ 1____ ............ ...........
a(Po-P) 如」Po

시료의 위 험 

수분측정

a =식품의수증기압에해당되는 100g 
식품중의 수분 g수

P =식품의수증기압

Po=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과 수증기압

c =홉착열(Heat of Adsorption)과 관련된 

항수(Constant)
ai = 100g의 완전 건조상태의 식품에 흡착된 

단일 분자막에 상당하는 수분 g 수

실제유통기 후 및 습도 

의 상황으로 환산

보관수명결정

〈그림 1> M.S.U. 방법을 이용한 저장수명의 평가

포장재료의 

투습도 측정 

(W.V.T.R.)

식 ⑷의 양변에 100을 곱하면 식 (5)가 

된다.

P(100) 100 c-1 
旃工)=卓+[7〈1。。义

P
记 .......(5)

식(5)에서 100XP/P。는 바로 

상대습도(RH)를 나타내므로 상대습도를 

x축에, P(lOO)/a(Po —P)를 y축에 

표시한 선을 그리면 직선을 얻는다. 

이 때 얻어진 직선의 경사는 c-1/mc이며 

이 직선의 절편 (Intercept)은 

lOO/^c가 된다. 이 두 수치에서 如, 즉 

단일 분자층에 해당되는 100g 식품중의 

수분함량을 구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물의 수증기압은 

〈표 3〉와 같다.

식 (5)에서 P/P()= Aw이므로 Aw에

대한 BET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Vm =

1

Cy-절편
(8)

Aw 1 Aw(C-l) 
(l-Aw)M Vm C * Vm C

M = 흡습된 양(g)

Vm = Monolayer Value

Aw=Water Activity, (P/Po)

Qs/RT

C=Ke

Qs=Heat of Sorption

K=Factor 스니

Aw를 X축, Aw/(I-Aw)M을 y축으로 

그리면, 기울기는 C-1/VmC이고 y 절편은 

1/VmC이 된다. 그러므로 ⑺과 

(8)로부터 C,Vm을 구할 수 있다.

C 二 기울기

— y-절편
⑺+ 1

본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M.S.U. 
(Michigan State University)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수명기간을〈그림 1〉과같은 

과정을 통해 식 (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세 종류의 커피에 대한 초기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포화 염용액을 

이용하여 평형수분을 측정한 다음 

시료의 위험수분을 결정한다. 이 때의 

위험수분은 물성의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관능적 맛의 변화시점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임계 수분함량을 구하고, 

이 값을 포장재료의 투습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식 (9)로부터 저장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He-Hc、
In [---------]

i He-Ho 丿
100 PAPo 

Wal
• tc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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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보존상태에서의 외부 상대습도(%) 

Hc=임계점(상품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되는 

점)에서의 상대습도(%)

Ho=초기 수분과 대응되는 점의 상대습도(%) 

P =투습도(포장 재료) (g mm/m2 24hr 

mm Hg)
A = 포장면적 (m?)

Po=보관 온도 하에서의 수증기압 (mmHg) 

w =포장중량 (g)
a =저장수명 예측실험 결과 얻어진 Ho, He의 

기울기

I =포장재료의두께 (mm) 

tc =보관수명기간 (day)

III. 결과 및 고찰

세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서로 다른 세 

조건에 저장하면서 수분함량의 

변화측정, 향기성분의 변화측정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측정 

결과로부터 임계 수분함량을 각각 

결정하여 저장수명을 예측하였다.

1. 커피 종류별 등온 흡습곡선

각 인스턴트 커피의 초기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 건조법에 의한 측정결과, 

〈표 4〉와 같다.

초기 수분함량은 동결건조 커피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분무 

건조 커피, 그리고 아그롬 커피의 순으로 

나타났다.

니------------- 卜
44 66

〈그림 2> 20℃에서의 등온 수분 흡습성

평형상대습도 (%)

〈표 4> 각 인스턴트 커피의 초기 수분함량

커 피 종 류

동결건조 분무건조 아그 롬

초 기 

수 분 

함량 (%)

3.17 3.66 4.23

시료의 종류별 평형수분의 측정은 

포화 염용액을 이용하여 20℃ , 30℃ 및 

如℃ 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2〉〜〈그림 4〉와 같다.

등온 흡습곡선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조건에서

동결건조 커피의 흡습성이 분무건조 커피와 

아그롬 커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동결건조 커피의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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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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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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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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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42 62

평형상대습도 (%)

■ : 동결건조커피

■+ : 분무건조커피 

・ : 아그롬커피

〈그림 4> 40℃에서의 등온 수분 흡습성

78 「포장기술」46. 1990. VOL. 8



T
o
t
 a
— 
A
r
o
m
a
 (
p
p
m
)

0 1 2 3 4 5

보관기간 (Weeks)

〈그림 5> 20℃ & 60% RH에서의 Total Ar이n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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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0℃ & 75%RH에서의 Total Arom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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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 분무건조커피

•-------• : 아그롬커피

〈그림 7> 40℃ & 90% RH에서의 Total Aroma 변화

홉습성은 다른 커피에 비해 보다 짧은 

저장수명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Iglesias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커피류의 수분활성도(Aw)는 Heiss 등이 

발표한 'Critical Maximum Water 

Activity(Aw) Values for Some Dry 
Foods'에서 제시된 Soluble Coffee의 

수분 활성도가 0.45인데 비하여 낮은 

값인 0.35O44의 범위에 있었다. 또한 

동일한 시료를 온도에 따라 흡습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한 결과는 

낮은 온도일수록 동일한 포화증기압 

하에서 더 많은 수분함량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동일 제품 

일지라도 똑같은 포화증기압 하에서는 

낮은 온도일수록 수분흡습의 양이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분흡습이 낮은 온도에서 더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는 

수증기 분자들의 낮은 운동에너지가 

수분흡습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스턴트 커피류의 저장중 물성변화

1) 향기 성분의 변화

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3가지 다른 조건 하에서 저장할 때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향기성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그림 5〉는 20℃ & 60%RH, 
〈그림 6〉은 30℃ & 75%RH,〈그림 7〉은 

40℃ & 90%RH에서 저장중인 각 커피의 

향기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향기분석 결과, 동결건조 커피가 초기 

향기성분이 가장 풍부했으며, 

저장조건별로 보면 40℃ & 90%RH 에 

저장한 시제품에서 향기손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외의 

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Total Aroma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PET 플라스틱 용기의 

가스차단성이 완벽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양의 향기를 손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기성분은 Light Aroma, 
Medium Aroma, Heavy Aroma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여기서는 

Total Aroma로 나타냈다.〈그림 5〉〜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수분함량과 온도에 따라서 향기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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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관능적 맛의 차이에 있어서는 

최초 Total Aroma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Total 
Aroma가 300 ppm 이상이 되어야 

관능적인 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즉, 동결건조 커피의 경우에 

있어서는 40℃ & 90%RH에 저장한 

시제품인 경우에 5〜6주에서 Total 
Aroma가 300Ppm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초기 Total Aroma가 

분무건조 커피나 아그롬 커피 보다 2〜3배 

많은 양의 Total Arom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기 손실에 대한 

관능적인 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무건조 커피의 경우는 40℃ & 
鄕RH에 저장했던 시제품에 있어서 7~ 

8주 저장 후 Total Aroma 손실이 300 
ppm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 때 관능적인 맛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그롬 커피에서도 분무건조 

커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 종류의 커피에 있어서의 

임계수분함량의 결정 기준은 동결건조 

커피는 물성변화（Caking, 변색）를, 

분무건조 커피와 아그롬 커피는 관능적인 

맛의 변화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수분함량의 변화

세 가지 다른 조건에 저장중인 

시제품을 1주일 단위로 채취하여 흡습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2tfC & 60%RH에서는 아그롬 커피가 

가장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분무건조 커피, 동결 건조커피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 흡습한 수분의 

양은 세 종류의 시료가 거의 유사하게 

1%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각 시료의 흡습 

정도는 각 시료의 흡습 특성보다 

포장용기인 PET 플라스틱 용기의 투습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 & 75%RH 와 40℃ & 90%RH 에 

저장한 시제품에서도 20℃ & 60%RH에 

저장한 시제품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흡습한 수분의 양은 L5〜2.0%로 20℃ 
& 60%RH보다 0.5~1.0%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저장 온습도가 높을수록 용기 내로 

흡습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Labuza 등이

발표한 흡습에 의한 보관수명의 가속 

실험을 행하기에 적합한 결과였다.

각 시료의 저장조건별 수분변화는 

〈그림 8〉〜〈그림 10〉과 같다.

2 ------------ •------------ 1------------ 1------------- 1------------ 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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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 & 60% RH에서의 수분변화

수
분
라

0(%
' w

e
t
 
b
a
s
i
s
)

2 버-------- 1----------- 1------------ 1------------ 1------------- 1------------ 卜

0 1 2 3 4 5 6
보관기간 (Weeks

수
분
랄
%
'

 w e

〈그림 9> 30℃ & 75% RH에서의 수분변화

■---B : 동결건조커피

+-------+ 분무건조커피

•-------• : 아그롬커피

〈그림 10> 40℃ & 90% RH에서의 수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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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스턴트 커피의 차이척도시험법

조 건 종 류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2 이C 동결건조커피 3 4 5 4 5 4 5 5
60% 분무건조커피 4 3 4 5 4 5 4 5
RH 아 그 롬커피 3 5 4 3 4 6 5 5
301 동결건조커피 4 4 5 5 4 6 5 5
75% 분무건조커 피 4 3 4 3 3 5 4 4
RH 아 그 롬커피 4 4 4 3 4 6 4 5
40匕 동결건조커피 4 5 5 6 5 5 6 5
90% 분무건조커 피 4 5 5 5 6 5 6 6
RH 아 그 롬커피 5 5 5 5 5 7 6 7

〈표 6> 각 온도에 따른 인스턴트 커피의 임계수분함량

커피종류

임 계 수 분 함 량 

(%, dry basis)
C가Ung 수분함량 

(%, (ty basis)

2 이C 30匕 4or 2 어C 3or 4 이C
동결건조 7.39 7.53 5.37 8.96 8.52 6.21
분무건조 6.31 6.62 5.82 7.23 7.64 10.28
아그 롬 6.31 6.67 6.31 9.66 10.78 8.96

〈표 7> 각 온도에서의 시료의 기울기와 y절편

온도 커 피 종류 기 울 기 절 편

동 결 건 조 27.5 1.07
20℃ 분 무 건 조 19-3 -0.06

아 그 롬 12.6 0.89
동 결 건 조 28.4 1.28

30℃ 분 무 건 조 23.5 -1.67
아 그 롬 14.1 0.61
동 결 건 조 18.2 1.63

40℃ 분 무 건 조 20.2 1.58
아 그 롬 27.0 -0.71

부터 저장수명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각각의 커피를 온도별로 평형수분을 

측정한 결과, 시제품에 대한 물성 

변화는 변색 또는 Caking으로 

나타났다. 40℃ 인 경우에 동결건조 커피는 

6.21%, 분무건조 커피는 10.28%, 
아그롬 커피는 8.96%에서 변색과 

Caking이 발생하였으나, 관능평가에 

있어서는 분무건조 커피가 5.82%,아그롬 

커피가 6.”%되는 때부터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세 종류의 

커피를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할 

경우에 임계수분함량은 30℃ 의 경우 

동결건조 커피가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그롬커피가6.67%, 
분무건조 커피가 6.62% 순으로 나타났고 

20℃ 와 40℃ 의 임 계수분함량은〈표 6〉과 

같다.

〈표 6〉에서 결정한 임계수분함량은 

평형수분 측정시 찾아냈던 등온 

홉습곡선에 표시하여 조기 수분함량에 

임계 수분함량까지를 직선으로 가정하면, 

등온흡습은 식 (10)과 같은 직선식으로 

얻어진다.

m = bAw+Co................................(10)

3. 관능검사에 의한 임계수분함량의 평가

세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서로 다른 

세 조건에서 저장할 때 시간경과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차이척도 시험법에 의해 5명의 전문 

패널요원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관능검사에 의한 임계수분함량의 

평가에서는〈표 5〉에서와 같이 20℃ & 
60%RH와 30℃ & 75%RH에서 세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가 모두 관능적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으며, 40℃ & 
90%RH에 저장했던 시제품일 경우에 

동결건조 커피는 7〜8주에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세 종류의 커피 중 

분무건조 커피와 아그롬 커피는 40℃ 

& 的%RH에 저장시 관능평가에 의한 

임 계수분함량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각각 5.82% 와 6.31%였다.

4. 저장수명의 예측

저장수명은 제품을 포장한 후 저장 

또는 유통을 거쳐 그 제품이 품질의 

손실됨이 없이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때까지의 보존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수명을 제품개발시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저장수명 예측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품질지표, 품질손실에 대한 메카니즘, 

포장되었을 때의 품질, 품질의 최소 

허용한계, 유통 또는 저장중에 기후적 

변화, 희망하는 포장크기 및 포장재질의 

차단특성 등이다.

세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할 경우 커피 

자체의 물성과 PET 용기의 특성으로 

m =수분함량 (g수분/g 건조고체) 

aw=주어진 어떤 점에서의 수분활성도 

b =초기 수분함량을 통과하는 등온흡습 

직선의 기울기

Co =수분활성도 0에서의 절편

식 (10)과 같은 직선식으로부터 얻어진 

각 시료의 기울기와 y절편은〈표 7〉과 

같다.

〈표 7〉에서 얻어진 기울기(a)와 각 

저장조건에서의 외부 상대습도(He), 
임계점에서의 상대습도(He), 초기수분의 

상대습도(Ho), 포장하고자 하는 용기의 

투습도(PA/1), 보관온도 하에서의 

수증기압(P。)과 포장중랑<W)을 앞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산출하여 식 (9)를 

이용함으로써 저장수명을〈표 8〉과 

같이 예측할 수 있었다.

저장수명을 예측한 결과 20℃ & 
&洸RH에서는 동결건조 커피가 262일로 

가장 긴 저장수명을 나타냈으며 

아그롬커피가 225일, 분무건조 커피가 

218일 순으로 나타났으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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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ET 병에 포장된 인스턴트 커피의 보관수명

보 관 수 명 (days)

종 류 상온조건 중간조건 고온조건

(20匕 & 60%RH) (30C & 75%RH) (40C & 90%RH)
동결건 조 262 112 25
분무건 조 218 93 25
아 그 롬 225 90 25

火院RH에서는 아그롬 커피와 분무건조 

커피가 25일, 동결건조 커피가 24일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동결건조 커피가 

다른 커피류보다 저장수명이 긴 것은 

동결건조 커피의 초기 수분함량이 다른 

커피류보다 낮고, 흡습량은 커피 자체의 

홉습특성보다는 PET 용기의 

투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N. 결 론

세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기 위하여 제품 

자체의 등온 흡습곡선을 측정한 결과, 

동결건조 커피의 흡습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분무건조 커피, 

아그롬 커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PET 용기에 포장된 시제품은 

8주간 저장실험의 분석결과 품질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분이었으며, 20℃&60%RH와 

30℃ & 75%RH에서는

물리적 물성변화(Caking, 변색) 시점의 

수분함량을, 40『C & 90%RH에서는 

관능적인 맛의 변화시점의 수분함량을 

임계수분함량으로 저장수명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인스턴트 커피류의 수분활성도 

(Water Activity,Aw)는 0.33 ~ 0.44 정도 

범위를 갖고 있었으며, 임계수분함량은 

5.82 〜 6. 였다.

임계수분함량, 초기 수분함량, 용기의 

투습도 등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M.S.U. 방법에 의한 저장수명을 예측한 

결과, 현재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유리병을 PET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 사용할 경우, 상온유통 

(20℃&60%RH)의 조건 하에서는 약 

7〜9개월, 중간조건에서는 약 3개월, 

고온 (Tropical) 조건에서는 약 1개월 

이상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상자료실 이용 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은 디자 

인 •포장전문자료실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 

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 

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영상 자료실 

은 도서 자료를 통한정보 전달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셔 마련된 것으 

로서, 슬라이드•비디오 테이프•마이 

크로 피쉬 • 마이크로 필름등 첨단 영 

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 서비스 안내

열 람 료 : 무료

열람시간 :평 일09：30〜17：30

토요일 09： 30〜12 ： 00

자료복사:실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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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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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l 지상강좌『 ][

비결정성 (Amorphous) PET 필름에 대한 고찰
“A-PET 필름은 생산비가 저렴하고, 재생이용이 용이하며, 기존 기계설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불름쉐인(H. W. Blumschein) macplas，90년 2월호에 게재된 바 있음

PET 필름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종 포장용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이 좋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i)A-PET 필름의 제조, ii)A-PET 필름의 가공, iii)발포형 PET 필름 등으로 구분하여 이 필름의 특성과 용도, 

향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I. A-PET 필름의 제조

1 •원료선택

폴리에스테르 필름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고유점도가 약 0.82시/g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균일하고 

연속적인 압출 등을 통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 

조건에 부합되면 필름의 성형 

작업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원료에는 먼지가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먼지는 사일로(Silo : 
원료저장소)에서 건조기, 압출기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시스템 등에 그대로 

남아 정전기로 인해 컨테이너 벽에 묻게 

된다. 먼지가 아주 많이 쌓이면, 이것은 

길고 가느다란 조각(Strip)이 되어 

압출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불균일하고 변동이 심한 압출의 원인이 

된다. 비록 압출기가 스피닝 

펌프(Spinning Pump)를 갖추고 있다 

해도, 멜트 서어징 (Melt Surging : 필름이 

녹아 평활한 면을 이루지 못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필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셋째, 원료에는 원료 이외의 어떤 

불순물도 혼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원료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엇보다도 필름 압출기 내의

멜트필터 (Melt Filter)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필터의 수명은 질이 좋지 

못한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50%까지 

단축되기도 한다. 압출과정중 필터를 

교체하여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터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원료를 사용하면, 

압출기 내에 침전물이 형성되어, 그 

결과로서 필름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압출기를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하므로 결국 압출기의 비녀Q 

가동시간이 그만큼 많아져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된다.

