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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오디오 제품의 디자인개선

자동차의 오디오 분야가 단순한 기능중심에서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의 실내디자인이 

첨가된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

현대의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은 카셋트, FM/AM터너, 잡음감소, pre-set 하이파이 사 

운드 기능등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성과 운전자 조작의 편리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의 대규모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대부분은 Philip사와 Baulpunkt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드러운 라운드 형의 전자오디오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면으로는 전자 디스플레이 

터닝과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와 같은 최신 장비 및 Radio Data System(RDS)을 갖춘 

모델들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가 밤시간에 오디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버튼마다 조명기능 또는 버튼의 

크기확대, 자동차의 실내색과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

이 분야의 디자이너들은 공학적, 기계적 측면의 이해와 제품사용에 있어서의 편리성, 

시각성 뿐만아니라 촉감으로도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동차내에서 사용되는 TV, 비디오, 휴대용 전화기나 팩스등의 전자제품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 가정용 하이비젼 기기 개발

가정용 고품질 TV(HDTV)「하이 비젼」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일본의 전기업계는 금년에 방송위성「BS3b」의 발사와 더불어 대망의 하이비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ny人］•가 90년도 12월 1일부터 발매한 하이비젼형 가정용 36인치 컬러TV는 하이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MUSE데코타라는 장치의「接續端子」를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가정용 MUSE 데코타가 각 전기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발매 되어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화면의 크기는 종래의 TV가 가로세로 4대3의 비율에 비해 16대9로써 가로가 

긴 영상이며, 일반적인 TV와 비디오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가 긴 영상으로 기 

록되어진 영화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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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근육 강화용 샌달

일본의 유명 야구단인 오릭스 브레이브스 선수들은 트레이닝을 할 때 받침 뒷부분이 

없는 샌달을 신는다. 이샌달은 걸을때 발가락과 발앞부분으로 서서 걸어야 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서 서있을때나 걸을때나 아킬레스 근육과 장딴지에 힘이 걸리게 되어있어 

언제나 근육을 단련시켜 준다. 扁平足의 교정에도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의 기립보행능력, 

스포츠능력 및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15분정도 신고 있으면 근육에 부담을 주는것을 느낄 수 있으며 장딴지의 근육을 발 

달시키는 등 미용샌달로서의 용도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스코트랜드의 디자인 연구소(Stratch이yde) 소개

스코틀랜드 서남부의 Glasgow지방에 위치한 Stratchclyde 연구소는 영국과 스코틀랜 

드의 제조업관련 회사들의 출연금으로 3년전에 Stratchclyde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영국 및 스코틀랜드 제조산업 분야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동지역의 250개회사 600여 경영진들을 위하여 최신 기술정보 둥을 

위주로한 제조업전략, 경영 전략,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es)구조 등에 관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리 Rolls-Royce, Polaroid, British Aerospace, Bri

tish Alcan, British Steel 등의 회사에 우주장비, 전자제품, 의약품, 플라스틱, 섬유, 가구 

등에 관한 디자인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응용공학, 품질관리, 제조기획, 전자제품 디자인개발 둥을 위해 이지역 

관련 회사들과 합작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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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디자인상품 소개

9이년도 일본 Good Design 수상작 소개一대상 : 캐넌사의 컴퓨터 시스템一

CD품질의 광디스크 장치와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속프로세스의 접속을 가능케 하 

며 Multimedia（複合媒体 :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복합시키는 것） 

시대의「표준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뿐 

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감성 문제등 여러 

여건들을 조화있게 잘 연결시켜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고를 정확하게 실현시킨 

상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 정보기기부문 최우수상:리코사의 레이져 팩스밀리 一

메가바이트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고성능으로 일반종이의 사용이 가능하며 

조작부문은 키의 사용빈도수를 고려하여 사용빈도수가 높은 키는 크기, 형상, 색채 등으로 

식별하기 쉽게하여 조작성, 인식성의 향상을 꾀하였다.

—4 —



- 체조기구 디자인의 최신 경향 -

도마, 뜀틀, 평균대, 평행봉, 철봉 등의 체조기구들은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TV를 통해 

보여질때 시청자들이 멋진 디자인에 의한 시각적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체육 증진에 크게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체조기구들의 디자 

인개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체조장비는 내구력, 유연성, 다이나믹함등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디자인 되어야 

하며 운동선수가 느끼게 되는 위험해 보이는 요소를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사진은 독일 

PHOENIX사가 최근에 디자인한 체조기구들이다.

- Polar 신발개발 一

유럽의 Dow Chemical사는 최저의 온도에서 

신을 수 있는 혁신적인 Polyether Polyurethane 

재료의 신발을 개발하였다. “Polar Shoes”라 불 

리우는 이 Polyether 신발은 영하 5（氏 이하의 

빙하지대에서도 신을 수 있으며 또한 이신발을 

신었을 때 피로함과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 

신발제조업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저기온인 노르딕, 북유럽, 소련오지의 

빙하지대에서의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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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용되던 고무 및 가죽제품의 가격과 같다. 서독과 핀란드의 신발연구소에서는 영하 

4（貝：一5（兑에서 30,000번의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 손상없는 우수한 품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이탈리아, T4 Fantoni 사무용가구 一

첨단의 조작시스템과 디자인으로 사무실 탁자의 특징을 잘나타내어 유럽의 가구시장 

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丁4Fantoni”라 불리는 이 사무용가구는 이탈리아의 디 

자이너 Mario A Broggi의 디자인 콘셉과 아이디어로 개발되었다.