2.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특수장비를 이용, 핫(Hot) 플라스틱 

필름을 냉각롤이나 캐스팅롤 안에 

넣는다. 필름을 균일하게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롤의 표면온도를 적당한 

제어시스템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의 근본 목적은 

내부응력이 없는 필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들 내부응력이 필름의 

성형작업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냉각롤러로 필름을 제조하는 

것이 좋다.

냉각롤러로 제조 가능한 필름 두께는 

위 아래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약 0. 1 〜0.7mm 정도이다.

두께의 결정은 조정가능한 다이 립(Die 
Lip)으로 이루어진다.

폴리싱 스택 (Polishing Stack)을 갖춘 

압출라인에서는 보통 세 종류의 롤 

시스템이 사용되는데, 각 롤들은 한 

개가 다른 롤의 위에 위치하는 수직적 

배열을 이룰 수도 있고, 나란히 위치하는 

수평적 배열, 혹은 롤 사이에 간격을 

두어 약간의 각도를 이루게 배열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금형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핫 플라스틱 필름을 두 

개의 롤 사이로 팽팽하게 

통과시킴으로써 필름의 늘어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롤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것이 더 좋다. 롤의 

표면 상태가 좋으면 필름도 매끄러운 

표면을 갖게 된다.

필름의 두께는 롤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정이 가능한데, 

두께는 0. 25mm에서 2mm 사이이다.

카트리지 (Cartridge) 건조기 내에서 

건조용 카트리지를 이용(통과)하여 

공기의 습기를 제거한다. 다음, 건조된 

공기를 열풍 블로우어 (Blower) 안에서 

가열시키고 건조용 호퍼(Hopper) 내로 

보낸다. 습기가 남아 있는 공기는 

카트리지 내에서 재순환되면서 폐회로를 

형성한다. 건조된 공기의 노점(露點)은 

—30℃에서 一40℃ 정도이다(혹은 

이보다 저온일 수도 있음).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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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를 위해 온도는 160〜18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칩 (Chip) 

내의 습도를 0. 005%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건조기 안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두어야 한다.

3. 공압출(Coextrusion) 기술

공압출 기술을 사용하면 2층이나 3층, 

혹은 다층필름들을 두 개 이상의 

압출기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단층필름을 제조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니게 

된다.

우선 다층필름의 생산중 발생되는 

스크랩 (Scrap : 필름 찌꺼기)을 

재순환시켜 중간층에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때 재생 이용할 

스크랩은 필름 표면을 손상시킬만한 

어떠한 이물질도 없어야 한다.

바깥층은 재생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순수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양질의 필름 표면을 

얻을 수 있다. A-PET 필름에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 생산품들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깥층에 

다른 원료를 혼합시킬 수도 있다. 이들 

다른 원료들은 중요한 필름변형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공압출 기술을 이용하면 가장 

윗층에 블로킹(Blocking) 방지용 첨가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첨가제 

사용량도 최고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필름양산시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라 

블로킹 방지용 첨가제의 사용으로 

투명성 및 광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필름을 착색할 경우, 컬러 

마스中N 치(Masterbatch)를 중간층에만 

사용하고 바깥층은 투명하게 함으로써 

광택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압출 

기술은 발포기술에도 적용, 사용할 수 

있다.

4. 생산도중 발생하는 스크랩의 재순환 

필름의 가장자리 절삭은

필름의 감기 (Wind-up) 이전에 

이루어진다.

필름의 가장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더 두꺼워지는 경우는 보통 12%에서 15%, 
심하면 20%까지 발생한다.

원가문제 때문에 트리밍(Trimming)시 

절삭되어 나온 재료는 필름의 양산 

프로세스에 재순환시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가장자리에서 절삭되어 나온 

재료를 연마하여 이것을, 초기원료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드라이 호퍼 

(Dry Hopper)에 넣는 것이다. 이 

비결정성의 투명한 필름 스크랩은 

드라이 호퍼 내에서 먼저 고화(固化)된 

다음 건조되는 과정을 밟는다. 결정화 

하기 전에 먼저 연마된 필름 스크랩을 

Thermoelastic Phase 에 통과시킨다.

스크랩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건조나 압출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필름 스크랩의 양을 10〜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스크랩의 양이 

15%를 초과하면 연마된 필름 스크랩을 

건조 이전에 결정화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고화용기나 

적당한 건조용 호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호퍼 내에서의 바람직 

하지 못한 분리를 피하기 위해서다.

두번째 방법으로서는 연마된 필름 

스크랩을 재연마하기 위해 컴팩터 

(Compactor) 내에 넣어 밀집시킨다. 

여기서 마찰열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연마된 

스크랩은 고화시킬 수 있어, 더 이상의 

고화없이 건조가 가능하다.

분리를 피하기 위해 재연마된 

스크랩은 드라이 호퍼 내에서 별도의 

드라이 에어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필름스크랩을 연마하거나 밀집 시키는 

도중에 일어나는 먼지는 적당한 먼지 

제거기로 제거해야 한다.

생산중 발생되는 스크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필름의 품질과 이 

필름으로 제조되는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

5. A-PET 필름의 장점

A-PET 필름의 생산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나 그외의 부가장치를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원료를 쉽게 구할 수도 

있다.

본래 PET 필름은 생산경비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데다, 재생시켜 사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생산경비를 더욱 줄일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

II,A-PET 필름의 가공

1. 열성형(Thermoforming)
A-PFT 필름은 PS나 PVC의 

열성형을 위해 사용해 온 종래의 

기계류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열성형을 시킬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존 금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형을 이용, 열성형하여 만든 

A-PET 필름의 수축도가 매우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성형용 금형과 그 금형에 의해 

형성된 물건의 크기 차이가(예를 들면, 

PVC를 재료로 했을 때와 A-PET 
필름을 재료로 했을 때의 수축도가) 거의 

같다는 것을 뜻한다.

폴리프로필렌은 이 점에 있어 다르게 

작용한다. 그것은 보다 큰 수축율을 

갖고 있어 열성형시 특별 개조한 금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름은 그것이 

결정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가장 저온으로 필름의 전체 두께에 걸쳐 

골고루 가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PET 필름을 지나치게 가열하면 

결정화되면서 약간 탁해진다. 반면에 

너무 약하게 가열하면 냉연신 

(Cold Streching)의 위험이 있는데 

이 현상은 특히 밀집도가 높은 부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필름을 약하게 

가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로서, 금형의 미세한 부분(가령 

가장자리나 모서리 부분)에서 모양이 

금형대로 떠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A-PET 필름의 가열온도는 약 100℃ 
정도이다. PET는 공기압착(Air Pressure) 

이나 진공압착(Vacumm Pressure), 혹은 

때에 따라 양 기술을 잘 조화시켜 

열성형 시킬 수 있다.

2. 펀칭(Punching)

A-PET 필름의 펀칭작업은 다소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A-PET 필름에 Die Clearance 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 펀칭시의 

문제들은 기구(Tool)의 표면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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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고, Die Clearance를 함으로써 

해결되어 왔다. (얇은 필름일수록 

Die Clearance/]- 요구됨 )

A-PET 필름은 일반적인 열성형용, 

펀칭용 기계류에 기존 기구를 변경하지 

않고、그대로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제 경험상 절단력을 조금만 높이면 

펀칭시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절단력은 대략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절단력을 20% 정도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 최대 절단길이를 

20% 정도 감소시키거나, 절단력을 10% 

정도 증가시키고, 절단길이를 10% 
정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3. 용접과 접착(Welding and Bonding)

용접은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용접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이 

초음파 용접방식과 고주파 용접방식이다. 

일반 고주파 용접기로 좋은 용접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계의 파리미터(Parameter)를 

약간 변경하고 전극의 수정이 요구된다.

용접이나 열압착 방식 이외에도 

포장용기를 생산하는데 접착(Bonding)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PET는 

핫(Hot) 접착제나 콜드(Cold) 접착제를 

사용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접합시킬 

수가 있다. 접합선(Seam)은 열접착에 

의해 투명해지는데, 열접착시에는 

용해력이 없는 핫멜트 접착제가 

사용된다. 냉각접착을 위해서는 

가교제가 사용되는데, 냉각접착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열봉함과 코팅 및 인쇄

많은 포장용기들은 카드 팩 (Card 
Pack)의 형태를 취하고, 플라스틱 

필름은 카드 팩의 형태로 포장물 위에 

열성형되고 카드에 열봉함된다.

A-PET 필름은 고투명도, 유리같이 

투명한 외형 및 뛰어난 기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적용방식에 잘 

부합된다. 또한 A-PET 필름은 외부 

이물질의 차단특성이 좋아 식용 용기로 

사용하기에 좋다.

열봉함에 있어서는 모든 필름 

처리단계에서 필름이 결정화할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화가 

과다해지면 봉함시 나쁜 영향을 미쳐 

좋지 못한다.

A-PET 필름의 코팅방법 중 하나는 

진공 증착화(Vacumm Metalizing) 이다. 

이 기술은 여러 해 동안 시도 또는 

실험되어 왔는데, 산업용에는 주로 이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포장 산업에서는 증착 화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얇은 필름(40-100 micron)을 

요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다른 

응용분야에는 발포형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사용된다.

A-PET 필름은 선처리 없이 인쇄할 

수 있고 종래의 인쇄방법 및 기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열성형된 

튜브(예 : Cooking Fat)는 옵셋 인쇄기로 

아무 문제 없이 인쇄가 가능하다.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모든 인쇄방법 역시 A-PET 필름에 

매우 적합하며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 A-PET 용기의 적재 용이성 

포장산업용 용기의 적재용이도 

(Stackability)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재가 곤란한 경우는 열성형된 

용기를 위해 여러가지 적재 관련 기구들을 

사용하여 해결하기도 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필름 자체에 적합한 

미끄럼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면특성은 필름 제조시에 블로킹 

방지용 첨가제를 적당히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필름을 나중에 

코팅하여 블로킹 방지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는 인쇄・ 

용접•열봉함(접착성)과 같은 공정단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III. 발포형 PET 필름 (Foamed 
PET-FILM)

단층 발포 PET 필름은 화학적인 

발포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압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는 특수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저밀도의 발포 PET 필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광택과 투명성은 

저하되지만, 일반적인 기계적 특성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발포 PET 필름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공압출 기술을 이용하면, 중간층을 

발포, 표면층은 비결정성을 갖게 하는 

3층 필름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필름의 광택 특히 기계적 특성을 

증가시킨다.

이 필름은 일반 A-PET 필름과 

비교해도 거의 A-PET 필름의 70%에 

달하는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계적 특성상 

30% 정도의 손실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기계적 특성에서의 손실은 

있어도, 밀도가 감소하여 약 40% 정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포장산업에서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극히 

매력적인 재료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발포 PET 필름은 종래의 기계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열성형시킬 

수가 있다. 열성형된 용기 및 뚜껑 등의 

안정도도 뛰어나서 많은 경우 필름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또한 

원가절감의 요인이 된다.

백색의 포장용기를 생산할 때는, 

컬러 마스터배치를 사용하여 필름을 

착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 또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는다.

발포 PET 필름의 이러한 최신 응용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식품용 트레이, 

뚜껑, 블리스터 등의 포장용기에 이미 

널리 응용되고 있다. ■

소득은정당하게, 소비는알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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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제17회아시아포장대회 （I）
서〕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포장, 포장에 적용되는 하이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장 흐름, 포장과 환경 

등이 이번 포장대회의 주요 테마이다''

1•수출진흥의주요소 포장

2전기에의한식품가열

3• 포장의 부가가치 및 비용절감

4• 제품의 보관수명 연장을 위한신기술

5・ 미래를위한포장교육

지난9월（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Borobudur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 17회 아시아 포장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Indo Pack/Print '90 

개최기간（9.22〜9・25） 중에 열렸는데, 회의 

주제는「아시아 포장一90년대의 새로운 

주역」이었다.

아시아 포장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장진흥을 위해, 아시아포장연맹 

（APF）의 주관하에 매년 개최되었는데, 

회원국 （11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폴,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대표들이 

참가하여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요약하면,。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및 그래픽, ii）포장에 

적용되는 하이테크 일렉트로닉스의 경향, 

iii）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장 흐름, 

iv）화훼포장, v）포장과 환경 등이다.

한국 대표로는 동센터 한종구 진흥부 

교육연수과장이 “포장과 물적유통 （한국의 

포장 표준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주제발표 가운데 5개 

논문을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인데, 

이번호에서는「수출진흥의 주요소, 포장」 

과「전기에 의한 식품가열」등을 소개한다.

차기 대회（9년）는 싱가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수출진흥의 주요소, 포장

요한 셀린（Johan Selin） UNCTAD/GATT 국제무역센터 수출포장고문

I •서론

포장은 수출 진흥의 총체적인 부분 

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 상품의 

포장개발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출포장개발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품•시장•기술・ 

상업적 문제•법적 문제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상품에 

대한 위와 같은 설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해당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맞는 포장개발이 시행될 수 있다.

II. 내수용/수출용 포장

포장개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내수용 및 수출용 포장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듯하다. 

이것은 해외 소비자의 요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나 수출진흥기관은 물론 

회사관리직, 공장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인들이 기술적으로 적절하며 

수출진흥상 효과적인 수출용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개발도상국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 산업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III. 기능 및 판매촉진을 위한 디자인과 

마케팅

포장개발은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i）구조적 설계 : 기능적 측면에서 

포장의 원료 및 기술적 구조

5）판매촉진을 위한 설계 : 포장의 라벨 

그래픽 등 외양

위의 두 항목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이 두 항목을 조화시켜 연결할 때 

훌륭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특성은 미약한 상태에서 

외양만 훌륭한 디자인의 상품이 그대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 소비자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반대로 품질 및 포장이 좋은 상태에서 

물건을 시장에 내놓아도 상품 라벨의 

판매촉진적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역시 

소비자의 구매력을 저하시킨다.

그것므로 포장•품질•상품가치 등이 

마케팅에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된다.

포장은 수출 마케팅의 필수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으로서, 다른 마케팅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IV. 종래의 수출용 대량 포장

수 십년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차（Tea）, 커피, 향신료 코코아, 설탕, 

천연고무 등의 소비재를 완제품 혹은 

반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식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해 왔다.

이들 상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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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장 고유의 포장원료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있다. 

이러한 포장법은 근대 상품수송 방법에 

적합치 않으므로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조정•변화되어야 한다.

예컨데 종래의 차（Tea） 포장은 베니어판 

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래에 와서는 

종이에 포장되어, 팰리트로 이를 

운반하고, 컨테이너에 실려져 수송되고 

있다.

V. 부가가치（Added—Value）의 개념

개발도상국들은 원료, 반제품의 대량 

수출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해당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만나, 그들 자체의 상표로 

판매촉진을 꾀하고, 경쟁력 있는 

포장디 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수출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금속캔•접음상자 

（Printed Folding Cartons）와, 라벨。 

골판지상자 등의 포장제 조업 자들에 게 

우수한 품질의 포장재 생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내의 그래픽 

디자이너와 마케팅 담당자들은 

해외 시장 소비자들의 취향을 조사하여 

이를 상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VI. 기본 수출 정책의 몇 가지 문제

국제 무역의 변화에 따라, 수출용 포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수출국의 산업화와 그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에 따라, 그 나라의 고유 

이미지를 증진시키려는 의욕이 점차 

줄어든다.

②제품의 새로운 형태가 시장에서 수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들 신상품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알려줄 필요성이 점점 줄어든다.

（즉,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음） 

③처음에는 판매자 상표

（Distributor Brand Name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예 : 로열티 지불）, 

자신감이 생길수록 수출국은 그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④ 주요 경쟁국의 포장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길수록 디자인상의 변화

（자사의 이미지 강조）를 꾀하게 된다. 

⑤ 대상 시장과 소비자의 포장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장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vn. 수출용 포장,라벨의 개발

“별첨 I”은수출용포장개발에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별첨 n-IV”는 수출상품 및 포장 

규격과, 수출용 포장 및 수송계획 등의 

사항이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혈첨1

수출용 포장개발 단계

1단계: 기초자료 수집

• 대상（목표）시장 방문

• 경쟁시장가격 파악

• 경쟁시장의 포장/라벨 등 샘플 수집

• 대상시장의 규율 및 법률조사

• 필수 또는 선택 사양

•소비자 관습

•언어, 상표의 적합성 고려

2단계 ： 수출정책 및 전략 설정

• 원료공급은 충분한가?

• 수출상품 제조능력은 충분한가?

• 상품의 적합성一요구/가능성

• 목표시장, 수출채널

• 상표정책

• 장기•단기적 비용, 가격 설정

3단계 : 필요한 결정사항

• 상품의 변형이 필요한가?

• 목표시장, 수출채널 선정

• 특수 판매 제안（Unique Selling
Proposition : USP）
• 정책, 상표설정

♦ 포장/라벨은 수입되어야 하는가? 

국내에서 구입해야 하는가? 혹은 

생산해내야 하는가?

4단계 : 목표 및 전략 설정（서면으로）

• 마케팅 전략 설정

• 신상품 명세서

• 포장 설명 초안

• 최종 문안 작성

• 그래픽 디자이너의 브리핑

• 실행 예산

• 직원의 책임

• 작업 프로그램/Time Table

5단계 : 프로젝트 수행

• 제품 변형 및 응용

• 필요한 경우, 포장장비 변형

•상표등록

• 포장/라벨 디자이너 선정

• 포장 공급자와 접촉

• 필요한 경우 실험 시행

• 간헐적 작업 프로그램 조사

6단계 ： 필요한 결정사항

• 포장/라벨의 최종 디자인

• 포장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최종 설명서

• 공급자 선정, 주문

기타의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고 관리자（경영자）는 최소한

2,3단계에 관여해야 한다.

• 수줄능력을 과대평가해선 안된다.

• 많은 시장보다는 적은 수의 시장에 

집중하며, 처음에는 국외 이주민을 

판매대상으로 한다.

• 상품특성 및 포장디자인과 관련하여 

회사 자체의 취향보다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별첨 II

수출용 수송포장 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

1. 수송 요구조건

i）수송 사이클 내의 기후조건은 알고 

있는가 ?

ii）날씨•습도•온도변화 등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이 완벽한가?

市）수송 사이클 내의 운반방법, 선적수, 

사용할 장비 등은 알고 있는가 ?

（M수송 및 저장 도중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포장되었는가?

⑹도난의 위험이 없도록 포장 

되었는가?

（vi）내수 시장용 포장이 수출용으로도 

사용 적합한가?

（疝）동일한 수출용 포장으로 모든

수출목적지 및 수송수단을 망라할 수 

있는가?

（viii）다른 모든 수송수단（해양•항공•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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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과, 수송포장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효과 등이 검토되었는가?

(ix)수송포장에 대한 팰리트화 및 

컨테이너화가 검토되었는가 ?

(X)목표시장에서의 수송포장에 대한 

규격•법률•규제 등이 검토되었는가?

2. 제품의 요구조건

3제품은 수송용으로 쉽게 포장되도록 

디자인되었는가?

(ii)제품디자인은 수송용 포장에 

적합하도록 변형할 수 있는가?

M)제품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기타의 보호가 필요한가?

—부식 방지 제 

一오염방지

—충격흡수물질

一벌레, 곰팡이,쥐,다람쥐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의 방지

3. 유통(Distribution) 조건

⑴경쟁회사는 어떤 종류의 수송포장을 

왜

(ii)앞으로 변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된 것은 없는가? 

蚀)수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의 

의견이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一제품의 품질,규격

一포장 크기, 무게

一표시

一밀폐방법 등

4. 수출상품의 수송포장 형태

( i)최근 사용되는 수송포장에 대하여 

품질 및 구조적 디자인의 개선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ii)다음 여러 형태의 수송포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여러 물질을 적재할 수 있는

벌크(Bulk) 컨테이너

—목재 상자, 박스

— 베니어판, 하드보드 상자

— 철재묶음(Wirebound) 상자

—골판지 및 플라스틱 골판지 상자 

— 철강 및 플라스틱 드럼통

— 파이버 드럼 (Fibre Drums)
—경플라스틱 컨테이너

— 종이, 플라스틱, 직물 백 등

— 다른 포장재료로 된 부대

— 수송 도중의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재, 

밀폐성 부여와 부식 방지를 위한 여러 

재료, 포장물의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쉬링크 및 스트레치 필름 등

(iii)다음 사항들과 관련하여 위의 

수송포장 및 원료의 형태가 

검토되었는가?

—원료의 최소 소모량 경제성

—국내 유용성

一수출조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및 

변형 가능성

—고품질의 원료 혹은 완성된 포장재 

수입의 필요성

一포장용적/무게감소를 통한 선적비용 

절약 가능성

5. 수송포장 표시

( i 제품 취급시 국제 ISO의 픽토리얼 

마킹 (Pictorial Markings)을 

사용했는가 ?

(ii)적절한 언어로 추가의 문자취급 

설명서를 제시했는가?

(iii)수입국의 항만 및 세관 당국의 요구 

조건에 따라 수송포장, 선적 컨테이너에 

다음 사항을 표시했는가?

—도착 항구

—운송 설명서

—하물 인수인의 성명, 주소

—선적국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소

—포장용적

—포장의 일련번호, 총 포장수 

一송장(送狀 : Invoice), 주문수량

—수입 라이센스 수량

별철也

수출용 소비자 포장/라벨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제품의 요구조건

(i)제품의 맛•향색•형태•건조상태・ 

습도 등의 보존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 ?

(ii)제품에 대해 습도•광선•향•열・ 

냉기 •산소•부패 및 기타 화학반응, 

미생물• 곤충• 설치류(齧齒類) •곰팡이, 

도난 등으로부터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

(iii)필요한 경우, 경제상• 기술상으로 

소비자 포장에 적합토록 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분을 변경할 수 있는가?

(iv)내수시장에서와 동일한 포장/ 

디자인이 수출용 포장에도 사용 

가능한가 ?

(v)동일한 수출용 포장/디자인을 모든 

목표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그 포장/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가?

2. 유통조건

(i)경쟁회사는 어떤 종류의 소비자 

포장을 왜 사용하는가?

(ii)앞으로 변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된 것은 

없는가?

(iii) 앞으로, 혹은 현재 포장/라벨에 

UPC (Universal Product Code) 혹은 

EAN (European Article Numbering) 
바코드 심볼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가 ?

(iv)아래 사항에 대한 수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의 의견이 확인되었는가?

—포장형태

—제품의 품질규격 

一포장크기 및 용적

—포장개봉의 용이, 가격 표시

—디스플레이 적합성

— 일반적인 그래픽 레이아웃

3. 소비자 요구조건

( i)제품을 소비자에게 맞도록 

변형하였는가 : 취향, 요구 등 

제품디자인, 모양, 색, 냄새, 당분함량, 

향신료 등에 대하여 목표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을 변형했는가?

(ii)포장 크기는 내용물 크기, 수량, 

저장능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합한가?

(iii)포장은 소비자가 취급, 개봉, 이용, 

재사용, 사용 후 소각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가?

(iv)포장이 자체 개봉기능(장치)을 갖고 

있는 경우, 이것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는가?

또한 사용이 편리한가 ?

(v)일반적인 그래픽디자인의 

레이아웃이 목표시장의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가?

또한 목표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해 

변경되었는가?

(포장/라벨의 문구가 제품 특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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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

4. 수출용 포장형태

( i)소비자 포장, 포장재료의 형태에 

대해 그 종류를 검토하였는가?

— 금속캔, 컴포지트 캔

—에어 로졸

— 유리병 (Bottles and Jars)
—플라스틱병, 경플라스틱 컨테이너 

— 열성형된 플라스틱

-스킨•블리스터 포장

— 발포 성형재 (Expandable Plastics) 

一탄력성 있는 포장재료(호일•필름・ 

종이 및 그 혼합물)로 된 랩, 파우치, 

백 등

— 지류 상자

—특수 포장, 선물포장 등

(ii)다음 사항에 대하여 위의 여러 

포장형태를 분석하였는가?

— 지역 공급자로부터의 유용성 

(Availability)
一기술적• 판매촉진적 품질, 예컨데 

인쇄에 관한 수출시장 조건에의 

적용성

(市)포장재료의 수입 혹은 완제품 

포장의 수입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는가?

(iv)수입규제 혹은 재수출 포장재료의 

세관의무 환불금 정리 등에 대하여 

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졌는가?

( V)본국 혹은 목표시장에서 계약 

포장의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vi)비용절감 혹은 목표시장 내의 

일반적 위생/정확한 양(量) 등 

요구조건에의 일치 등의 

목적으로 포장공정의 기계화를 

검토하였는가?

5. 소비자 포장의 판매촉진적 디자인

• 일반적인 레이아웃

( i)포장 혹은 라벨 디자인의 일반적인 

레이아웃/포지셔닝은 경쟁시장의 것과 

조금 다른 전통적인 것이든지, 

혹은 관심 사항과 부합되는 

독창적인 것이든지 하여야 

한다.

(ii)포장 혹은 라벨 디자인의 일반적인 

레이아웃/포지셔닝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브랜드 : 기업 브랜드 마크/로고 타입

혹은 제품상표

—제품 : 제품 명칭, 설명서, 사용법, 

품질, 특수판매제안 (Unique Selling 
Proposition) 등

— 대상 : 남/여/어린이, 전가족, 소수 

민족, 연령, 고/중/저 소득층 등 

레이아웃에는 이들 중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혼합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iii)슈퍼마켓 진열대 위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전체적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는, 

동일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된 여러 

종류의 포장/라벨 간에 유사성 (Family 

Look)이 있는가? 이 경우, 제품간의 

컬러 코딩 혹은 다른 방법(여러 

종류의 약품, 식품형태에 사용되는)을 

이용하여 제품 그룹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iv)제품에 뚜렷한 USP(Unique Selling 
Propostion)가 있다면, 레이아웃상에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V)총체적 디자인과 인쇄의 질이 

가격과 제품 이미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vi)레이아웃/문안에 동일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타의 제품에 대한 

참고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가?

(vii)포장의 위, 뒤, 옆면 등 보이는 모든 

포장면이 레이아웃에 사용되었는가? 

(viii)레이아웃상에 특별히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소매업자가 가격 표시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주었는가? 앞으로 

필요한 경우, 디자인상에 UPC/EAN 
바코드 심볼을 첨부할 수 있는가 ? 

(ix)현재의 포장/라벨 디자인에 변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단계적으로 행해질 것인가? 혹은 

단일 과정으로 행해질 것인가?

• 설명서(Illustration) :
(i)포장 내부에 있는 제품의 크기, 색, 

제조과정, 성분 등의 사항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가 ?

(ii)도덕적 혹은 종교적 개념상, 

설명서는 목표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이해될만하고 취향에 맞는 설명서로 

되어 있는가?

(iii)설명서는 목표시장의 현존 법규 및 

규제와 잘 상응하는가?

(iv)설명서는 수출업자/제조업자 및 그 

나라의 뚜렷한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

(v)설명서는 광고 혹은 TV에 혹백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가?

(vi)지역 인쇄업자가 설명서를 적절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품질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색상:

( i)일정한 목표시장에서 특별히 

선호되거나 혹은 기피되는 색상이 

있는가?

(ii)색상 선택에 있어서 유행 성향이 

관찰된 바가 있는가 ?

(iii)선택한 색상이 제품 형태, 소비자 

그룹과 잘 조화되는가 ?

(iv)문안의 가시성(Visibility)과 이독성 

(Readability)/대비 (Contrast), 포장 

크기에 대한 색상의 효과 등이 

고려되었는가?

(v)색상수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측면이 인쇄업자와 상의되었는가?

(vi)디자인의 만족스러운 효과, 

필수적인 상업적 요구사항 등과 

색상의 수가 비례하는가 ? 각각의 

색상 첨부에 따른 이유가 있는가?

• 모양:

( i)포장의 모양이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강화해 주는가?

(ii)포장의 모양이 소비자가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가? 충전 

라인에서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가? 소매상 진열대에 

저장하기에 용이하고 안정감이 

있는가 ?

(iii)포장의 모양, 용적이 목표시장 내의 

현존 규격이나 무역 실무와 

상응하는가?

•문안(Text) :
( i )문안은 이해하기 쉽고, 잘 보이고, 

읽기 쉽게 되어 있으며, 진열대 상에서 

고도의 관심집중이 가능한가?

(ii)타이포그래피는 최신식이며, 

포장/라벨 디자인 등의 통합성은 

있는가 ?

(iii)제품명은 정확히 표기되었으며 

배경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

(iv)문안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목표시장 내의 법규, 규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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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 상응하는가 ?

—제조국, 제조업자 성명 및 주소

—제품명/품질 수준

—제품 구성 : 성분•색상•모델•크기 

드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 

一정확한 단위로 표기된 양 

—— 용량 (Number of Servings), 
사용횟수

— 보존기간, 제조업자 날인 등

( V)문안은 적절한 언어로크기에 맞게 

정확히 인쇄되었으며, 규제에 맞도록 

기재되었는가?

(vi)문안에는 제품의 기원, 제조업자, 

제조방법 등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 기재되었는가?

(vii)문안에는제품 사용법, 용량등의 

지시사항이 이해하기 쉽고 용이하게 

기재되었는가 ? 이를 위해 서술적 

설명으로 작성되었는가 ?

(而)포장/라벨에 날짜표시를 해야 할 

경우, 레이아웃상에 이를 위한 여백을 

남겨 두었는가? 이 경우, 제조일을 

표기할 것인가 ? 아니면 제품의 

사용기한을 표기할 것인가 ?

(ix) 상표명과 로고타입은 목표시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며 특징적인가?

(x) 상표명 과 로고타입은모든 

포장/라벨에 정확하고 일정하게 

사용되었는가?

• 그래픽 디자이너의 브리핑 :

( i )가장중요한 마케팅 전략 결정 一 

포장디자인에 영향을 주는一이 고위 

관리자들간에 토의되어 결정되었는가 ? 

(iii)위의 결정사항이 문서로 작성되어 

디자이너를 위한 작업 지침서로써 

주어졌는가 ?

별첨 N

수출용 제품 및 포장과 관련된 규제, 

법규에 관한 체크리스트

1. 건강 및 안전보호

( i )사용된 모든 포장재료(인쇄 잉크, 

접착제 등의 악세사리 포함)는 현존 

법규와 일치하며 식품과의 직접 접촉에 

대해 허가를 얻었는가 ?

(ii) 위 사항은 포장 공급자/가공업자에 

의해 미국식품의약국(FDA), EEC,

German Bundesgesundheitsamt 등과 

같은국제공인규격에 의해 

공인되었는가?

(iii)위의 규격들은 검토되었으며, 

포장제품의 특성에 따라공증서가 

발행되었는가?

(iv)약물, 의약품, 알콜음료, 담배제품, 

가정용화학품, 화장품, 식이제품, 

에어로졸 등의 제품에 대하여 오용 

방지를 위해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특정의 규제가 검토되었는가 ?

(v)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포장해야 할 특별한 요건이 있는가 ?

(vi)고기 • 생선 ・ 해산물• 가금류(Poultry) 
• 달걀• 유제품등 부패성 식품포장의 

경우, 목표시장에서의 위생 확인, 

지정된 포장재료, 날짜및 기타의 

표시에 대한 규율은 없는가 ?

(vii)포장공정시 그에 참여하는 기계나 

사람에 대한 특정의 위생규제는 없는가 ?

(而)제품이 위험하다고 분류된 경우 

(폭발성 • 가연성 ・ 부패 성 • 독성 ・ 방사성 

등), 이들 제품의 포장, 운송 표시에 

관한 현존 국제 • 국내 법규를 

검토하였는가?

2•공정한무역실무와 라벨링

(i)제품의 특성 및 근원을 오해하지 

않도록 제품명은 그 제품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는가?

(ii)제품명, 품질 등급은국제(ISO, 
FAO/WHO, OECD), 지역 (EEC) 혹은 

국내 표준 명기법에 따라 

명기되었는가?

(iii)사용중인 제품의 도형이 포장에 

나타나 있는 경우, 포장내용 혹은 

포장된 제품의 실제 크기에 대해 

오해의 소지는 없는가?

(iv)“신방식;' “경제적 크기: “중량 감소” 

등과 같은 특수한 표현이 포장에 

인쇄된 경우 이들 표현은 현존 법규에 

허가된 것인가?

( V)속이 빈 면, 바닥이나 덮개 부분이 

잘못 만들어진 것 등의 크기, 

모양상의 이상은 없는가?

(vi)평균 중량/무게 혹은 충전이 덜 된 

정도의 허용치가 현존 법규 범위 내에 

있는가 ?

(vii)포장의 문안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제조국

一제 조업 자/포장업 자/수입 업 자의 

성명과 주소

一미터단위•영국법정표준에 따른 

도량형 단위로써 Drained/Net/Gross 
치로 표시된 제품 내용의 무게/양/수 

一일정한 방법, 순서에 따라 작성된 

주요 및 총성분, 첨가제 등의 리스트 

一소비자를 위한 위험성 경고문 : 오용, 

과량 복용, 포장의 취급불량 등에 

따른 영향 등

(viii)적절한 언어로써 문안이 작성 

되었는가?

(ix)문안의 여러 사항의 크기가 현존법 

규격에 일치하는가?

(x)문구가 포장 혹은 라벨의 정해진 

위치에 잘 배치되었는가?

3. 그 외의 사항

(i)제품정보 및 사용법이 지역 소비단체가 

제정한 추천사항과 일치하는가?

(ii)다음 사항에 대한 필수•선택적 정보가 

첨부되었는가?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식품의 철분, 비타민 등의 함유

—사용횟수와 양

一제조일, 사용기한 

一제품의 단가

(iii)라벨은 UPC(Universal Product Code) 

혹은 EAN (European Article 
Numbering) 등의 코드 마킹으로 되어 

있는가?