하이 테크와 일반수요용으로 크게 나뉘 어지는 사무용 가구의 최신 디자인 경 향에서 이 

두가지 개념을 접목시켜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외형상으로 크게 

기술적인 특징이 없으나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감각의 

세련미를 표출한 것으로 데스크탑 및 벽면의 이용도도 극대화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향 

상시켰으며 책상의 형태 및 크기를 라운드형으로 패션화하여 정보자동화 장비 사용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푄囱헤回

□ 미국, 서유럽, 일본의 열성형 플라스틱 출하 동향

미국, 서유럽, 일본의 1989년도 열성형 플라스틱(LDPE, HDPE, PP, PS, PVC)의 생산과 

소비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각 2.6, 2.8% 증가한 43.6, 4L6백만톤에 달했다.

1988년도와 비교하여 서유럽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각각 2.6%, 3.7% 증가한 18, 17.9 

백만톤으로 3개지역 가운데 최고이며 다음이 미국으로 0.1%, 2.1% 감소한 17.9, 16.3백 

만톤이며 가장 크게 증가한 일본은 I。.?%, 12.6% 증가한 7.8, 7.4백만톤이었다.

품목별 생산실적은 열성형 플라스틱 전체 생산량중 LDPE가 '88년도에 26.9%에서 ‘89 

년도에는 28.7% 로 증가하였으며 PVC는 23.9% (같음), PP는 20% (18.1%), HDPE는 18.9% 

(17.5%), PS는 12.5%(12.6%)를 차지하였고, 소비는 LDPE가 '88년도에 전체의 27.7% 

에서 '89년도에는 27.3%, PVC/ 24.9%(25.5%), PP는 18.6% (17.5%), HDPE는 16.5(17.2 

%), PS는 12.4%(12.5%)를 차지하였다.

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사용된 재료의 대외무역은 전체 12.6백만톤(4.3 수출, 8.3 수입) 

이었으며 1988년도와 비교하여 8.5% 증가하였고 그중 미국이 전체의 49.8%를 차지하 

였으며 서유럽이 33.4%, 일본은 16.8%를 차지하였다.(표 참조)

주요지역의 열성형 플라스틱 시장규모|

(단위 : 백만톤)

구 부

미 국 서 유 럽 일 본

1988 1989

1988-89 
(%) 

변 동

1988 1989

1988-89 
(%) 

변 동

1988 1989

1988-89 
(%) 

변 동

LDPE 생 산 4,720 4,761 + 0.8 5,271 5,204 -1.3 1,422 1,657 + 17.0
수 출 471 471 + 0.0 479 438 -8.6 156 191 + 22.0
수 입 377 404 -6.0 5,070 5,250 + 3.6 1,332 1,560 + 17.0
소 비 4,626 4,693 + 1.4 5,070 5,250 +3.6 1,332 1,560 + 17.0

HDPE 생 산 3,814 3,677 -3.6 2,652 2,649 -0.1 959 1,055 + 10.0

수 출 356 513 + 44.0 194 195 + 0.5 130 162 + 25.0

수 입 42 57 + 36.0 216 260 + 20.0 6 8 + 33.0

소 비 3,499 3,221 -8.0 2,618 2,720 + 3.9 835 901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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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서 유 럽 일 본

1988 1989

1988-89 
(%) 

변 동

1988 1989

1988-89 
(%) 

변 동

1988 1989

1988-89 
(%) 

변 동

PP 생 산 3,302 3,286 — 0.5 3,277 3,714 + 13.0 1,559 1,719 + 10.0
수 출 733 641 -13.0 284 421 + 48.0 137 101 -26.0
수 입 15 22 + 47.0 64 106 + 66.0 18 91 + 40.60
소 비 2,584 2,667 + 3.2 3,055 3,350 + 9.7 1,440 1,709 + 19.0

PS 생 산 2,355 2,317 -1.6 1,739 1,755 + 0.9 1,268 1,367 + 7.8
수 출 86 150 + 74.0 174 134 -23.0 179 167 -6.7
수 입 10 29 + 190.0 37 90 + 143.0 33 42 + 27.0
소 비 2,279 2,195 -3.7 1,658 1,720 + 3.7 1,122 1,242 + 11.0

PVC 생 산 3,791 3,849 + 1.5 4,547 4,614 + 1.5 1,838 1,972 + 7.3
수 출 202 365 + 81.0 268 249 -7.1 113 99 -12.0
수 입 52 25 -52.0 215 315 -53.0 79 71 -10.0
소 비 3,640 3,509 一3.5 4,878 4,880 + 0.0 1,804 1,944 + 7.8

□ 미국, 포장산업의 미래동향

매년 3.6% 정도 증가를 계속해온 미국의 포장산업은 꾸준한 증가속에서 각종 포장 

재료들의 경쟁이 앞으로 5년동안 최고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류별로 볼 때 

플라스틱재료가 계속해서 이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유리, 금속, 종이, 

알루미늄과 같은 기존재료들 또한 경쟁이 증가될 것이다.

미국의 포장재료 제조업체들은 1994년도까지 포장재료의 생산을 위해 1989년도에 투 

자한 670억 달러에 19%나 높은 8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포장용 플라스틱의 

생산은 1989년도 100억달러에 비해 년간 4.5% 증가한 13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판지와 몰드 펄프용기의 생산은 앞으로 5년동안에 4.1% 증가할 것이며 전체 

판지류 포장재의 63%를 차지하는 골판지상자는 최근에 방수기능을 갖춘 3000〜50001b 

용량 대형상자가 개발되는등 년간 4.9% 증가가 예상되며, 유리용기는 플라스틱용기와의 

경쟁으로 이기간 동안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포장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속캔은 자동판매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량의 플라스틱용기 및 유리용 

기와의 경쟁이 가중될 것이며 고차단성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리토르트용기와의 

잠재적인 경쟁이 가공식품 포장분야에서 표면화될 것이다.