4. 환경적 측면

(i)환수 불능, 개봉 용이형 캔포장, 

에어로졸 추진제 등과 같은 

포장형태는 목표시장 내의 환경법률에 

의해 허가된 것인가?

(ii)목재, 풀 건초 등과 같은

포장재료에 대해 특정규제 혹은 헌 

직물로 된 양말, 폐지 등의 사용에 

대한 특정 규제는 없는가 ? 이들 

재료에 대한 필요한 훈증처리, 

무균처리 등의 공증서는 받았는가? 

(iii)환수불능 포장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재정의무는 없는가?

5. 규격

포장의 구조•용적•크기•재료 등은 

다음 기관으로부터 제정된 규격 혹은 

추천사항에 일치하는가?

-ISO, OECD 혹은 기타 국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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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CEN 혹은 기타 지역단체 

一각각의 목표시장에서의

규격단체

一임의의 공업 협의문

6. 운반포장표시

(i)제품 취급에 대한 국제 ISO 
도면 표시를 사용하였는가?

5)적절한 언어로써 그 외의 취급사항을 

문안에 나타내 주었는가?

(iii)각각의 해당 수입국의 항만, 세관 

당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운반포장, 

선적 컨테이너가 표시되었는가?

전기에 의한식품 가열

데비드 레즈닉 Raztek 코퍼레이션 회장

개요

전기에 의한 식품가열은 수 십년간 

행해져 왔다. 점성체나 과립상의 식품 

가열시 문제가 되는 것을 전기가열법으로 

극복하게 되었다. 기존의 가열방법은 

식품의 점성 및 저온전도계수에 의해 

좌우되는 열전도(Heat Transfer)에 

기초한다.

Raztek에 의해 개발된 전기가열법 

(Electroheating) 은전기 저 항체 역 할을 

하는 식품에 고주파수인 A・C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식품의 전기가열시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 가열•천극 및 제품의 

전기분해 등과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서문

'가열'은 식품의 제조과정상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식품의 저온전도와, 

고온에 대한 민감성 등은 증기가열을 

기초로 하는 열전도기구에 대해 많은 

제한성을 갖게 된다. 기타의 주의사항 

가운데 다음 5항목들이 그 제한성을 

말해 준다.

①식품의 심한 유동

(2)Scrapped Surface 열교환기의 사용 

②벽면과 식품 사이의 온도차감 완화 

④증기의 사용

⑤가열시간의 연장 등

식품의 심한 유동은 전단변형력(Shear 
Forces)을 식품에 유발, 그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열교환기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온도차의 감소화는 

가열과정을 둔화시키며 큰 용량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증기사용은 식품의 

희석• 증기수에 의한 오염, 파이프 

(Pipes)로부터의 식품 부패 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식품을 전류로 가열하면 위의 

모든 단점들이 보완된다. 즉, 매우 많은 

관(Tubing)조직을 통해 식품을 소량씩 

유동시킬 수가 있다. 전류를 전도하는 

전극은 식품과 동일한 온도를 유지한다. 

식품보다 낮은 저항을 갖고 있는 전극은 

식품 자체에 의해 가열된다. 식품이 

전극간의 빈 부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전류는 흐르지 않으므로 가열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연소(Burning)할 

위험이 없다.

전류가 차단되면 가열은 중지된다. 

유출량(Flow Rate)은 온도에 의해 

조절되며, 온도는 전류밀도를 조절한다. 

따라서 공정(가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전기가열시의 열손실은 종래 장비 

사용시에 비해 낮다. 그리고 사용된 

전류의 약 95%가 식품에서 열로 

변화된다. 식품의 연소나 손상 위험이 

없으므로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식품가열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빠르고 균일한 가열이 

이루어지므로 기타의 종래 열교환기 

사용시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같은 

전기가열방법으로 종래 가열방법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장(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기에너지 

비용이 가스, 오일에 비하여 다소 비싼 

편이지만, 모든 비용요소를 감안할 때 

전기가열방법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우수하고, 균질한 식품생산을 

보장한다.

전기가열방법

전기저항체 역할을 하는 식품에 전류를 

흘려 보내는 것이 전기가열 방법의 

기초가 된다.

열계산법 ：E = RP

(R = 식품의 저항, 1 = 전류밀도)

이 방법은 거의 모든 식품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나 종래의 방법으로는 

가열이 힘들었던, 고밀도•고점성 ・ 

과립상 등의 식품 가열에 더욱 유용하다.

수용액에 D-C 전류를 내보내면 

전기분해가 일어난다. 양극 근처에서 

금속성 전극이 용해되면서 산소가 형성 

되며, 음극 근처에서는 수소가 형성된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는 A • C 
전류가 흐를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주파수일 때 전기분해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이같은 작용 

은 2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액체상태의 식품은 전극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가열된다. 과립상 식품은 

전류를 식품입자에 전달하는 액체에 

둘러싸여 있다. 전기가열에 사용되는 

전기전류는 수십 내지 수백 KHZ의 

주파수를 가진 교류 전류이다. 따라서 

금속용해, 산소, 수소 혹은 염소 형성과 

같은 전기화학적 부작용이 없는 깨끗한 

공정을 보장할 수 있다.

종래의 열교환기에 비하여 전기가열 

방법이 갖는 이점은, 열전도와 전기전류 

방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나타 

나는 것이다. 열전도가 온도 변화도에 

기초한 것인 한 전기전류 및 가열은 식품 

내에서 일정하다. 다양한 양의 액체 

혹은 전도성 고체식품도 식품이 타거나 

손상되거나 벽면에 달라 붙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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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기가열방법

등의 현상이 없이 균일하게 가열된다. 

식품 내의 불균등한 전도성 상태에서도 

일정한 가열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전기가열이 갖는 가장 뚜렷한 이점 

중의 하나는 식품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류가 

중단되었을 때 기기 안에 잔열이 없는 

것으로도 온도조절이 매우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 열교환기에서의 가열율은 벽면 

온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가열율을 증가시키려면 벽면 온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식품온도를 요구 수준까지 올려 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벽면 근처에서 식품 

손상 및 태움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열교환기의 벽면을 자주 청소하여 

열전도를 순조롭게 하여야 하므로 

제조공정을 수 차례 중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기가열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전기 가열기는 

물세척이 가능하다.

종래의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한 

유동(流動)이 요구되는데, 일부 식품은 

이 때 그 질이 저하될 수가 있다. 

반면에 전기가열에서는 이러한 유동이 

필요 없다. 그•리고 전극상의 

식품 잔여물은 가열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열교환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식품유동 및 증기유동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열이 남아 있게 된다.

요약하면, 전기가열법의 이점은 

다음은 같다.

。액상, 점성, 과립상 등의 식품의

균등한 가열

。모든 크기의 입자에 대한 빠른 가열율 

。히터의 큰 횡단면과 짧은 길이 

。벽면에 붙은 식품의 손상방지 및 태움 

없음

。적은 유지비

。전류중단 후 잔열 없음 

。아주 적은 열손실

0열교환기와 비교시 적은 비용

장비의 디자인적 측면

전기 가열기는 비전도성 식품용으로 

만들어진다. 내부에는 두 개의 평행 

벽면에 장방형의 횡단면과 두 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전극이 있다. 장방형의 

튜브와 파이핑(Piping)을 연결할 적절한 

장치가 터널의 출입구에 마련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전극은 적절한 주파수를 가진 

전력원에 연결되어 있고, 온도는 

열전대 (Thermocouples)에 의해 감지되고 

전류밀도의 변화에 따라 조절된다.

압력챔버 (Pressure Chamber)에 전기 

가열기 및 그 부품을 설치하여 온도는 

10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액체식품은 전기 가열기 출구에 있는 

후면 압력밸브에 의해 고온으로 

가열된다.

전기 가열기는 종래의 가열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가열기로 식품을 열전도가 가능한 

온도까지 가열시킨 후, 전기 가열기를 

이용하여 요구수준까지 온도를 끌어 

올려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액체를 전기로 가열하기 위한 기기는 

모든 식쑴에 있어서 홉사하다. 그러나 

고체식품을 가열하기 위한 기기는 

특정식품에 따라 각각 고안되어야 한다. 

입자를 가열하기 위한 전기 접촉은 직접 

접촉 혹은 액체를 통한 간접 접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과립상의 

식품은 두 개의 양편 벽면에 금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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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이 있는 비전도성 물질로 만든 

장방형 챔버 （Chamber）에서 가열된다.

챔버 내의 식품은 적절한 전도성을 

가진 액체로 둘러싸여 있다. 이 액체가 

전류를 식품에 전달한다. 액체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저항보다 높으므로, 

대부분의 전류는 식품을 통해 흐른다. 

표면가열을 관찰하게 되면, 액체의 

전도성이 식품의 전도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대부분의 

전류는 액체를 통해, 그리고 식품 

표면을 통해 흐르게 된다.

각 챔버의 크기는 식품의 전기저항, 

입자 내 및 입자 사이의 균질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 금속과는 달리 식품의 

저항은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전류는 적은 

저항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항이 조금 적은 입자는 먼저 가열되어 

저항이 비교적 낮아질 수가 있다. 이로써 

입자간에 온도차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각 챔버에는 적은 수의 입자를 넣어야 

한다. 예컨데 Corn-on-the-Cob 가열용 

챔버는 옥수수 한 개만을 수용할 수 있다.

어떤 입자는 불균질하게 구성되어 

있어 전도성이 일정치 않아 입자 내의 

가열도 불균등하다. 이런 경우에는 입자 

내의 온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전류를 중간 중간 방출함으로써 

전기가열해야 한다. 예컨데, 얇은

조직보다도 저항이 높은 두꺼운 조직을 

가진 고기를 가열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전기 가열의 활용

Raztek은 다양한 식품에 대하여 

전기가열 방법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토마토 페이스트•치즈 스프레드・ 

농죽 우유 등과 같은 점성식품과, 

액상달걀 등은 식품의 Organoleptic 
특징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속, 균일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열된다.

전기 가열법의 놀라운 효과는 

입자가열에서 두드러진다. Corn-on- 

the-Cob* 과일 ・ 채소• 고기 ・ 생선 등과 

같은 식품은 균일하고 매우 신속하게 

가열된다. 한편, 뼈 없는 생선류는 

종래의 가열법에 비해 훨씬 쉽게 

가열되며, 게나 바다가재의 경우도 

그렇다. 종래 방식으로 요리된 경우에 

비해, 전기가열 방식에 의한 육류 요리의 

경우는 무게 감소가 훨씬 적어진다.

전기 가열기는 또한 충전（Filling）과 

봉함（Seaming）이 가능한 100℃ 
압력하에서도 입자의 열충전시 

사용되기도 한다.

전기가열 연구 및 실험

60〜 50Hz의 주파수를 이용해도 

전기가열은 실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파수의 경우, 전기분해가 일어나 

전극의 용해, 가스형성 （특히 수소, 산소, 

염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식품성분을 

변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시식 

（Tasting）은 금물이다.

결론

전기가열 방법은 토마토 페이스트의 

입자를 가열하기 위해 특별히 1984년 

개발되었다. 통조림 공장에서 20kw 

출력을 이용, 시간당 250kg의 토막 

썬 토마토와 페이스트를 가열하기 

위하여 실험장비를 설치•운영하였다.

1987년 이후 많은 식품이 전기가열 

방법에 의해 Raztek 실험실에서 

가열되었다. 실험된 거의 모든 식품이 

매우 효과적으로 가열되었다. 이 실험에 

기초하여 식품제조업자들이 각자의 

식품제조에서 전기가열 방법을 이용,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험실이나 모의공장 시스템 건립을 

통해 전기가열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포장기술자들은 그 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비가 특정 

식품과 그의 생산율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다음호 계속）

도서판매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발간된 책자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16〜19） :W5,000
2. 산업디자인지 （45〜77호） :W1, 500
3. 포장기술지 （ 2〜10호） :W2, 000
4. 산업디자인지 합본 （80〜81년） :W 7,000
5. 포장기술지 합본 :W12, 000
6. 한국전통문양 : W6, 400（20% 할인）

7. 초기술 : W1, 600（20%할인） —

8. 도구와의 대화 : 钾1, 600（20% 할인） — 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 200（20% 할인） — ________ — __ ______9. 오늘의산업디자인

10. 포장산업 경영관리 :钾3, 5。。

11. 가치관의 대전환 "。。

12. 포장기술편람（'88년 개정 증보판） 心。。。

※ 연락처 : 정보자료부（TEL ： 744-0227）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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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vn）
“FRP 컨테이너는 경량이면서도, 기계적 강도가 높고, 부식되지도 않으며, 작업성 및 경제성이 좋다''

（社） 일본포장기술협회

3.6. 용기가금속또는합성수지인 

경우의 고정화

3.6.2. 철강컨테이너

철강은 강도가 높아 목재가 갖고 있는 

결점이 없어, 외장재로서도 좋다.

강도와 함께 정밀한 치수로 가공한 

지지부분은 고정용으로 이상적이다.

지지부에는 고정기능이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완충기능도 부가할 수 있다.

게다가 볼트너트 등울 대신해 스냅 

또는 랏치, 특수 페스너 등을 장비하면 

착탈은 신속하고 용이하게 되므로 작업 

공정수를 절약할 수 있다.

이같은 컨테이너는 일반 포장과 달라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 실시해도 완전한 

포장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ZD 라 한다. 고객에 대한 발송과 

반송시, 사용장소의 이동（Relocation） 
등에도 정규 고정이나 완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컨테이너화하려면 재료사용비, 

설치장소, 보존, 소유 수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상술한 

물류기술상의 판단에 비추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 1〉은 항해체의 첨단부분 

（재질은 파이로셀럼이라고 생각됨）을 

수납한 전용 철강제 컨테이너이다.

물품의 하중은 고정 받침대가 지지 

하고 있고 받침대와 직사각형 방향의 

지지대로 구성된 Sill을 고무 완충재 

사이에 두고 벽측의 프라켓트로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무는 

방진（진동방지）•완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Shock

Mount나 Mountvibration으로 통한다. 

고무가 갖는 장점과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6.2.1 형상 선택의 자유성

높은 탄성을 갖고 있으며, 형상이 

자유롭다. 금속과의 접착품을 이용하여 

인장（引張）, 압축, 전단（努断）, 조임 

등의 각 하중 또는 그 복합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3.6.2.2 내부마찰

고주파수라도 진동에너지의 소실

（消矢）이 크고 경면（経面） 변화도 없고 

안정되어 이론적 해석도 용이하다. 다른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당한 

감쇠력이 있다.

〈사진 1> 강제 컨테이너의 고정•완충예 

（덮개를 열어 내부의 완충기능을 나타냄）

3.6.2.3 최대탄성

단위체적당 고무가 흡수하는 최대 

탄성 에너지는 금속 용기의 약 

2배이다.

이것은 탄성계수가 대단히 작아서 큰 

변형까지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3.6.2.4 방음효과

단점은 내열•내유성 등이 

금속용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밖의 단점도 있지만, 포장목적 상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3.6.2.5 탄성계수

금속의 경우와 같이, 

전단•조이기 （뒤틀기） .......... 횡（横） 

탄성계수 G

압축•인장..........종（縦）탄성계수 E
（Young율） 등이 이용되지만,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a・ 횡탄성계수 G의 수치는 고무의

「재질」만으로 결정되는 정수이다.

그림 1,「고무」JIS K 6386）

b.E와 G의 관계는 고무의 부분비 （比） 

1/m는 약 0.5이기 때문에 E=3G가 

된다.

c・ 원주형 압축고무의 경우, 다음 K의 

수치와 정도의 계수로서 E의 수치가 

결정된다.

형상계수 K= 수압면적（단면적）=d 
자유면적（표면적） 為

경도를 파라메이트로 한〈그림 2〉에서 

E 를 구한다.

（고무의 경도 쥬로메이터 값은 

서 프라이어 로 주문한다거나 수입 검사를 

하는 때 의 수치 가 된다. JIS K 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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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무의 경도와 횡탄성계수(G) 〈그림 2> 원주형 압축 고무탄력의 종탄성계수(E)3.6.2.6 감쇠계수

고무의 내부마찰에 의한 감쇠력은 

고무탄력의 특색인데, 감쇠계수에 의해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감쇠계수비……厶 감쇠계수……c, 
임계 감쇠 계수……Cc라 하면 r=C:Cc가 

된다.

방진완충 고무의【값은 0025〜0.065 
정도가 된다.

고무탄력을 동적 僅加勺) 특성으로 한 

하중 : 왜곡특성은〈그림 3〉의 (a) 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에 고무탄력의 대표적인 

사용형태인 전단형 사용(1)과 전술한 

원주형 압축 사용(2)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무거운 부하에는 원주가 적합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선형의 변위증가를 

나타내는 전단형은 완충•고정에 

이용되고 있다.

또 양자의 특성을 조합하여 원주형 

고무를 경사로 부착하여 지지하는 

사용방법도 있다. 단체 (單体)로도 각 

방향의 힘을 지지할 수 있다. (그림 4) 
부착각도 a 를 파라메터로서 하중 : 

왜곡특성으로 나타낸 것이〈그림 5〉 

이다.