호일용기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판지나 플라스틱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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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전체 포장산업의 78%가 소비자포장으로 이중 54%가 식품과 음료포장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국 포장산업의 예상출하액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재료명 、、、、、
1985 1987 1989 1994

판 지 19,540 22,770 26,174 31,960

금 속 14,762 14,569 15,616 18,040

플라스틱 9,320 11,415 13,095 16,315

종 이 3,865 4,333 4,860 5,655

유 리 4,100 4,520 4,592 4,950

목 재 1,848 1,993 2,161 2,405

섬 유 610 659 693 810 1

계 54,045 60,259 67,141 80,135

□ 유연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개발동향

식품 포장용 유연 플라스틱 필름의 개발이 지난 10년동안 크게 가속화되어 LDPE, 

HDPE, PP, PVC, PVDC, EVOH와 NYLON과 같은 열성형 재료와 BOPP, High-Molecular 

hidensity（고분자, 고밀도） Poly—ethylene（HM — HDPE）, tubular quenched Polypropylene 

（PPTQ）, OPET, 증착 PET 등과 같은 유연복합 필름등의 소비 량은 2000년까지 기존 식 

품포장시장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기능 접착제가 개발되어 리토르트 온도에도 충분히 견디어 감성적인 식품의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용기가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압출 기술개발에 의한 신재료들은 보다나은 내구력, 봉함력, 성형력 등을 

갖춘 High Barrier（고차단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포장관련 제조업자들과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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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공압출 EVOH필름은 보관수명 증가와 내용물 보호를 위한 multiple paper/ 

Aluminium foil/PE와 upgrading multiple paper/PE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

리 토르트와 Boil —in —bag등의 고온 충전 포장을 위 한 liner polyolefin과 PP copolymer•가 

개발되었으며 공압출 배접기술은 필름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PVDC필름보다 습기차단효과 5배, 산소차단 효과 10배가 증가한 새로운 PVDC필름이 

개발되었으며 리토르트 가공과 고압살균이 가능한 의약용품 포장용 PET/고차단 

PVDC/PP구조의 다충필름도 개발되었다.

공압출 필름으로 최근에 개발된 것은 HDPE/tie/PVDC/SEAL구조로서 이구조는 특별한 

기계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습기투과율(WVTR)과 산소투과율(OTR)을 크게 저하시켜 

고온충전식품 포장용 금속캔의 대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Tokyo Pack '90 전시출품 동향

국제포장전시 회 인 Ibkyo Pack ' 90°] "'Packaging goes hand in hand with the World”라는 

주제로 지난 10월에 동경의 하루미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바 있다.

22개국에서 546개 업체가 참가하여 그중 147개 회사(27%)가 포장재료, 156개 회사(28 

%)가 포장기계, 32개 회사(6%)가 포장재료 제조기계, 49개 회사(9%)가 식품가공기계를 

출품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포장재료 : 세균작용에 의한 분해 또는 물에 의해 용해(Water soluble)되는 플라스틱 

필름 같은 환경보존성 재료들과 신선도 보존, 항세균성, 열저항성 플라스틱과 같은 

기능적 재료, 다층음료카톤, 다층플라스틱/호일구조의 리토르트 및 마이크로 웨이브 

사용가능 용기, steel foil/플라스틱 전자 마그네틱 재료, 미끄러짐 방지 및 냉동유지가 

가능한 골판지 상자와 복합캔과 같은 고기능성 재료 등

- 포장기계

1) weighing, bagging 시스템

2)punching/collating/cartoning 시스템

3)robot operation Carrying/casing 기계

4)weighing/wrapping/price 라베링 기 계 등

- 포장관련 주변기기

컴퓨터 조절 골판지상자 조립기계, 수성잉크 그라비어 및 옵셑인쇄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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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기기

자동가공기계, quick pickling기계, 살균기등

이번 전시에 출품된 포장재료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몇가지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jinomoto사의 리토르트, 마이크로웨이브 사용이 가능한 최신 다충용기인 “FK can”, 

다층 플라스틱 복합캔으로서 내열성, 내용물의 보존성 및 보향성, 위생성등이 우수하며 

금속캔과 거의 동등한 가스 및 습기투과의 차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PP Copolymer/filled PP/PP copolymer/filled PP/adhesive/Aluminium 

foil/non solvent adhesive/Cpp Copolymer의 8층 구조로서 PP copolymer/filled PP/PP copo

lymer/filled PP의 4가지 재료는 T다이시스템에 의해 공압출되며 이 공압출재료와 알루 

미늄 호일은 Solvent타잎 접착제로 건조배접되고 알루미늄 호일과 Cpp copolymer필름은 

Solventless타잎 접착제로 배접된다.

이 새로운 다층 플라스틱 복합캔은 커피, 건식품, 스파게티 쏘스, 고산(high acid)음료, 

식용유, 조미료 등의 포장용기로 적합하다.

Idemitsu Petrochemical人］■의 “Crystalary”,

투명 APETCAmorphous Polyethylene terephthalate) 쉬트로써 PVC 및 OPS쉬트와 비교 

하여 투명성, 광택성, 맛의 유지, 내유성, 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며 저온에서 성형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약 70七이상의온도에서도 잘 견디며 PVC와 같은 습기방수효과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Crystalary”는 제과류 등의 열성형 포장용기, 의약품의 블리스터팩, Press Th

rough Pack(PTP)등에 적당하다.

Idemitsu Petrochemical人｝의 또다른 신제품은 Showa Aluminium사오｝의 합작으로 개 

발한 PP/adhesive/Aluminium foil/adhesive/Cpp구조의 “Almic—Can”으로서, 이제품은 

일본의 식품위생법 기준인 23kg/l5mm width보다 강력한 봉함력을 가지며 뚜껑의 개봉이 

용이(easy —open lidding system)하고 리토르트 및 마이크로웨이브의 사용이 가능하다.