선은 이론식 계산치로 G와 E의 

수치는〈그림 1>,〈그림 2〉에서 구할 수 

있다

3,6,3. 드럼 캔 및 페일 캔

「철강 컨테이너」이외의 통상 

발송포장에 제공되는 물건으로 오픈드럼 

(JIS Z1600)이나 페일캔(JIS Z 1620)이 

있다. 이들을 포장용으로 만드는 

전문업체가 있으며, 높이가 약 1/2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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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무 탄력의 동적 특성

〈그림 4> 대각선으로 부착된 방진고무

하

중

p
(
k
 
으

〈그림 5> 대각선으로 부착된 방진고무의 특성

0 1 2
구부러짐 a(«)

〈표 I〉고무 탄력의 계산식

탄력의 종류 탄력의 형상과 하중 계 산 식 적용한계 왜곡이 큰 경우의 계산식

(1)
원주 형 

압축탄력

西 

方祁，

4h

탄성계수 E와 형상계수 

와의 관계는〈그림 8> 
참조

압축왜곡은

20% 까지

(2)
장방형 

전단탄력 !0 P = 으으3 
S

A는 전단면적

전단왜곡은

35% 까지

. P
》=stan — 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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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목재품에 의한 고정예 〈그림 6> 고밀도 발포 PE에 의한 고정예하프드럼도 입수할 수 있다. 

가격면에서도 적합한 외장재이다.

드럼캔의 각부 명칭은 동체, 지판 

（바닥）, 덮개로서 페일캔도 

마찬가지이다. 두 가지 다 덮개의 

가스켓트를 가압하는 조임 밴드를 

이용한다. 발송시에는 허리 아래에서 

적재 결속하여 화물모양으로 한다.

캔이기 때문에 큐리티 상태의 봉인이 

가능하다. 자기（磁気）의 차단이 

가능하고 외장이 ESD상의 정전전위 

（静電電位）를 갖지도 않는다. 단, 

자기차단은 전산기용 자기원반 구동장치 

윈체스터급에 사용하는 읽기•쓰기용 

자석 등은 상당히 강자성체 

（強磁性体）이다. （후술）

캔에 넣어도 lATA（ICAO）의 

크라이테리어 클리어는 꽤 어렵다.

다음에서는 내장 고정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캔체 내부는 전용 컨테이너와 같은 

고정 부착부는 없다. 국제 대형 컨테이너 

（주）는 벽측이나 벽끝을 중심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소수의 물품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고정법으로서, 목재나 

발포재를 이용하고, 캔 내면에서 

지지하여 고정한다.

주* : 국제 대형 컨테이너 취급 JISZ 

1626
〈사진 2〉에 목재품에 의한 고정예를 

나타냈다. 캔의 지판상（地板上） 내부 

치수에 맞는 합판으로 원형 기판을 

만들고 다음에 목공대를 만들어 그 

갑판에 물품을 고정한다. 다음은 팔각형 

（또는 원형）의 합판 두 장 사이에 

탄성한계 내의 스폰지 고무（또는 

크리프성이 좋은 발포재）를 끼운 것을 

물품의 상단에 세트한다（필라멘 

테이프 등으로 한다） 

캔 내에 수납하는 모양을〈사진 2〉의 

⑹에 나타냈는데, 방습포장（JIS Z 
0303에 나타난 F-2）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은 손쉬운 재료의 고정대이다. 

（a）는 약 35kg의 영구자석의 고정이다. 

（페일캔）

（b）는 중형의 자기기억 원반구동장치 

약 25kg을 미국에서 보내온 예로 JIS의 

드럼보다 직경이 적은 하프드럼에 들어 

있다. 팔각형 또는 환형（둥근형）의 발포

® 고정내장

스폰지 고무 

（딱딱한 물건）

패스너 부착、、、 

나무판、

물품

8각형 갑판

—— 8각형 덮개판 

8각형 누름판

⑤수납고정 二 습書시豐

건조제*

동체

/ 조임 밴드

덮개

、밴드 패스너 
자판 （地板）

주） *이 사례가 방습포장이기 때문에 채용

폴리에틸렌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고정한다. 거래처에서 분해된 수리를 

요하는 물건은 （〈그림 6〉의 （b） 경우） 

재차 이 용기로 반송된다.

캔의 사용은 공수（空輪）시의 

자기차단 효과를 고려해서이다. 

자성체로부터 떨어진 직경이 넓은 캔이 

효과적이다. 자기 밀도는 포장 

외면에서의 거리로 측정한다. 즉, 

고정하기 전에 자성체의 자기회로의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자속（磁束） 

밀도의 단면을 지지하는 철재 （Shunt）로 

연결하고, 누수（漏洩）자속을 최소화 

한다. 마제형 （馬蹄形） 자석을 넣을 때 

양극을 교도（橋渡）하는 철조각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되지 않은 볼트나 

캔체에 자석이 붙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상의 고정방법 외에도 세 가지 

방법이 미국 문헌에 있는데, 어느 

것이나 특별한 자재를 필요로 한다. 

처음 두 가지 예는 동체에 압출시킨 

둥근 테두리를 발판으로 하여 고정한다. 

이 때문에 내부 확장형으로 두 가지 

구조를 한 내부 고정링 （Internal Locking 
Ring）을준비한다. 링은둥근부분의 

凹부에 끼우는 치수가 된다.

내장고정을 위해 링에는 원형의 

차양이 붙어 있고, 차양 밑에는 

고정형의 바림 구멍이 나 있다. （그림 7）

부하된 때 링이 변형되지 않도록 내부

〈그림 7> 내부에 고정 링을 사용한 예

내부 고정링

〈그림 8> 고정링과 둥근 모양의 목대（木台）로 

고정한 예

모토루 축 

고정볼트、 

출입구멍 （X3）「

목대지주 （X3） ] 
목대 합판、

동체

하부방향의 

내부교정 림

Y 뚜껑 

상부 방향의

-내부 고정링 

목대 합판

축용 

배출구멍

물품 （모토루）

고정재와 지지재에 대한 설계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난폭한 하역에 의해 링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대되어 이완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책을 시행한다.

〈그림 7〉의 *는 합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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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완형（椀形） 고정재의 예 〈그림 10> 둥근 모양의 고정재의 실시예 〈그림 11〉테두리를 조합한 고정재의 실시예

안전링을 지지•보강한 것이다. 만일 

안전링이 물품의 부착고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위 공간에 적합한 세 가지 

누름재를 대어서 같은 효과를 낸다. 

누름재는 나사고정으로 밑판에 고정하기 

때문에 쉽게 행할 수가 있다.

세 가지 다 주된 용도는 전동기 

발전기 등 회전전기의 포장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공작기계용 전동기같이 

단면 부착 전동기나 발전기의 고정에 

응용된다.〈그림 8〉도 한 가지 예로서 

상하 두 군데를 링 모양의 고정용 목대로 

유지하고 목대 （木台）의 갑판에 물품을 

매달아 고정한다.

〈그림 9〉와 같이 완형 （椀形） 

고정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와 같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뎁터가 되는 전용재를 만들어 

마치 전용 컨테이너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완형 고정재는 알루미늄 

주물을 판금으로 만들어 상부 내경에 

합치시킨다. 고정재의 천정부와는 

단（般）차이가 있어 단차이 부분이 

덮개와 상방 내부 고정링으로 

보호•유지된다. 물품은 천정부에 

합판재를 사이에 두고 고정된다. 이상을 

〈그림 10〉에 나타냈다.

합판을 바닥에 놓고 딱딱한 발포재 

등을 이용하여 상하에 끼어서 물품을 

지지하는 고정도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한 목재품의 고정과 비슷한 

방법이다.

같은 회전전기（電機）라도 전동 

발전기, 회전 변류기, 인버터 등은 

다리 모양의 부착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수직으로 고정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강재로 테두리를 조합한 

부착도구를 만들어 내장한 예를 

〈그림 11〉에 나타냈다. 높이 및 직경은 

캔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상하 끝에 

밑판으로서 합판을 댄다.

단,본래 이와 같은 자세로 사용하는 

설계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의 

파손이나 축수（軸受）에 대한 추력부담 

등에 주의한다. 즉, 전자는 수직 지지재, 

후자는 완충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테두리 

직경이 270mm인 경우는 물품 약 

11kg까지, 350mm이면 약 14kg까지가 

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포장 방법 어느 것이나 F-2 
외에도 F-4의 방습포장을 실시할 수 

있다. （JIS Z 0303）

3.6.4. FRR, 합성수지, 경금속 등의 

컨테이너

전용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금속 

〈그림 12> FRP 컨테이너의 고정예

컨테이너로 할 경우, 무게- 강도

투자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는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 섬유강화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만들기도 한다. FRP는 경량이면서 

기계적 강도가 높다. 그円고 철과 달리 

수분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부식되지도 

않는다.

FRP 컨테이너의 특징을 열거하면 

a. 색상이 밝고 깨끗하며 경량이기 때문에 

공장•점포에 많이 쌓아 두어도 덜 

산만하며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b. 안전 밀폐기와 기압제어 밸브, 건조제, 

습도 지시계 등으로 인해 빛•비•습도 

기압과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실외에서의 보관은 물론 단적도 

가능하다•（그림 12 참조）

c・ 작업성이 좋다. 특수한 개체금구 

（蓋締金具） 및 고정밸트에 등에 의해 

미숙련자라도 단순한 조작으로 정규 

포장사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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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FRP 전용 컨테이너의 일례 〈그림 16> 합성수지, 소형 컨테이너의 외장구조

® 케이싱의 수평 단면

*주 : 리브 R부분의 탄성변형이 

완충에 도움이 됨

⑧ 개폐부 주변의 입면도

Lower Rim

Upper Rim 

가스켓트

〈그림 14〉조임밸트와조작법

虹也丄见
M •二 二주%

K718(K711) 록크 부착

K7U ALLOY STEEL. HT

인장강도 K718 908kg(2,000 lbs) 
K7U 2,270kg(5,000 lbs) 
K417 136kg(3OOlbs)

재 질 K413 454kg (l,0001bs) 
K718 CRS

〈그림 15〉소형 전용 컨테이너의 일례

투명창（비대전 

합성수지

결찰용 평활면

접지단자 （금속）

도전성 폴리백

컨테이너

물품(배선판: 

130X180X 12)

완충•지지재

（발포핑크폴리 : 

도전성 접착제에 

의함）

완전하다.

특수한 공구를 요하지 않으며 

화물풀기도 용이하다.

d• 경제성이 좋다. 직접 물품을 고정하기 

때문에 개장비（個裝費）나 내 장비가 

절감된다. 바깥 상자는 나무나 

철에 비해 바람 주머니 중량 （Tare 
Weight）이 가볍기 때문에 물류비용 

특히 공수비 （空輸費）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림 12〉의 （a）는 FRP를 이용한 전용 

컨테이너의 일례이다. 정격재교수 

（定格才教数）는 400X400X 300mm 
내지 1100X950X 560mm 정도이다. 

〈그림 13〉에 그 외관을 나타냈다.

고정방법의 하나로서〈그림 12〉의 

⑷에 나타난 것처럼 기초대에 설치한 

고정쇠에 대하여 강인한 화학섬유 

벨트로 결속•고정하고 있다. 기초대의 

고정쇠는 공작기계의 부착바닥 같이 몇 

개의 홈 속에 부착되어 있다. 고정벨트 

「타이다운스트랩」에는 각종 단말부 

금구가 부착되어 있고 홈의 어느 

위치에도 장치되어 있다. 조임 

고정으로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전용 조임벨트가 

있다. （그림 14）

고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소포드」에서는「에어로 후렉스」 

라는 완충재를 채용하여 기내（（器内에 

부착시켜 물품을 이것에 고정한다. 

볼트를 패스너로서 사용하고, 완충재는 

가로로 놓고, 경사로 사용하는 등 

전술한 고무 완충재와 같은 방법이다. 

（고무 완충재 사용도 가능）

에어로 후렉소의 특징은 완충재를 

搓線発條로 했다는 것인데, 물성은 

다음과 같다.

a. 搓線発條의 최대응력은 단선（單線）

발조보다도 적게 할 수 있다.

卜 선재는 일반적으로 선경（線徑）이 가는 

만큼 그 선의 인가（引加）공정도가 

증가되어 항장력, 탄선한계 등이 

상승한다.

c・ 선 상호의 마찰이 완충, 감쇠작용을 

하여 충격파의 중복이 적어진다. 

이상의 점으로 보아 충격하중을 받는 

발조에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금속재료이기 때문에 내열성도 높고 

ESD에 대해서도 고무와 달리 

도전체로서 문제가 없다.

FRP 용기를 예로 든 것은 큰 치수의 

물품이 비교적 만들기 쉽다는 점에 

있다. 작은 물건, 별로 크지 않은 

물건에는 합성수지의 사출 성형품, 

중공（中空） 성형품, 재질로서는 

ABS 수지와 PE나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이 사용된다 ESD를 싫어하는 실장제 

프린트 배선판 등에는 도전성의 

합성수지가 이용된다

금속에는 알루미늄 합금（예를 

들면 듀라민）이 사용되고 프레스로 압출 

성형된다. 용도로는 휠드에 서비스 

엔지니어가 지참하는 교환식품이나 

공구 측정기 등을 넣는 경우 등이 많다. 

이 때문에 휴대용의 가방모양으로 

한다거나 손잡이를 붙이기도 한다.

컨테이너 내에서의 고정은 발포 

폴리우레탄이나 발포 폴리에틸렌 그리고 

합성고무 스폰지로 놓을 자리를 

마련한다. 혹은 사출성형이나 

중공성형으로 나일론이나 PVC로 

놓을 자리를 만든다.

일례로서 시장에 있는 미국 

서머다인사의 “SHOCK-STOP” 
（상품명）을 들 수 있다. 외장은 고밀도 

PE 를 이용하고〈그림 16〉의 （a） 에 나타낸 

것 같이 단면계수를 바꾸어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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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합성수지제, 소형 컨테이너의 모양도

〈그림 18> 화이버 드럼캔의 고정예

나오도록 했다. 그리고 카운터싱크한 

곡선부의 탄성변형의 정도는 완충시키고 

있다. 나아가〈그림 17〉의 모양도 같이 

합성고무 스폰지로 완충•고정하고 

있다.（그림 15）

다른 기능으로서 전술한 FRP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밀봉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16〉의 （b）에 나타난 것 

같이 가스켓트와 개체금구（蓄綿金具）에 

의해 기밀（気密）이 유지된다. 방수성과 

방습성의 기능（MIL-B-131）, 기압조정 

（Altitude에 대해） 기능도 

갖고 있다.

동사 자료에 의하면, 50봉도

（封度 : 23%）를 부하하여 21인치（乃cm）의 

낙하높이에서 자유낙하를 160회 

시행했는데 해당용力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ASTM—D999*의 

진동시험으로 2시간 진동을 가했어도 

용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또 

ASTM-D951** 샤워테스트 후에도 

물이 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들 

결괴는 미국의 Independent Test 

Lab, of Torrance에서의 시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주* : ASTM-D999-75（1981）
수송용기의 진동시험

주** ： ASTM-D951-51（1978）
수송용기의 산수법（散水法에 

의한 내수성 시험 

옵션으로서 캐스터의 부착, 

기 압제 어 법 （Breather Valve/a&m사 

Tucson Arizona）의 부착이 가능하다. 

표준품 치수는 5종류로 460X330X200 
에서 910X560X410 등이 있으며 응수 

（応需）치수는 98종이라고 한다.

또한 일련의 시험은 용기의 충격 ・ 

진동시험이지 포장시험（ASTM D 

4169）은 아니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JIS Z 0200 

으로 시험된다.

최근 미국제로 고력 （高力 ）알루미늄 

합금을 프레스한 용기「제로허리바아톤」 

（상품명）이 시장에 나와 있다. 방습을 

위해 쉘가공이 옵션으로 되어 있다. 

충격하중 500kg Max에 견딘다고는 하나 

시험의 클라이테리어 등은 

미상이 다.

산업용 컨테이너의 좋은 실예로서 

IBM 의 R Clarake 에 의한 동사의 

Variable Capacity Multi—Product 
Container（VCMPC）가 있다.

3.6.5. 화이버 드럼캔 및 소용기

화이버재를 원통으로 하여 동체의 

밑과 뚜껑의 주변을 금속가공하여 

드럼캔으로 한 용기（PPP—C—55） 

이다.

철강제나 FRP 용기 같은 외기 차단 

능력은 없기 때문에 내장에 차단재를 

이용한다.

간단하게 재사용 용기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선용 전선이나 소부품, 일용품, 

식량품 그밖의 여러 외장용기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8〉은 전산기의 인쇄장치 

「세렌드럼」단체（單体）의 고정예이다. 

물품은 경합금이지만 표면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본품을 부품으로서 보내거나 

해체부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포장을 이용한다.

소형용기로서는 위와 아래를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들고 동체를 화이버 

혹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컴포지트 캔이 

라는 용기가 사용된다.

병이나 캔에 들은 정제나 엿 등에서와 

같이 작은 알갱이의 용기내 

고정은 상부 공간에 발포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시트를 접은 것, 

산소섬유소모（素毛） 등을 채워서 물건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이에 있어 자동기에 적합한 방법이 

선택되고 있다. 연속

한사람이 지킨 질서, 모아지면 나라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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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포장설계 （叩）

E P S 의 완충포장설계기법 및 설계사례 一사례4

横山正明 三菱油化 바디세（주） EPS 응용연구실 주임연구원

EPS 제품은 다른 완충재와 비교할 때 우수한 완충특성, 용이한 성형가공성, 저렴한 가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장용 

완충재로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완충포장설계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a）완충에 관한 정확한 기초이론 확립 및 완충곡선 이해, b）재료특성（물리적•화학적 등） 파악, 

c）전체 포장비（재료•하역•수송 등）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편집자 주〕

1. 서론
EPS 제품은 완충특성이 뛰어남은 물론, 

성형가공이 용이하고 타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형품 혹은 

컷트품으로서 완충재료 분야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재료에 의한 완충포장 

설계사례를 많이 소개하여 실제로 

포장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무슨 일이든 기본이 중요한데, 

완충포장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이론의 옳바른 정립하에 재료특성을 

잘 파악하여 어떻게 설계하느냐가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용하기 쉬운 

완충특성도, 포장재의 기부（基部）를 

구성하는 리브 및 코너형상, 비즈 

발포체의 재료특성 비교, 포장설계 사례 

등에 관하여 포장재료 측면에서의 

내용을 종합하였다.

2. 완충특성도의 이용방법

완충포장설계는 기초가 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 정적•동적 완충 데이터

〈그림 1>,〈그림 2〉와 같이 

시험방법에 따라서 데이터가 크게 다른 

재료도 있기 때문에 완충특성도는 실제 

낙하조건에 가까운 동적시험에 의해 구한 

것을 채용해야 한다.

정적시험에서 10mm/min 전후의 

압축속도인 것은 동적시험에서는 

60cm 낙하로 하면 압축속도가 

3・4mm/min 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료의 압축거동이 달라지게 

된다.

0.1 0.2 0.4 0.6 1.0 2 3 4 6 10
최대응력 “ （kg/cnf）

〈그림 1〉완충계수•최대응력선

（2）JIS법, 초회법（初回法） 완충 데이터

〈그림 3〉은 낙하횟수에 의한

완충특성도 이다. 낙하시험조건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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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동적완충계수•동적응력선도

100 「포장기술』46. 1990. VOL. 8



a. C-比선도 b. C-S선도

c
 
F
a
c
t
o
r

C. C-E선도

d. Cpd-S선도

동적응력 比

동적응력 e

최
대
변
위
 S

〈그림 4>C Fact아■를 사용한 완충특성도

b. G값•정적응력선도 （두께별） 

밀도 : 21kg/叫 낙하높이 ：50cm
a. G값• 정적응력선도 （낙하높이별） 

밀도 : 2lkg/m\ 두께 : 30mm

〈그림 6〉Cpd-S선도

정적응력 〃（g/曲）
15050 100

정적응르녀 “（g/예片）

0L 
0

〈그림 5〉일반적인 완충특성도

1각 3모서리 6면이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으므로 초회낙하의 데 이터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않으면 후도（두께） 

가 두꺼워져 과잉포장 설계가 된다.

단, 상품수송시 가혹한 취급이 예상될 

경우나 고가 신규상쑴 등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우들은 JIS법 데이터를 

참고해야 한다.

（3） C Fact이데이터

〈그림 4〉의 a 〜 e는 C Factor를 사용한 

완충특성도의 표시 방법인데,

C Factor 와 동적응력 比•최대변위 S가

최대변위 S

6. C-S-0b선도

동
적
응
력

병기（併記）된〈그림 4〉의 d,e가 

이용하기 쉽다.

（4） G Factor 데이터

일반적으로〈그림 5〉의 a,b와 같이 

완충특성도를 표시한다. 이 방법에서는 

재료밀도에 따라 낙하높이 및 두께별로 

조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림 6〉,〈그림 7〉에 三菱油化 

바디세（주）가 채용한 완충재의 

완충특성도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이 

최대변위를 같이 나타낸 것이 완충포장

흡수에너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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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이용하기에 쉽다. 최대변위 

데이터가 없는 완충특성도는 이용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에 금후 최대변위를 함께 

나타낸 데이터가 업계에서 정비♦보급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3. EPS 포장재의 기초설계

（1） 두께 및 면적의 설정

EPS 성형품은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상 설계면적은 포장상품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적다. 때문에 

EPS 포장재는 리브형상의 채용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는 일이 많다.

설계시에는 C-Od-S선도, 또는

G—on—S선도를 사용하여 두께

⑹가 최소로 되는 응력점（O）을 통상 

선택하여 면적（A）을 산출하는데, 이 

점은 최대변위（S）가 50〜60%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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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리브형상과 특징

〈그림 7〉G-0s-S선도

내（内） 리브형상

口 낙하

재료 사용량:많다

낙하 후 간격 : 상품과 포장재 사이 

금형 제작성:양호

외（外） 리브형상

口 낙하

재료 사용량:적다

낙하 후 간격:바깥상자와

포장재 사이

금형 제작성 : 약간 어렵다

〈그림 8〉리브 형상의 적합 및 부적합

따라서 리브형상, 특히 리브높이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 최대변위를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브의 기본형상은〈그림 8〉의 a와 

같다.

만약〈그用 8〉의 b처럼 리브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낙하시 리브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며, 면적이 

설계치와 실제와는 큰 차이가 생겨 

G값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중량물 및 기타 상품에서 상품과 

직접 접촉 가능한 곳의 면적이 대단히 

적어서 충분히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일단 타재료로 상품을 받아 이것에 의해 

완충재의 면적을 늘이는 등의 방안 

채용도 때로는 필요해진다.

（2）리브형상의 방식과 특징

〈표 1〉에 리브형상의 특징을 나타냈다 

EPS는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나 낙하 

충격을 받으면 복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브의 간격이 발생한다. 특히 

내（内）리브 채용시는 상품과 EPS 
포장재 사이에 그림과 같은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이 내（内）리브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리브의 길이•폭•위치에 

배려가 필요하다.

（3） 상품의 돌기물과 두께 및 면적

돌기물이 있는 상품을 포장할 경우는 

설계두께, 면적으로부터 최대변위 량을 

산출하여 돌기물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확인하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밑면 낙하시〈그림 9> a의 형상에서는 

거리 X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돌기물이 EPS 포장재에 닿아 결과적으로 

유효두께가 얇아져 설계치보다 G값이 

높아져 버린다.

따라서〈그림 9〉의 b,c와 같이 

최대변위가 거리 X보다 작아지도록 

두께 및 면적을 산출 설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돌기물이 붕괴되기 쉬운 

경우는 밑면과 마찬가지로 측면낙하 

방향의 거리 丫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상품의 중심위치와 면적

y y'

〈그림 9〉돌기물과 포장재 형상

밑변 낙하시〈그림 10〉의 a처럼 

편중이 없는 경우, 면적을 되도록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그림 1。〉의 

b와 같이 편중이 있는 경우는 중심 

배분비에 따라서 우측의 면적을 크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5） 깨짐비산 （飛散）방지

EPS 포장재는 낙하충격을 받으면 

깨짐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같은 

깨짐은 성형품 형상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함부로 두께•배율•재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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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편중이 없는 경우 b. 편중이 있는 경우

니 £1
〈그림 10〉밑면 낙하시 편중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림 12〉패드 형상

〈그림 11〉코너부의 형상

동

적
완
충
계
수
 (C)

10 20 30 40 50 60

밀도 （kg/m，）

4.5

4.0

3.5

3.0

2.5

2.0

〈그림 13〉밀도와 동적완충계수 （C : 최소치）

------- : JIS법
（2〜 5회 낙하 평균치）

---- : 초기 낙하

70 80

〈표 2> 비즈 발포체의 특성 비교

재 료 발포PS PS/PE/공중합체 EL 발포PE 발포pp

상품명（三菱油化 바디세） 스티로폴 에 렌폴

I 동적완충특성

1）초기 낙하

동일성 능을 얻는 밀도（kg/nF）

발포배율（배）

2） 반복낙하

◎ 
20 

(50) 
△

◎ 
27 

(40) 
O

◎ 
60 

(15) 
O

◎ 
33 

(30) 
O

II 일반특성

1）압축강도

2）깨지기 쉬움성

3） 유연성

4） 내마찰성

5）내약품성

6） 내열성

© 
△ 
△ 
△ 
△ 
△

III 성형성가공성 ◎ O △ 전용가공설비 △ 전용가공설비

IV성형품가격 ◎ O △ △

바꾸지 말고 성형품 형상을 충분히 

검토,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짐비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형상 

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림 11〉의 A와 B는 코너 낙하시에 

있어 골판지 상자의 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골판지 상자 충격의 

일부분을 흡수시켜 EPS 포장재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약하게 하여 깨짐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또 C와 D의 형상은 

주로 EPS 성형품 자체의 변형에 의해 

충격을 흡수하여 깨짐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림 12〉는 패드 전체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즉, EPS 포장재의 깨짐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각부분（銳角部分） 

을 최대한 적게 하고 연결부분을 넓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EPS 사용량만 

신경쓰지 말고 반대로 보강부분을 넓게 

잡는 등 약간 사용량이 증가해도 깨짐을 

방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도록 설계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EPS 포장재의 특성 활용

（1） 재료특성

비즈 발포체의 특성 비교를〈그림 13>, 

〈표 2> 및〈표 3〉에 나타냈다.

〈그림 13〉은 각 재료 C Factor의 

최소치를 밀도로 정리한 것이다. 

EPS 성형품은 50배 발포로 배율이 

높아도 첫번째 낙하의 충격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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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다. 그러나 타재료에 비해 강성은 

뛰어나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깨지기 

쉽고, 복원성이 떨어져 반복낙하시 

완충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취급조건이 가혹한 경우, 혹은 

완충재료로서 보다 특성이 좋은 것을 

원한다면 타재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장설계 기준으로서는 1각 

3모서리 6면 낙하조건을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 경우 첫번째 낙하 

데이터로 완충포장을 설계하기 때문에 

타재료에 비해 보다 고배율품을 

사용할 수 있는 EPS 포장재는 대단히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EPS 포장재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낙하시 

깨짐비산 방지대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기타 EPS 성형품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약품성이 좋지 

않으므로 포장상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PVC 전선에 

함유되는 가소제나 방청제의 용매 등에 

EPS 성형품이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2）성형품, 생산성, 포장작업성

EPS 성형품이 포장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완충특성이 뛰어남은 물론, 

성형성이 양호하고 생산성이 뛰어나며, 

성형품의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에 있다. 

즉, 이 특성이 최대한으로 활용되도록 

포장설계에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포인트가 된다.

EPS 포장재의 성형가공시에 있어서는 

충전, 이형불량이 적고 성형 사이클이 

빨라서 수량이 많아진다는 등이 보다 

코스트를 내리는 중요한 요건이며, 

상품포장시는 포장 부품수의 삭감, 

포장치수의 절감, 포장자동화 

라인으로의 대응 등이 포장비 절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상품포장과 마찬가지로 EPS 포장재 그 

자체의 곤포, 취급작업 및 운임보관비 

등의 절감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이다.

즉, 포장 설계자로서는 상품보호 

기능을 만족시킨 뒤에 어떻게 이들 

내용을 EPS 성형품의 설계에 

활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EPS 포장재의 설계 사례

〈표3〉내약품성 ◎ 변화없음, O 약간 팽창, △ 팽창, x 용해

발포 PS PS/PE / 공중합체 EL 발포 PE 발포 PP

10% 염 산 ◎ ◎ ◎ ◎
10% 질 산 ◎ ◎ ◎ ◎
10% 초 산 ◎ ◎ ◎ ◎
10% 가성소다 ◎ ◎ ◎ ◎
아 세 톤 X O ◎ O
톨루엔 X △ △ O
크 실 렌 X △ △ O
4 염 화탄 소 X △ △ O
알코올 류 ◎ ◎ ◎ ◎
에스테르 류 X O ◎ ◎
케 톤 류 X △ ◎ O
가 솔 린 X O O O
세 유（洗油） X O ◎ ◎
중 류（重油） △ ◎ ◎ ◎

〈그림 14〉내（内）리브형상 （좌우공통 패드）

的 20

〈그림 15〉외（外） 리브형상 （좌우 대칭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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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관련 정보자료

1990년 10, n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신착도서 및 자료

MODERN PLASTIC INTERNATIONAL 
⑼・5)
발행처 ： MacGrow Hill Pub. 
.북미의 폴리우레탄 소비 동향 

—•Freedonia Group 이 발표한 최신 

플라스틱 관련 경영연구보고에 

따르면, 운송 • 가정용품 • 건축 ・ 포장 

등의 시장에서 계속적인 수요증대에 

힘입어 북아메리카에서 폴리우레탄의 

소비가 19이8년 1.5백만톤에서 매년 

4.4%씩 증가하여 1993년에는 

1.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폴리우레탄의 생산이 

2000년대까지 제조업자들의 원재료 

사용확대 계획과 가공공장의 첨가된 

수용량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며 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완제품 요구에 힘입어 

생산자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993년까지 이 폴리우레탄 완제품과 

일레스토머의 평균가격도 3.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북미의 폴리우레탄 소비 1988 1993
가정용품 494 592
건 축 343 416
운 송 301 420
포 장 57 306
기 타 254

총 1,449 1,798

PACKAGING TODAY ⑼.No.1) 
발행처 : Australia Packaging Institute 

•호주의 식품포장 현황

一호주의 아스파라거스(식용야채) 

에서부터 식용 굴류까지 다양한 

농수산품들을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호주 수출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호주 수출상품의 포장에 

대한 실패요인은 포장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관심부족이었는데 , 

그 중 두 가지 이유는 부적절한 

제품의 보호 포장과 포장디자인이었다. 

특히 호주 상품의 일본 수출은 일본 

소비자들이 포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서 호주 기업의 포장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하다.

—Boneless Beef— 
호주에서 수출하는 최대의 

단일식품은 뼈없는 육류로 1989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수출은 

1,182백만 달러였으며 이 품목의 

대부분이 다층 플라스틱 백에 진공 

포장되 었다.

호주는 최근에 미국과 일본 등지에 

카톤 안에 PE백으로 포장한 육류를 

수줄하고 있으며, 신선한 육류 수줄을 

위해 산소투과를 단절하여 박테리아 

침입을 막는 등 차단포장을 하고 

있다.

이 포장필름은 저가스투과가 되어야 

하며 이의 최적포장재료는 EVA, 

PVDC, EVA, LDPE 구조의 4층 

공압출 재료이다. 또한 이 재료로 

제조된 포장백 조차도 진공포장이 

필요하며 육류를 백에 채운 후 

봉함되기 전에 진공상태를 완료한다. 

이 뼈없는 육류의 진공포장은 

0C에서 1℃ 사이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판지 안에 PE 백으로 

포장된다.

일본은 이 호주산 육류의 

최대시장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지역 또한 주요 수출지역이다. 

호주의 송아지 고기 수출 또한 일반 

육류의 수출포장 과정과 비슷하며 

중동지방으로 수출되는 양고기도 

진공포장과 같은 고기술을 요하고 

있다.

—Cheese—
또 다른 중요한 수출 낙농제품은 

치즈 부분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량이 

183백만 달러였다. 50년 전부터 캔 

포장 체다치즈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60년대에는 유리병에 크림치즈를 

포장하기 시작한 Kraft Foods Ltd 는 

최근에는 싱글이나 낱개의 치즈 등 

여러 종류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50℃ 
이상되는 고온인 중동지역과 습기가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골판지 카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있으며 

수출지역에서의 냉동설비 사용과 

플라스틱 필름 배접 등 여러 가지 

포장 옵션을 넓혀가고 있다.

—Table Grapes—
타스 마니아주 사과에서부터 

퀸즈랜드주 바나나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 지난해 전체 과일의 수출은 

205백만 달러였다. 이 품목들 중 

호주의 가장 최대 관심 분야는 Table 

Grapes로 88 〜 89년의 수출액은 

21백만 달러였다. 이러한 종류의 

부드러운 과일포장은 신선함이 매우 

중요하여 운반 및 운송 도중 포도의 

찌그러짐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포장이 필요하다.

현재 Table Grapes는 5kg들이 팩으로 

냉장 컨테이너에 팰리트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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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을 비교한 

것이다. 실제의 수송과 랜덤진동에서는 

별로 온도상승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정현진동에서는 크게 상승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에서는 이 사례가 랜덤진동 

도입의 동기로 되었다(1982년). 그리고 

전자제품의 수송진동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마찰상이나 다른 불량에 관해서도 

정현진동보다 랜덤진동폭이 

시장재현성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랜덤진동은 실제에 가까운 평가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험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9〉는 MIL 환경시험의 

수송진동스펙트렘,〈그림 1。〉은 

ASTM에 제안되고 있는 차량진동 

스펙트렘이다. 그들의 동향에서 

랜덤진동이 일반화된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랜덤진동의 시험방법에는〈그림 11〉의 

3종류가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하여 현재는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분리 사용하고 

있다. 방법 1은 자기테이프에 진동시험기 

의 주파수 특성을 가미한 이퀄라이저 

신호를 넣어두면 되고, 공시품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 

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단, 이 방법에는 그 테이프 신호를 

어떻게 하여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신호작성에는 방법 2나 3의 장치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방법 2는 광대역 (広帯域) 

및 복잡한 스펙트럼 패턴은 곤란하기 

때문에 화물의 수송진동에서는 잠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방법 3은 완전 

폐루프 제어로서는 이상적이지만 너무 

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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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그림 11〉랜덤시험방법의 3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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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파손영역 시험의 예

각각의 허용 가속도와 고유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2 bt2 oc
。저울대 （a） : ac = y • 械

4 bt?农 。저울대（b）：fW

（b： 저울대의 폭, t： 저울대의 두께, 

。: 저울대의 길이, m : 저울대에 

가해지는 부품질량, be : 저울대 재료의 

허용응력, E ： 저울대 재료의 탄성율）

즉, 저울대⑶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 

양끝을 고정하면, 허용가속도는2배로 

되지만, 고유진동수도 2배가 되어 결국 

허용속도변화는 변하지 않는다. 무엇을 

바꾸는 것이 유효한가. 이와 같은 

저울대의 경우, 허용속도변화는 다음과 

같다는 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Vc=C・ bc・ Q bt

（※여기서 C : 저울대의 지지형태에 

의한 계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Vc를 올리려면, 

Ac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

파손영역의 Ac는 보통, 충격펄스가 

구형파（矩形波 = 직사각형 내지는 

특정 台形波=사다리꼴）인 경우를 

말하지만, 이것은 완충설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때에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완충설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과잉포장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림 4〉는 몇 가지 대표적인 

충격펄스에 의한 파손영역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완충재로 발포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화물낙하 높이가 명확한 경우는 

사인펄스로 거의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그림 5〉는 소니사의 어떤 제품의 

파손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台形波에 의함）

이와 같이 제품의 충격강도는 제품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 포장화물의 취급도 화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6〉은 이들을 

고려한 결과, 횡형의 음향 제품을 

종형으로 완충포장해서 합리화를 도모한 

예이다.