Kyodo printing사의 “KD이중컵”,

환경보호용 가연성 (easily combustible) 포장용기로서 안쪽면은 low—odour PET수지이고 

바깥면은 방수판지로 제조되었으며 물리적 특성으로는 독성가스 유발이 없는 고가소성 

재료로서 내용물의 맛보존, 냉장과 압력에 대한 저항등이 우수하며 마이크로웨이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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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하고 포장면과 뚜껑에 다색의 인쇄를 할 수 있고 빛차단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 “KD이중컵”은 과일음료, 일본정종, 일본 보드카, 와인, 라면, 커피, 코코아, 차와 

인스턴트 식품의 포장에 적당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주둥이가 있는 Gable Top판지의 음료카톤이 여러 제조업체들에 의해 

소개되 었는데 Sanyo—Kokusaku Pulp의 자회사인 Pearl Packaging사가 개발한 “P —PAK” 

도 그것들 중의 하나이 匸｝. 이“P —PAK”은 PE/print/paperboard/PE/Aluminium foil/adhe- 

sive/PET/PE 구조의 다층 포장용기로서 일본 정종, 일본 보드카, 우롱차, 석수, 와인, 

과일음료, 쏘스, 식초 등의 포장용으로 사용된다.

다음표는 일본의 음료 포장용 판지카톤의 출하량（1985—1989）통계이다.

（단위 : 백만）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음 료

용 액 우 유

과 일 음 료

일 본 정 종

우 롱 차

두 유

석 수

기 타

6,600

2,200

210

70 

1,060

120

100

7,570

2,560

260

110

760

130

80

8,600

2,950

320

230

280

140

70

9,210

2,830

360

320

180

210

80

11,210

3,270

430

510

160

340

100

소 계 10,360 11,470 12,590 13,190 16,020

식 품

스 프

소 금, 기 타

100

20

150

30

200

40

240

50

320

50

소 계 120 180 240 290 370

합 계 10,480 11,650 12,830 13,480 16,390

（제공 : 일본 포장 콘설턴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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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포장 상품 소개

- 패스트푸드식당, 조리식품 판매점, 식품도소매업자를 위한 연신 PS용기 一

Omni — Pac Ekco GmbH人｝•가 개발한 이 포장 

용기는 상점의 진열대에서 투명성과 고광택으 

로 판매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과 내 

구성도 갖추고 있다.

직장인들의 간편한 점심식사 및 고가의 식품 

포장에 인기를 모을 것이다.

- 보관 및 적재효율 증대를 위한 청량음료 포장용 직사각형 PET 용기 一

Quosh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Beritvic Soft Drink 

사가 선보인 이용기는 종전에 원통형의 PVC용기 

에 포장되던 오렌지, 사과, 포도, 오렌지와 파인애 

플, 레몬과 라임, 레몬과 저칼로리 오렌지 등의 

음료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체한 것으로 소비자 

들에게 크게 어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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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발행일 額 자료명 및 내용

'91.12 International Textiles

- '91 년도 파리, 뉴욕, 밀라노, 런던의 봄 • 여름 패션 동향

'91. 1 Car Styling

- 지난해 10월 첫번째로 파리에서 개최된 자동차디자이너들의 국제회 

의소식

— Ford Escort의 개발전략

— Honda Legend의 국제시장에서의 선호

- 일본과 미국이 합작기 획으로 개발한 Mitsubishi GTO와 Dodge STEA

LTH

— 영국 Royal College of Art의 최신 자동차 디자인 모델 개발

- 2000년대 가정용 자동차 모델 계획

— Car Styling 출판社가 후원하는 International Car Design Competition 

'92 개최소식

'91. 2 Car Graphic

— Porsche 911 Turbo의 디자인과 기능

- 안정성 증대를 위한 초소형 감속 장치

'91. 1 Asian Sources Gift & Home Product

—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생산하는 Barware의 디자인과 시장동향

- 내구성을 첨가한 실외용 가구의 산업동향

- 조립식 장난감의 교육적모델과 가격안정

'90.12 Fashion Accessories

- 대만의 앞치마제조업자들의 패션 개발과 생산확대

- 대만에서 생산하는 세탁물 건조기의 소형화 추세

- R&D 투자로 새로이 개발된 벨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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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细 자료명 및 내용

*90.11 FP（日）

- '90년대 독일의 제품디자인 경향

- 주택환경의 개성화 제안

- '90년대 CI결정에 응용되는 예술문화적 사고와 행동

- 제2회 국제현대가구전 개최소식

'91. 1 IDEA（日）

- 동경 일러스트레이터협회 제2회 전시회소식

- ISHIKAWA 디자인센터의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 일본 광고계의 역사적 증인 SEIICHIRO ARAI'S의 작품세계

'91. 1 商占建築

- 상업용 빌딩 NEXUS -III, SOLARIS, LACLASSE의 건축미와 실내장 

식

'90.12 JEI（H）

— 지난해 10월 개최된 Hong Kong Fair에서 소개된 최신 전자기술 및 

디자인 현황

- Hitachi사의 고품질 컬러TV 개발전략

- 일본의 HDTV 개발 현황

- Hi—Vision TV산업의 미 래 동향

- 37인치 컬러TV의 고기술

5 90.11 Tappi Journal

一 골판지 상자제조의 기술 개선

- 동유럽 국가들의 포장관련 산업동향

- 일본의 펄프 및 종이산업의 일반적 경향

- 중국의 펄프 및 종이산업의 21세기 예측

- 대만의 펄프 및 종이산업의 생산확대

- 1990년대 펄프 및 종이산업의 기회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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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细 자료명 및 내용

- 다충포장재료 차단충의 측정과 조절

'90.11/12 Packaging Review of South Africa

— 남아프리카 Sasol사의 세계시장개척을 위해 투자한 Polypropylene 제 

조공장

- 포장산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90.11 World Packaging News