그런데 실무상의 파손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 5〉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Vc에서의 파손과 Ac에서의 파손은 

이론상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Vc와 Ac의 역학계 및 파손평가가 

틀리는 것이다. Vc는 제품 자체가 

그대로 충돌하는 데 반해, Ac는 

완충재에 의한 지지계로 된다. （그림 1）
그리고 Vc는 사용자가 사용할 때의 

낙하이기 때문에 그 파손평가는 제품의 

기본기능인 것에 대해 Ac는 

화물수송중에서의 낙하이기 때문에 그 

파손평가는 제품의 상품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3. 화물진동에 있어서 랜덤진동

충격에 있어서 파손영역과 마찬가지로 

진동에서도 랜덤진동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화물의 대표적인 진동은 트럭의 

하대진동（荷台振動이다.〈그림 7〉에 

38, 트레일러의 전형적인 진동예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진동은 단조로운 정현진동 

（正弦振動）과는 다르며, 랜덤진동에 

대단히 가깝다고 되어 있다. 랜덤진동의 

특징은 i） 연속되는 무수의 진동수 

성분으로 성립, ii） 진폭이 어느 

확률밀도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것에 있다.

i）은 다른 공진점을 가지는 여러 개의 

부품을 동시에 공진시키거나, 복잡한 

진동모드를 발생한다. 이 현상은 

정 현진동에서는 불가능하다.

ii）는 정현진동에 비하면, 소위 

부드러운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8〉은 진동으로 완충재와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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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그림 15〉에 내（内）리브 

및 외（外）리브 형상의 사이드 패드 

설계예를 나타냈다.〈그림 14〉는 좌우 

어느 면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면에서 배려한 예이다.

본고는 설계사례보다도 

완충포장설계시 기본적인 유의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므로, EPS 포장재를 

설계할 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파손영역과 랜덤 진동사례一사례5

具足島 良 昭 주） 소비자서비스본부 품질•신뢰성추진부신뢰성기술과 계장

완충포장의 설계목적은 제품포장의 체적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우리는「포장기술」을 상품• 유통환경 • 포장재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파손영역 및 랜덤진동은 포장기술에 있어서 흥미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1 •서론
전자기기 제품에 있어서 완충포장 

설계의 목적은 포장용적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있다.

완충설계는 제품, 물류환경 및 

포장재료를 요소로 하여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서 조합하고, 그리고 

생산을 달성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공업포장 분야에서는 

속도변화라든가 랜덤진 동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제품의 충격강도와 포장

최근, 제품의 충격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종래의 허용가속도에다가 

허용속도변화라고 있는 팩터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제품의 충격강도특성 즉, 

파손영역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실용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

허용가속도는 제품을 완충포장하는 

경우의 제품강도이며 , 허용속도변화는 

제품을 단체 （單体）로 낙하시킬 경우의 

제품강도를 가리키는데 이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가장 취약한 부품의 허용가속도를 

ac, 고유진동수를 W 로 한다면, 

그 제품의 가장 취약부품에 대한 

충격 강도는

。허용가속도 Ac = ac/2

。허용속도변화 Vc = %/W = 2Ac/W

이다.

다음에 제품의 단체낙하（單体落下）와 

포장화물의 낙하를 비교하면（그림 1）, 
각각의 속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0제품낙하 V】 =（1 + 3僭面

0포장낙하 V2 =（l + e2）/2gn H2
（ei,e2 ： 반발계수,

Hi,H2 : 자유낙하높이, 

gn : 중력가속도） 

그리고 만약 V2 3Vl 이라면, 그 

제품은 굳이 완충포장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반발계수는 0〜1이기 때문에 仃 =0, 
e2 = 1로 하면 낙하높이는 H2 30 25Hl 로 

된다. 예를 들면 보청기 등은 단체로 

1M 정도에서 떨어뜨려도 파손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포장화물로서의 낙하가 

25cm 이하이면 그 포장은 완충을 

생각치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터블 제품은 어느 

정도의 단체 낙하충격에 견디어야 한다. 

또 탁상이나 그대로 두는 제품들도 그 

나름대로의 취급에 견뎌야 한다. 제품의 

최적 충격강도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림 2〉와 같은 기본적인 경향을 

포착할 수는 있다.

제품의 허용속도변화 Vc를 크게 

하려면 허용속도 Ac를 크게 하든가, 

취약부품의 고유진동수 W를 작게 

하든가 하면 되지만, 보통 Ac와 W는 

독립된 관계가 아니고, Ac를 크게 하면 

W도 크게 되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그림 3〉의 저울대를 예로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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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제품의 허용（Critical） 충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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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에 수출하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10kg 팩에 낱개로 느슨하게 포장되어 

수출되고, 북미지역에는 최근 개발된 

대형 상업상자에 포장되어 4주 

동안의 항해 후에도 썩 좋은 상태로 

도착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해상 컨테이너에서 고습에 견딜 수 

있도록 습기흡수 패드를 장착한 

카톤에 의해 수출된다.

一Wine—
80년대부터 호주의 포도주 수출은 

고품질과 저가격 등의 요인으로 

호주에서 최고의 수출품목으로 

성장하여 1989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수출액 이 116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와인 

제조업체 몇 개가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중 

Orlando 와인상품 브랜드를 제조하는 

Barossa Valley사는 현재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외시장에 Jacobe Creek Red 와 

White Table 와인 등을 내놓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수출시장에서의 좋은 

이미지 달성을 위해 포장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 호주의 크고 작은 포도주 

생산업체들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두어 라벨, 캡슐, 덮게, 

용기 등의 전체 포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외시장에 대한 오랜 유통기간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보호를 크게 

고려하고 있다.

—Fish—
1989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어류의 

수출은 총 594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획득한 어획량뿐만 아니라 

냉동 및 냉장으로 수출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고기술 

가공포장의 영향이 크다.

호주의 냉장 어류는 국외의 경매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으며 특히 

호주 전체 어류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시미 

시장에는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기 

위해 생선이 잡힌 날짜에서부터 

2,3일 안에 수출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행기로 직송하고 있다・ 

호주 타스마니아주의 어류포장에 

대한 최근 성공사례 중의 하나는 

Tassal Limited 의 Atlantic 연어 팩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연어를 Driptray와 

흡수 가능한 패드 그리고 얼음 

(纵⑺을 채울 수 있는 폴리스틸렌 

박스에 포장하는 것으로 진공증착 

폴리에스터를 배접하여 박스 안을 

에서 4℃의 온도로 계속 유지하여 

습기에 대한 차단 역할도 한다. 이 

포장형태는 포장 외형에 크게 관심을 

갖는 일본시장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한다.

—Milk—
지난해 유제품 수줄이 314백만 

달러에 달해 전체 호주 낙농식품 

수출이 55%를 차지하였는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호주의 

주요 수출지역이다. Nestle Australia 
Ltd는 유제품의 주요 제조업체로서 , 

이 제품을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선박을 이용해서 운반할 때 최고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포장방법으로 

개 선 하기 위 해 아시 아 시 장까지 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드라이 

백 재료를 개발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GLASS MACHINERY PLANTS & 
ACCESSORIES (90.NO.2) 
발행처 : Grafiche Provomane
O유리 Batch 공장 설계의 최신 개발 

O뉴트랄 유리 튜브와 의약품 산업 

O고품질 유리코팅 향상 기법 

O Hollow Glass 용기 생산의 전자조절 

시스템

。열성형 기술 개발의 최신 동향 

。유럽의 유리용기 재활용 동향

(英)PACKAGING (90.4)
발행처 : Turret Group Plc
。영국의 유가공 식품류의 포장

실태

。금속제 포장용기의 장점과 영국의 

수줄입 동향

0'9。년 대형 캔 포장디자인 개선 

。서유럽 지역에서 포장 및 환경침해 

요소에 대처하는 기관들의 활동

O 영국 Courtaulds에 의해 개발된 변조 

방지용 필름

EUROPEAN PACKAGING ('90・4) 
발행처 ： Tuiret Group Plc 
。서유럽 지역 통합과 관련된 각국 

포장산업의 기회

。팰리트 운반시의 문제점 및 

가격조정과 자동화 시스템 분석

。에어로졸 캔 포장의 고기술 개발과 

효율성

MODERN PLASTICS 
INTERNATIONAL C90.5) 
발행처 : MacGrow Hill Publication 

。서독에서 개최된 IKV 플라스틱 관련 

회의에서 발표된 차단 포장용 Plasma 

폴리머 응용 가공기술

O미국에서의 고형 폐기물 관련 PE 
우유 파우치의 재활용 사용 전망

O플라스틱 몰딩 관련 CAD/CAE/ 
CAM 설계의 효율성

。미국, 유럽, 일본의 플라스틱 

가공기계류들의 수출입 통계

OPVC 재료 사용현황 및 소비추세

FOOD & DRUG PACKAGING C90.3) 
발행처 : Edgell Publication 
。고기술 라벨제품을 요구하는 

포장관련 제조업체들

O미국 라벨 제조업자들의 생산 

품목별 명단 및 실태

OPackaging Ltd Polyvinyl Chloride 
TE 트레이 개발

。폴란드의 포장산업 예측 

。소비자 구매시점에 영향을 주는 

포장의 새로운 요소들

BOXBOARD CONTAINERS (590.6)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tion 

OProcter & Gamble, Macdonald's Crop.
Shurfine Central Corp사의 재활용 

심볼 이용 추세

。포장 관련 기술자들의 재교육 및 

이직률 절감 개선

O덴마크 골판지 제조업체 Dansk 
Kragtemballage의 CAD/CAM 
응용서비스

O미국 Packaging Un-Limited사의 

냉장용 160z 캔 포장사례

。세계 각국들의 최신 금융 관련 정보

GOOD PACKAGING MAGAZINE 
C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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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Verified Audit Circulation Corp.
O Phillips사의 투명 포장용기 “Crystalor” 
의 우수성과 식품포장에 요구되는 

F.D.A에 대한 만족

0미국 Mirrex사의 의약품 블리스터 

포장과 생산시스템

0 일본 General Packer사와 독점 계 약을 

하여 포장기계, 유연포장 파우치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미국 Rcdca사의 

기술과 경영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제조되는 

포장용 플라스틱 골판지의 이용

。호주의 최근 포장디자인 개발의욕 및 

사례연구

。멜버른 RMIT 대학 포장디자인 

전공과정 개설

PACKAGING DIGEST C90.6)
발행처 : Delta Comr imcation
。포장산업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료분석 및 

및 소비 현황

OS.C Johnson의 PS 라벨재료의 

어린이용 물비누의 포장디자인

PACKAGING REVIEW OF SOUTH 
AFRICA C90.5-6)
발행처 : The Communication Group
。환경에 대한 책임一포장 관련 

산업체의 역할

O Consol Plastics사의 플라스틱 

필름제조와 경영방침

OM&R사의 플라스틱 포장 관련 미래 

전망

。자동 블로우 몰딩 시스템에 대한 

요구 증가

OAmpaglas사의 폴리프로필렌 

코러플라스 포장사례

ONampack/Metal Box사의 컴퓨터 

응용 디자인에 의한 포장 용기의 

3차원 디자인 개발

CARTON BOX ('90・5)
발행처: (株) 日報

OJCBM 勺0 골판지 및 판지 관련 

기계전 개최 소식

O자기 포장의 과제와 대책

。지기•골판지 상자 제조시 괘선(卦線) 

방지 관리

O지기•골판지 산업과 특허 등의 

제문제

BIG PACK C90.6)
발행처 : ^屮丿＜＞厶^夕社

O 구미의 포장 현상과 미래 동향 

。최신 건전지 포장사례

包裝技術('90・6)
발행처 ： JPI
O수송환경의 현상과 과제 

。물류 환경과 물류 관리 

。가전제품의 수송환경 

。수배송 기능과 환경 

。유제품의 수송 환경 

。청과물의 수송 환경 

。일본의 1989년 포장재료, 용기, 

기계 등의 생산 출하 통계 및 

실태 분석

BOXBOARD CONTAINER (590.7)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tion 

•미국의 종이 포장재 생산출하 통계 

—미국의 FBA(Fibre Box Association)는 

1989년도 종이 포장재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의 골판지와 고형 섬유제품에 

대한 전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한 314,4억 sq.ft에 

이르렀으며 가격면으로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6.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체 판지 중 91%가 

편면 골판지로 나타났으며 미국 

전체의 동품목 관련 제조업체의 수는 

총 1566개사로 이 중 642개사가 

골판지 제조회사이며 924개사는 

시 트제 조회 사이 다.

• 포장용 목재 가격의 동향

一영국의 Timber Packaging and 

Pallet Confederation의 발표에 

의하면, 운송용 목재 팰리트와 

포장상자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목재의 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러시안 레드와 화이트 목재류의 

가격이 1/4 이상 올랐으며, 

스웨덴 목재도 비슷하게 상승됐다고 

한다. 또한 포르투갈의 Maritime 
Pine 목재류 역시 1989년 9월 이래 

가격이 22% 이상 상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표준크기의 목재에 대해서는 

nf 당 123에서 125파운드에 이르며 

비표준 크기의 목재는 미터당 

10파운드로 산정될 것이라고 한다.

PAPER FILM & FOIL CONVERTER 
C90.6)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licahon 
• 일본과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현황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활형태 변화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포장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식품포장필름이 5%에서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장관련 제조업자들은 Tray, Cup 
등에 PVDC,PVOH,EVOH와 같은 

산소차단수지와 배접용 단층 필름, 

공압출 다층필름 등의 다양한 

무균포장 재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발되어져 보편화된 

이러한 생산기법이 북미와 

서유럽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셀로판, PVC,PVDC,LDPE 
필름 등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얇은 

두께의 포장재료로 만들어져 종이 

재료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 다층 

라미네이션 필름은 습식이나 건식 

라미네 이션 가공기 법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BOPP,OPP,BOPET, 
PET, Nylon, Biaxially Oriented Nylon 
등과 같은 최신 재료들이 

라미네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1988년 일본에서 OPP오｝ BOPP 

필름의 수요는 163,000톤으로 

최고치에 이르렀고, 고열에 대한 

저항력이 요구되는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ET는 22,(XX)톤이 

소비되었다. 그리고 Nylon과 Biaxia
lly Oriented Nylon은 가스차단층으로 

사용되어지며 용액이 포장되었을 때 

구멍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표면 

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 플라스틱공업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 수지, 기계, 몰드의 

수출이 1988년과 비교하여 1989년에는 

18%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또한 

몰드의 수출은 지난해의 67백만 

달러에서 131백만 달러로 두 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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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자들은 

1990년의 관련업계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다. 

250개 회사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90년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다른 

36%는，89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8%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PACKAGING C90.8)
발행처 : Cahner Publication 

• PMP 재료의 전망 

—고투명성과 내파열성, 열저항성, 

마이크로 웨이브파 이용시 구조적인 

안정성, 재활용성 등의 물적 특성을 

가진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재료인 

Polymethypenten 수지가 최근 

개발되어 세계의 관련 상품시장을 

노리고 있다. Phillips 66 Co는 

마이크로 웨이브 쿡웨어와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을 위해 여러 등급의 

PMP 수지를 개발했는데 식품 

포장분야에서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

PACKAGING C90.6)
발행처 : Cahners Publication

• Heinz의 새로운 5층 포장용기

一미국의 Heinz 사는 1983년 이래 

유리용기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 

得(PP/Tie/EVOH/Tie/Regrind/PP) 
용기의 재료를 새로이 대체한 고차단 

PET 재료의 압착식 캐첩 용기를 

선보였다. 이 구조는 PET가 9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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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층이 없으며 차단을 위해 

Ethylene Vinyl Alcohol Copolymei를 

사용한 것이다. Heiz에 따르면 이 

새로운 5^(Pet/Barrier/Pet/Barrier/ 

Bet) Enviropet 용기는 얇은 EVOH 
2개층이 Rehcat-Stretch-Blow Molded 

로 처리되어 산소 및 습기투과에 대한 

차단역할로 충분한 보관수명을 

갖는다고 한다.