一 미국 포장산업의 현재와 미래

- 포장관련 공학자의 미래 전망

- 영국의 포장관련 산업 디렉토리

'90.12 Packaging

- 제과류 신선도 보호 포장용 배접 PET 용기

- Duffy 요쿠르트의 포장디자인 개선

- 1991년도 세계의 포장산업 예측

- 화장품 포장용 알루미늄 재료의 분사용기

'91. 1 Macplas

- 미국, 서유럽, 일본의 성형 플라스틱(LDPE, HDPE, PP, PS, PVDC)제 

품의 소비 및 생산 통계

- 서유럽의 블로우 몰딩용 플러머 소비

- 포장산업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전망

- 이태리의 고무산업 현황

'90.12 Australian Packaging

'91. 1 - 지난해 10월 호주의 멜번에서 개최된 Fasson Award에서 주목 받은 

포장디자인 작품 소개

- 재활용一비용절감효과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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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자료명 및 내용

'90.11 Paper Film & Foil Converter

一 비용절감효과의 저온 접착제 개발

- 인쇄기술개선의 세계적 동향

- 라벨기술관련 미국의 각종전시회에 선보인 최신 기술

- 페르시아만 사태이후 경제적 인플레 현상 고조

— 어류포장용 산소투과 Surlyn 포장용기

'90.)1 Packaging Digest

- 위험물 포장 주의 표시 사례 연구

- 마이크로 웨이브 사용가능 마카로니와 치즈 포장용 CPET용기 개발

- BOPP/증착 LLDPE 냉동사용 파우치

— Packintec ‘92 개최소식

'90.8/9 Packaging India

- 플라스틱 필름 포장의 미래 동향

- 다층 필름의 가스 차단력 비교

- 유연 포장의 상업적 연구

— 유럽의 알루미늄 호일 수요증가

'90.12 Boxboard Containers

— 카톤산업에서 사용되는 Folder-Gluers 기술개발

- 미국의 골판지 상자 및 카톤의 판매증가

一 그래픽 효과와 색채를 첨가한 골판지 상자 개발

'90.11 Packaging News

- 냉장쥬스 포장용 알루미늄 캔의 차단 효과

- 각종 쏘스 포장용액의 재봉함 디스펜서

- 유럽의 고기술 플라스틱 개발 동향

- 증착필름의 습기차단

- 재활용 음료카톤으로 제조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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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匚디 자료명 및 내용

- 유리용기 포장용 뚜껑의 컬러 및 그래픽 효과와 비용절감

- 케첩포장용 투명 플라스틱 용기 개발

'90.12 Food & Drug Packaging

- 1990년도 의약품, 식품, 화장품과 환경보호 효과 포장상 수상작품소 

개

'90. 2 包裝技術

- 소비자 포장의 기능적요구와 변화

-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 판매촉진 효과와 적정포장

- 省資源 포장재료의 적정포장

- 대형 중량 가전제품의 친절포장

- 서유럽과 북미의 환경문제를 위한 적정포장의 현황

'9o.n Packpia

- 일본의 '90년대 포장기술의 신경향

- 發酵乳酸飲料의 포장개선과 구매심리

- 과자류의 포장기획과 판매증진 분석

- 低糖시대의 포장과 소비자 감각

- 일본의 금속관 포장 현황과 품질 평가

一 자원재생을 위한 사회자본투자와 포장폐기물

- 종이용기의 상품별 개발과 시장동향

- 식품포장용 필름의 포장기계 적성

'90.12 Big Pack

、- 유럽의 최신 포장현황과 미래동향

'90.12 Carton Box

- 위험물 포장용기 수송기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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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n 자료명 및 내용

90.11

- 小型自動平盤打扱機의 유효이용과 개발배경

- 매킨토시 플렉소 디자인 시스템

一 정보화 사회의 색감각과 관리

- 최신 골판지 영업 강좌一 기업과 제품의 활성화一

- 의료폐기물 처리용기로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

PackagingC 日）

— 미래 가압 포장 기술의 전개

- 고지 재생공장의 설비 및 자동화

0000
- 슬라이드 필름 一

■ Along These Lines（303컷트）

- 응용미술 및 건축의 창조과정, 자연현상의 색채와 형태분석

■ The Technique of Decorative Ironwork（216컷트）

— 금속공예의 장식을 위한 Single & Double —Branch Welding 기법

■ The Seeing Eyes（155컷트）

- 디자인 요소, 자연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 Air Brush（180컷트）

— Air Brush이용 디자인 과정 및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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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raft Council 제작

- 비디오 테이프 一

■ Creating a living（28분）

- 공예 및 조각 작품의 다양한 마케팅 기술

■ A Touch of Glass（12분）

- 유리공예의 기본스텝을 통한 시각적 효과

- 슬라이드 필름 一

■ What's New ? American Ceramics since 1980, The Alfred & Mary Shands Collection（73 

컷트）

- 미국 유명 세락믹 예술 전문가 51명의 조각작품과 특성

■ Jewelry International 丫式50컷트）

- 국제적인 보석세공가 50명의 최신 작품

■ Material Evidence : New Color Technique in Handmade Furniture Z3（48컷트）

一 최신 라미네이트 재료를 이용한 미국 목재 가구디자이너 19명의 가구디자인 작 

품

■ New Handmade Furniture Rl（79컷트）

- 기능을 위주로한 혁신적인 가구의 디자인과 구조소개

뜻모아 에너지절약 손모아 에너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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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년도 센터사업소개、

---------------------■업 추진 기본 방향 |------------------------

o 산업디자인과 포장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기업에 새로운 상품개발의 방 

향을 제시하고,

o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 - 전파하여 다변화 하는 시장동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O 각종 진흥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우수 디자인과 포장 개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유도

1.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O 기초연구

- 한국 고유 모델 디자인 개발 연구

O 공동연구

— 한 • 일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 공동연구

- 통신기기 디자인 개발一전자전기제품의 적정포장 설계기법 연구

-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 표준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O 응용연구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 • 포장개발 및 기술지도

- 대일수출유망업체에 대한 디자인 - 포장개발 및 기술지도

- 산업디자인 및 포장개발용역

- 포장재료 및 화물시험 수탁처리

2. 정보수집 및 전파

O 연구개발 및 진홍시 책 추진자료 조사 • 분석

- 우리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에서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국내외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성향

- 국내 디자인 - 포장분야 교육계, 단체, 전문회사의 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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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별 디자인 - 포장 진흥활동 현황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 분석 및 가공

- 해외통신원 운영（미, 일, 독, 불 4개국）

一 해외 디자인 포장정보 조사단파견 

도서실 및 영상자료실 운영

- 전산시스템 유지 보완 및 가공자료 입출력

- 기술정보지 발간 - 보급

3•교육 - 연수

o 산업디자인 교육 - 연수 : 11회

- 기업디자이너 보수 교육（2회）一기업디자이너 전문교육（3회）

- 전공학생 실기교육（2회）一산업디자인 세미나（1회）一컴퓨터 응용디자인 기초 

교육（2회）

- 컴퓨터응용디자인 전문교육（1회）

O 포장기술 교육• 연수 : 6회

- 포장관리사 교육（1회）一포장기술 전문교육（4회）一포장기술세미나（1회）

O 산업디자인 시청각교재 제작 • 보급

O 교육과정 개발 연구

4. 진흥사업

O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상 - 하반기）

o 전시회 개최

- 제26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5월）一제4회 서울국제 포장기자재전（Seoul 

pack '91）（4월）

- 해외 우수디자인 상품전（11월）

O 산업디자이너 등록 관리

- 기존둥록자 관리 및 인력은행 운영

O 산업디자인 및 포장관련 단체 활동지원

O 산학계 자문위원회 개최

O 홍보 및 계몽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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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으로 확대개편

지난 12월 17일 현행 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근거인「디자인포장진홍법」을 개정한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률공고기간이 끝나는 '9L 

7. 15일경 디자인 - 포장센터가「산업디자인 - 포장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된다.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홍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가 

수립 • 공고

- 산업디자인 •포장진흥위원회 설치

- 정부출원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 우수디자인(GD)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 • 등록을 법제화

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산학협동을 장려

- 전문회사의 운영을 지원

一 기금의 조성재원 범위를 확대

- 센터를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으로 개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재원의 정부출 

원 • 보조근거를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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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년도 교육계획 안나T\

■ 산업디자인 교육 ■

1.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百-

• 목적 : 디자인 전반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 一 제품디자인 一 시각디자인

• 특징 : 一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 소개

• 대상: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업무 담당자

• 기간: 분야별 각2주

- 제품디자인 : 1991. 6. 10~6. 21（14 : 00〜18 ： 00，토 - 일제외）

- 시각디자인 : 1991. 10. 21-11.1（ 夕 ）

•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제비 포함）

2. 디자인 전문교육과정

• 목적 :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 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 

자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 편집디자인 一 인테리어디자인 一 포장디자인

• 특징 : 一 편집디자인 :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 타이포그래피 등 제반요 

소를 이용, 각종 출판물의 제작과정에서 인쇄과정까지를 총괄한 교육 실시.

- 인테리어디자인 :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인테리어소품 등 전반에 대한 전 

문지식습득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해결능력을 배양.

• 대상 : 기업체 실부디자이너 닟 관련헙무 담당자

• 시기 :분야별 각 1주

- 편집디자인 : 1991. 4. 8〜4. 12（14 : 00〜18 : 00）

- 인테리어디자인 : 1991. 8. 26~8.30（ 14 ： 00~18 : 00）

- 포장디자인 : 1991. 9. 9~9・ 13（14 : 00〜18 : 00）

•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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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 교육 ■

1. 포장관리사 과정 제25기

• 목적 : 포장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장관리, 재료, 기법, 실험, 유통, 디자인 등 

포장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 포장전문가를 양성코자 함.

• 교육정원 : 80명

• 특징 : 一 국내 유일의 포장전문 기초교육과정으로 포장실무자의 필수코스

- 총 교육시간 90% 이상 참가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포장관리 

사증을 수여

- 포장관리사증 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포장관리사회의 회원（24기 현재 총 

회원 1,119명）이 되어, 회원상호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정보교환은 물론, 

포장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음.

• 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관련업무 종사자등

* 수강자격 : 고등학교 졸업 • 동등이상 자격자로서 경력2년이상.

-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一 대학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 기간 : 91. 4. 15〜5. 31（14 : 00〜18 ： 00, 토 • 일 제외）

• 수강료 : 250,000원（교재비 포함, 부교재비 별도）

2. 포장기술단기 전문과정

•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을 양성코자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 골판지포장 : 포장기법과정 및 제조기법과정으로 분리

- 식품포장 : 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 특징 : 一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 대상 : 관련업무 담당자

• 기간:분야별 각1주

- 골판지포장 : 91. 9. 9〜9. 13（14 : 00〜18 : 00）

- 식품포장 : 91. 10. 14〜 10. 18（14 : 00〜18 : 00）

•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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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응용디자인（CAD/CG）과정 ■

• 목적 : 컴퓨터그래픽 기본이념과 H/W 및 S/W 구성원리 및 응용기법에 대하여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유도코자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분야별 10명 이내

- 기초과정（2D 컴퓨터그래픽） 一 전문과정（3D 컴퓨터그래픽）

• 특징 : 一 산학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컴퓨터그래픽 교육

- 실습위주의 단계별 교육（1인 1대 시스템） 및 단계별 평가를 통한 철저한 

교육관리로 최대의 교육효과 유도

- 실사례 위주 강의진행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최신기법을 소개하여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할 컴퓨터그래픽 전문가 양성