PACKAGING JAPAN C90.9)
발행처 : (株) 日 報

• 산소배기 필름 “Oxbar” 개발

-프랑스 CMB 사의 유연 플라스틱部 

에서는 용기 안의 산소를 수 개월 

동안 저레벨의 산소로 유지하여 

제품의 보관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소배기 필름을 개발하였다.

“Oxb쇼로 불리우는 이 필름은 

제품의 형태가 외부의 가스와 습기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보관 특성에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시험결과 

15개월 동안에 걸쳐 1할 정도의 산소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PACKAGING NEWS ('아0・5)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

• 산소 및 향기 차단 폴리올레핀 필름 개발

—산소와 향기를 차단할 수 있는 

Polyolefin 다층 공압출 필름이 WR 

Grace Cryovac Ltd에 의해 

개발되었다.

창고나 상품 진열대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함께 쌓여 있을 때 비차단 

필름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 상품에 

강한 향기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점을 방지하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쥬스를 포장하는 

PET 용기를 Shrinkwrap으로 

처리하여 비타민C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따르면 이 필름이 불규칙한 

외형의 포장에도 고유의 차단력을 

잃지 않고 Shrinkwrap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25 
마이크로 필름은 5cc/sq.m/24시간 

보다 작은 산소 투과율을 가지며 

찢어짐과 마멸 등에도 저항이 강하고 

6도의 플렉소 컬러 인쇄도 가능하다.

GOOD PACKAGING MAGA기NE 
C90.7)
발행처 ： Verified Audit Circulation Corp 

•Bubble 완충포장재 제조용 기계 개발 

-최경량의 완충재료이며 정전기 방지 

그리고 습기에 대한 차단력을 갖는 

Bubble 완충포장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Bubble 완충재료의 문제점은 

재료 및 생산가격으로 원재료 1대 

트럭분이 완제품이 되면 200트럭분 

으로 증가되어 운송가격도 상승된다. 

미국 New Jersey의 Pak-Vac Inc는 

Bubble 완충재료 필름을 필요한 

장소에서 필름롤에 의해 Bubble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Model 16W 
ttLittle Giant Space Savever” 를 

개발하여 운송비용 절감은 물론 

창고의 보관장소 및 보관수명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 Pak-Vac의 Bubble 
제조기계는 분당 34 feet의 제조속도로 

정전기 방지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Bubble 필름들을 제조한다. 

또한 이 기계의 조작기술은 조작자가 

4시간 안에 배울 수 있을 만큼 

작동이 간편하다. Florida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배, 사과 등의 

완충포장에 사용되어 그 실용성을 

인정받았으며, Pak-Vac의 또 다른 

고객회사이며 컴퓨터 기기들을 

제조하는 Stuff Inc는 이 모델에서 

제조된 Bubble 필름이 자사 제품의 

완충포장에 아주 적절하다고 했다.

PACKAGING NEWS C90.6) 
발행처 : Maclean Hunter Pub.

• 일본의 레토르트 파우치의 소비 성향

— 일본에서 식품포장에 대한 레토르트 

파우치의 수요는 지난 20년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 주세에 있다. 특히 

1988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레토르트 살균 파우치의 판매가 대략 

12% 이상 증가되었다. 이것은 

냉동이나 캔에 포장된 제품보다 맛이 

더 좋으며 더 나은 구조로 오랜 

보관수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1988년 일본에서는 레토르트 

파우치와 트레이의 80% 이상이 100〜 
250g의 1회용 식품포장에 

사용되었으며 이 제품들은 보통 끓는 

물이나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에 의해 

소비자들이 재가열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레토르트 용기의 종류는 

사각형을 포함해 소량을 담기 위한 

삼각 파우치와 외부의 카톤이 

필요 없는 스탠딩 파우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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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장뉴스

편집실

국내소식

국내 기업, 아시아스타상 수상

（주）디자인 & 커뮤니케이션의 수출용 카 악세서리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제17회 

아시아 포장대회와 함께 열린「아시아 

스타상」에서 국내 기업 2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업체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주）피어리스,「피어리스 아미드팜

메이커 업」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수출용 카 

악세서리

이 번에 수상한 작품은「제3회 

한국우수포장대전」에서 금상 

（ 피어리스） 및 특별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바도 있는데, 

전자는 한국의 독특한 단청 문양을 

살려 국적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창출했으며, 후자는수출용이란 점에 

착안하여 각 판매 대상에 따른 제품 

이미지 및 차별화에 역점을 두었다.

「아시 아스타상」은 아시 아포장연맹 

（APF）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아시아 지역의 

포장기술 발전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Indo Pack/Print 

'90 개최기간중에 열렸다.

한국수출 포장공업 , 라이너지 생산시설 

확충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총 30억원을 

투자, 경기도 오산공장에 라이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비를 추가로 

도입키로 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오산공장은 2백 50톤의 

라이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설비가 완공되면, 지금보다 생산량을 

30% 늘린 3백톤 정도를 생산하게 된다.

'PaPro 91' 사전 설명회 개최

'91 년 5월 29일〜6월 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장에서 'PaPro 91' 
（독일 국제 포장재 생산 및 제지.호일 

생산기술 박람회）이 개최된다.

이를 위해 지난'10월 19일 

한독상공회 주최로 PaPr。%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PaPro 
조직위원회 회장인 롤프（R시f G. 
Meyer）씨와, 이 전시회의 기획조정자인 

호어스트 베이거（Horst Berger）씨가 

내한하여, 포장 관련 잡지 및 경제지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PaPro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전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PacPro에서 PaPro로 전시명이 바뀐 

이유?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포장 관련 전시로는 Drupa*Interpack* 
PacPro 등이 있는데, 이들을 특색 

있는 전문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PacPro는 포장재만을 다루는, 

그리고 종이생산 및 가공기술까지를 

포함하는 전시회임을 강조하고자 

PacPro—>PaPro로 전시명을 바꿈 

（Drupa는 앞으로 인쇄•제본만을 

다룸）

b.PaPro %에서 강조될 부문은?

종이 포장재（골판지•카드지 등）와, 

포장재의 재활용 기술과 관계된 기계 

및 장비, 금속 포장재 및 플라스틱 

필름 등

c.PacPro 88의 성과는?

23개국 431개 회사들이 참가해 

그들의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 

아이디어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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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는데, 관람객수는 3만명에 

달했음

XPaPro 문의처 :

Tel) (02)776-1546-9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의빌딩내, 중앙우체국 사서함 4963

도심지 물류센터 개장

한국슈퍼마켓상업협동조합의 도심지 

물류센터가 도봉구 창동에 

개설되었다.

이 조합의 물류기능을 대행키로 한 

업체는 선경유통으로 이번에 개장한 

창동물류센터의 규모는 연건평 8백평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이다.

이 물류센터에는 창고와 판매장 

외에도 행사장을 마련하여 신제품 정보 

등 유통관련 정보의 교환과 회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경유통은 올해초 상협의 물류를 

이행키로 계약을 맺었으나,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5・8조치」로 

인해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치 못해, 

도시지 내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어, 

이번에 그 첫번째 물류센터를 개설한 

것이다.

이밖에도 구미•안동•전주•원주 등에 

도심지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개점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같은 물류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에 비해 물류비 과다

국내 기업의 물류비가 외국보다 높아 

물가인상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기업의 유통비 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중 수송비가

12%로 미국의 6.2%, 일본의 8.83% 
보다 훨씬 높고, 하역비 역시 국내가 

4.22%인데 반해 미국은 0.8%, 일본은 

2.46%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관비는 국내가 0.03%, 미국 

5.4%, 일본 3.23%로 우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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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면 상품의 수송•하역- 

보관비 등을 합친 물류비는 국내가 

17.8%, 미국 12.4%, 일본 14.52 %인데 

이같은 유통비가 상품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 지함 업계, 조직 활성화로 강경 

대처 결의

중소 지함 업체는 대기업의 골판지 

생산참여를 금지토록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응키 위해「한국지함공업협동 

조합」의 조직을 강화하고 상자 제값 

받기운동 전개 등을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26일 지함조합의 주최로 

업계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결의대회를 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지함 업계는 

그동안 대기업의 골판지 생산참여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게다가 원단 및 

임금 등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함조합 이사장 

이대길 씨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직강화 및 단결력 결속을 중소 지 함 

업계에 호소했다.

현재 중소 지함 업체는 전국에 

1230여개로 추정되는데, 

지함조합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17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외정보

JAPAN PACK '91

'이日本国際包装機械展
1991 Japan International Packaging Machinery Shw

전시명 : '91 일본국제포장기 계전

기 간: 199』10.12〜 10.16
장 소 : 일본 국제무역박람회장(Harumi 

Tokyo)
주 제 :창조적 기술一미 래상

주최자 : JPM A (Japan Packaging Machi
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출품물 :포장기 계/재료, 포장가공기 계, 

식품가공기계 및 관련장비 등

출품료 : 1부스당 ¥51,500
(지불기간 1990년 12월 22일까지) 

문의처 : Executive Officejapan Pack '91
C/O Japan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No. 2 Nan-oh Bldg.
20-1, Nishi-Shimbashi 2-Chome
Minato-ku, Tokyo 105,Japan 

Tel)Tokyo (03)437-0883

EMBALLAGE '90

'90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국제 포장 전시회「EMBALLAGE，90」 

이 Paris-Nord/Villepinte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주된 전시분야는 포장재료인데, 그 

중에서도 산소차단성이 높은 포장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이유는 포장된 식품이 유통중 

산소와의 접촉으로 50% 가량이 

부패되기 때문에, 세계 포장재료 

업계에서는 높은 산소차단성을 갖는 

포장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초고차단 재료를 

개발하여 사용하고는 있으나, 1。(洸의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차단성을 높이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산소차단성이 우수한 수지로는 

PVCD • E V OH • MXD 6 ・ Copolyester • 
SARAN MA • Copolymer • Polyacrylic- 
Polyamide • Polycarbonate 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까운 장래에 곧 

쓰이게 될 고차단성 재료가 선보일 

예정인데, 그 예로 일본이 개발한 

Polyvinyl Alcohol Film 이 있다. 이 

제품은 이축연신 필름으로 습기 

보호막이 입혀져 있어 습기에 대한 

차단성이 강하다.

이밖에도 프랑스•미국 등에서 개발한 

산소 흡착제(포장 필름을 통과하는 

산소를 홉착하는 기능이 있음)도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포장산업과 

경제성' 및 '포장산업과 환경보호'라는 

주제하에 일본•유럽의 포장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실 

국제 전시 회 부 (PROMOSALONS)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Tel)732-4951,Fax)738-9621

ProPakAsia91
제 5회 아시 아 국제 식품가공 및 

포장기술 전람회가 오는 '%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싱가포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다.

ASEAN(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국가들의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場)이 

될 이번 전시에는 식품가공기기・ 

식품포장. 포장재 료・ 사료/첨가제 ・ 기 타 

서비스 부문(수송•하역•보관 및 

디자인)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전시회 개최와 함께, 제18회 아시아 

포장연맹 회의도 열리게 된다.

Singapore Exhibition Service Pte 
Ltd 가 주최하고, The Packaging

Council of Sigapore 가 후원한다.

문의처: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11 Dhoby Ghaut 15-09 Cathay 
Building Singapore 0922

Tel) ( + 65)3384747, Tlx)RS 23579 

SINGEX Fax) ( + 65) 3395651

포장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미국의 포장전문 잡지 “Packaging”은 

지난해 지역 • 연령 • 교육수준• 수입 등 

소비자 계층별로 상품구매시 포장과 

관련한 상품구매 결정요인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포장의 역할은?

맛의 보호 변조방지, 기능성

2. 가장 좋아하는 포장재료는 ?

금속, 유리, 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 

3. 의약품 포장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개폐의 용이성, 가격

4. 어린이에게 유해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고는?

5・ 재활용성에 대한 관심도는? 

이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다.

1. 변조방지, 가격, 재봉함성, 편이성, 

어린이 보호의 순

소비자 유형 식품 포장 별선호

젊은부부 

중년 부부 

노년부부 

독신노년

맛의 보호

가 격

보관의 편리성 

마이크로 웨 이브 사용 가능 여부

2. 식품에 따라 포장재료의 선호도가 

다르고, '87년과 '88년의 조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예로 

조리된 식품의 경우 예전에는 

유리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최근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의 사용증가로 

종이 및 판지의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식 품 포장 유형

요리된 식품 종이 판지

어류, 토마토 소스 금속 캔

야채/과일 플라스틱

맥 주 금 속

쥬스 음료 종이 판지

3. 의약품의 경우, 변조방지 포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식품 및 

의약품 모두 포장라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벨•정보 구매동기 (%)

첨가제의 사용목적에 관한 정보 39.6
제품 구별을 위한 사진의 정확성 41.4
제조사명 및 주소 55.6
영양정보 64.7
사용방법 78.4
성 분 84.1

맥주 포장용 다층 PET 용기 개발

다층 PET 용기가 생맥주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Suntory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이 PET 용기는 세계 최초의 다층 

PET 맥주 포장용기로, 5층 

(PET/NM XD6/PET/NM X D6/PET) 
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용기는 종래의 맥주 용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용기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운반시 파열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개척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연 포장용기 "Cheer Pack”

일본에서는 식품음료의 포장을 위해 

유연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된 주둥이가 

달린 “Cheer Pack” 용기가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Cheer Pack”은 

일본의 대규모 포장 용기 제조업체 중의 

하나인 Hosokawa Yoko가 이미 

5년전에 개발하여 일본시장에 소개한 

이후로 운반 및 사용의 용이성, 

재봉함성, 가벼움(7g〜30g), 냉동가능 

성 등의 이유로 음료(스포츠드링크, 

쥬스) 및 식품(과일소스, 면소스, 겨자, 

간장, 식용유, 꿀 등)의 포장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매년 견고한 시장 

구축을 하고 있다. Polyester, Nylon, 
Aluminium Foil, Polyethylene 구조의 

이 제품은 청정제, 화장품류 등은 물론 

화학재, 의약용품의 포장에도 아주 

적당하며 미국, 캐나다 및 구미지역 

등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포장기술』46. 1990. VOL. 8



—포장기술 46호 내용색인一

특집/
■ 환경보존과 포장폐기물

。폐기물의 자원화에 관한 고찰

一국내의 쓰레기 관리실태와 개선대책 （차승환）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 （KDPC 출판과）

O포장재의 특성과 재활용 방안

— 재활용 측면에서 본 포장재 （알루미늄 • 유리 • 종이） 의

특성 （KDPC 출판과）

— 플라스틱의 재생이용기술 및 문제점

（Francesco Paolo La Mantia）
。각국의 포장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실태

— 국내의 포장 폐기물 현황 및 대책 （차승환）

— 일본의 포장 폐기물 현황 및 과제

（浜谷資郎•市古照•白井俊市）

一기타 지역의 포장 폐기물 회수 현황 （KDPC 출판과）

。포장의 삭감, 재활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

（미국포장협회）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과잉포장과 포장공해 （KDPC 출판과）

。환경보존을 위한 포장계의 노력 （KDPC 출판과）

포 장기 술 새S 1990. Vol. 8 P.12—P.73

지상강좌/
■ 인스턴트 커피의 홉습특성과 저장수명

필자:한종률

동결건조 커피 •분무건조 커피 • 아그롬 커피 등 3종의 

인스턴트 커피의 특성을 예측하여 비교하고, 이들을 PET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할 때 저장조건별로 저장수명을 

예측한 내용.

보 장71 솔 새8 1990. Vol. 8 P.75—P.82

지상강좌/

■ 비결정성（Amorphous） PET 필름에 대한 고찰

필자 : H. W. Blumschein
지속적인 사용증가 추세를 보이는 PET 필름의 제조 • 

가공방법 등을 고찰한 내용으로, 이 필름의 특성과 용도 

및 향후 방향을 자세히 다룸.

포 즈J71 술 재6 1990. Vol. 8 P.83〜P.85

해외정보/

■ 제 17회 아시아 포장대회 ⑴

필자 : Johan Selin • David Reznik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포장대회 발표문 중 i） 수출진홍의 주요소, 포장 正） 전기에 

의한 식품가열 등 2개 논문을 소개.

（다음호에도 게재될 예정）

포 耳71 ■ 1990. Vol. 8 P.86〜P.93

연재/

■ 포장고정기법의 체계화（VII）
필자 : （社）일본포장기술협회

용기가 금속 또는 합성수지인 경우의 고정화 중 i） 철강 

컨테이너, ii） 드럼 캔 및 페일 캔, iii） FRP • 합성수지 • 

경금속 둥의 컨테이너, 沁） 화이버 드럼 캔 및 소용기 등에 

의한 고정예를 다룸.

프有기술 46—# 1 1990. Vol. 8 P.94〜P.99

연재/

■ 완충포장설계 （vin）
필자 : 橫山正明 •具足島 良昭

우수한 완충특성 • 용이한 성형가공성 • 저렴한 가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i） EPS의 완충포장 설계기법 및 

설계사례, 적정포장 및 제품의 보호를 위한 ii） 파손영역과 

랜덤 진동사례 등을 소개.

포 잔71 金 1990. Vol. 8 P.100-P.107

안내/
■ 국내외 포장관련 정보 자료

，90년 10, 11월 KDPC 자료실에 신착된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안내.

■ 국내외 포장뉴스

국내외 포장 관련 뉴스 기사.

（전시회 • 동향• 신제품 등）

포 장71 鼻 1990. Vol. 8 PI08-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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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