• 대상:실무디자이너 및 컴퓨터그래픽에 관심있는 자

• 시기 : 기초과정一3주, 전문과정一4주

- 기초과정 : 91년 4월, 5월중（2회 연속실시）

- 전문과정 : 91년 6월중

• 수강료 : 一 기초과정 : 200,000원 - 전문과정 : 250,000원

X 교육수강 신청

■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센터내방이 가능할 경우 :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동시 접수

• 센터내방이 어려울 경우 :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후, 신청서와 함께 입금 

증사본을 접수처로 우송하거나 FAX로

* 한일은행 : 107-03-010079, 국민은행 : 031-25-0000-533,

상업은행 : 112-01-212081

■ 문의처 및 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교육연수과

①①交-图弓① 서을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742-2562/3 FAX. 745-5519

■ 교육수강료 할인대상 : 수강료의 20% 할인

- 센터 등록디자이너 一 포장시험실 회원사

- 한국포장관리사회 회원 一 국공립 단체 및 기관

一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 一 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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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도 연구조사 테마별 개요、

상품색채선호도 조사연귀 —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一

품질에 미치는 디자인의 영향은 제품의 경쟁력 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색채가 제품의 외양 즉, 디자인의 중요한요소를 점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써, 또 색채 그자체가 가진 기능적 역할로써 상당한 구실을 하고있다.

본 연구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의 조류에 맞는 적절한 색채계획을 수행하 

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색채와 과거의 색채를 비교 검토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상품별 최상의 색채를 선택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소제조업 수출상품의 실태亢자

우리나라는 지난날 대기업 위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제규모의 양 

적확대와 기간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급격히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위 

축되어 그 발전격차가 심화되었다. 불투명한 무역환경의 여건속에서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수입유발 효과를 줄이고 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급화 및 기술개발로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실태를 분석, 검토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중 

소기업의 지위향상과 수출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골판지 접착제 품질개선연구|

골판지 접착제 제호방식인 기존 Two Tank 제호방식과 One Tank 제호방식의 상호비교 

분석을 통하여 One Tank 방식의 제호방법을 개발,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국내골판지 

업계의 기술향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다.

전기 - 전자제품의 적정포장 설계기법 연구|

국내 완충 포장설계 기법 정립을 위하여 전기 -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가장 큰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적유통과정의 물리적 충격 및 진동을 분석하여 포장설계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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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설계 표준화 - 전산화 및 라인자동화 연구

업체에 품목별, 업종별 포장표준화방안 모델을 설정 • 제공하고 포장설계의 단계적 

전산화를 이 룩하므로써 업 계 스스로 물류합리 화에 부합되 는 포장시스템 을 개 발하도록 

한다.

I제주 관광 특산품 포장개선 연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88 올림픽 개최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고양되었고 

이로인한 관광 또는 상업을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특산품을 즐겨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수준높은 포장디자인의 개발로 판매신장과 아울러 제 

주도의 특산품 생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농산물 포장개선 연구용역|

농산물 포장규격 및 포장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근대 

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상품화로 산지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유통과정의 손실을 극소 

화하므로써 가격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포장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안내、

□ 제17회 '91 ICSID CONGRESS 개최 口

세계 37개국가 77개단체가 가입하여 디자인관련 회의, 교육, 전시, 출판사업둥을 통해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Interna

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사무국 :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금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At the Crossroads”（교차로） —The Changes in the world — The World 

at Change-라는 주제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제17회 국제디자인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각지역의 회원 및 전문가 2,0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기본 

콘셉트는 전문적 디자인 실습/교육/진흥（Professional practice/Education/Promotion）이 며 

특히 상품의 마케팅 및 개발기법등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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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Igrika5 61 000 Ljubljana

Yugoslavia 卷 38 61224 704

□ Tidex '91 전시회 개최 口

대만의 CETRA(The China Extern시 Trade Dev이opment Council)가 주최하는 Tidex 

'91전시 회가 대만 국제무역센터 전시흘(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에서 

'91 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지역 디자인 아이디어의 성장과 최신 디자인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대만의 디자인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ICSID회원국의 최신 디자인 수행을 소개하는 International Design Pavilion, 

기업의 통합디자인 시스템과 대만과 국제적 유명기업체의 디자인 진홍을 위한 Brand 

Identity Pavilion, 각종 디 자인 경 연의 상을 수상한 작품 소개를 위 한 Award Pavilion, 제품 

포장 및 기업디자인을 주제로 국제적인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Taipei Int'l Design 

Forum('91. 4. 16 —20)을 주제별로 개최한다.

一 개최 : Chin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CETRA)

— 후원 : Taipei World Trade Center(TWTC) 

(Ministry of Economic Affair)

— 문의 : 5 Hsinyi Road, Sec 5, Taipei, Taiwan

----------------------------- * CETRA Design Promotion Center 소개 * ----------------

대만의 국제무역진홍을 목적으로 세워진 CETRA는 Design Promotion Center# 

통하여 제품, 포장, 기업 이미지디자인 등 디자인 개발의 프로그램과 써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역할 一 디자인 정보 써비스

- 디자인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포장시험 써비스

- 대만과 국제 디자인 조직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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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Pack '91 개최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포장기계, 재료 및 식품가공기기의 최대전시회인 Asia Pack ‘91이 

금년에는 제7회를 맞이하여 Singapore World Trade Center에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1989년도에는 세계 각국 13,168명의 관련 전문가 및 경영인들이 참가하여 1천 8백만 

달러의 무역거래가 되었던 Asia Pack은 금년에는 이지역의 시장확대 등으로 인해 전회와 

비교하여 2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최 :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 주관 : Cahners Exposition Group Pte Ltd

— 문의 : 1 Maritime Square, # 12—1 World Trade Center Singapore 0409 

® 271-1013

□ Inter Gift '91 Osaka □

소비자요구의 다양화와 개성화 시대에 선물용품 산업역시 받는 사람편에선 상품화와 

전개플랜이 그 성패의 열쇠가 되고 있다.

Inter Gift ‘91은 혁신적인 디자인, 독창적 이면서도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품목, 

가지각색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요구되는 다채로운 상품들이 전시된다. 일본 오사카 

INTEX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개최된다.

- 주최 :社團法人 大阪國際見本市委員會

— 후원 : 일본 통상산업성 • 외무성 • 오사카 21세 기회

— 문의 : Osaka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1—12, Nanko-kita 1 Chome, 

Suminoe-ku, Osaka 559, Japan

® 06-612-3773 Fax ： 06-612-8585

□ Meeting the Challenge Mastics Recycling '91 □

공장자동화 시스템 및 포장분야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가 금년 

3월 13일, 14일 이틀동안 영국 런던 Queen Elizabeth IlCenter에서 개최된다. ‘89년도 

9월에 "플라스틱 재활용 미 래의 도전”(Plastics Recycling Future 사lallenge)라는 제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는 이 회의는 이번이 2회째로 21세기 플라스틱 재활용의 예상을 

— 30 —



정의하고 현재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문의 : Plastics and Rubber Institute

11 Hobart Place, London SWIW OHL, UK 卷 44071-245-9555

□ The International Chilled Food Fair '91 □

Grocer Association 후원으로 금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의 Birmingham NEC에 서 

개최되는 The International Chilled Food Fair에는 세계 각지역의 최신 냉장 육류 및 

낙농식품들이 전시되는 세계 최대의 국제 냉장식품 전시회로서 해외 40개국가의 냉장식품 

도소매업자 1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문의 : IFM Ltd, 30 Liddel Road London ® 44（0）81 — 741 — 2828

□ Packaging Plus 회의 개최 □

영국의 Institute of Packaging（포장협회） 후원으로 금년 2월 27, 28일 이틀간 접착제, 

카톤, 카톤봉함, 충전, 성형필름 인쇄등과 슈링크 - 스킨 블리스터 포장둥에 관하여 세계의 

관련업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토의하는 Packaging phis회의가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 

된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타상품과의 경쟁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 문의 ： 10 High st, Purley Surrey CR82AA London 卷 081 — 668 — 9229

□ 종합품목 口

• 코스타리카 국제 박람회 （FERCOR/Int'l Fair of Costarica）

1） '91. 2（격년） 2）코스타리카（산호세, Barreal Heredia）

3）건설분야, 금속, 식품산업, 일반소비용품

4）미 개척시장이며 진출 유망 지역인 중미시장의 교역증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 

박람회로서 자동차 및 공구기계류 분야의 상담이 활발

• 로마 국제 무역 발람회（Rome Int'l Trade Fair）

1） '91. 5. 23-27（매년） 2）이태리（로마, 박람회장）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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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품목

4）밀라노 국제 박람회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이태리 최대의 종합 박람회 국내 1583, 

국외 235업체 참가

□ 완구 및 선물용품 口

• 마드리드 유럽무역 박람회（Eurocomercio/Europe ； n Trade Fair）

1） '91. 3（격년） 2）스페인（마드리드, Palacio de Exposiciones）

3）완구, 인형, 게임용구, 학용품등 아동용품 전반

4）EC 제국들이 주로 참가하는 선물용품 전문전

• 알베르타 춘계 선물용품 박람회（Alberta Spring Gift Show）

1） ‘91. 2. 10—13（매년） 2）카나다（에드몬트, Northlands Agricom）

3）유리제품, 조명, 보석류, 수공예품, 가구, 기념물, 선물용품, 사진, 가정용품, 악세 

서리, 가방, 문방구류 4）카나다 서부지역 최대의 선물용품 박람회

• 홍콩 완구 선물용품 박람회 （HKT & GF/Hong Kong Toy & Gift Fair）

1） '91. 1. 9一 12（매년） 2）홍콩（Hong Kong Toy and Gift Fair）

3）장난감, 악세서리 4）국내 : 155업체 참가, 제조업, 수출업자, 도매업자참가

□ 가 구 口

• 비 엔나 국제 실내장식 및 가구 박람회 （Wiener Interior/Int，1 Fair for Interior Design 

Furniture）

1） '91. 3. 16-24（매년） 2）오스트리아（비 엔나）

3）가구, 실내장식, 악세서 리, 조명, 가정직물품, 탁자

4）일반인에게 공개, 출품업체는 410개사, 3,000여 일반관람객 참관

• 마닐라 가구 시장 박람회（FFMW/Fumiture and Furnishing Market Week）

1） ‘91. 2. 19—24（매년） 2）필리핀（마닐라 Int'l Convention Center）

3）현대가구, 실내장식용품 4）필리핀 최대의 가구산업전문전, 출품업체 : 87개사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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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플라스틱 口

• 부다페스트 국제플라스틱 및 고무박람회（HUNGAROPLAST/Int'l Exhibition of Plas

tics and Rubber Industry）

1） '91. 4. 9—12（격년） 2）헝가리（부다페스트）

3）가소성 물질 생산품 및 처리과정, 플라스틱과 고무산업의 공작기계

4）출품업체 : 78개사

• 밀란 국제 플라스틱 고무박람회 （Plast/Int'1 Plastic and Rubber Exhibition）

1） '91. 5. 6—U（격년） 2）이태리 （밀란）

4）이태리 최대의 플라스틱 • 고무산업 전문전

• 에센 국제 탄성고무 박람회（Int'l Cocoutchouc Meeting with Trade Exhibition）

1） '91. 6. 24—27（격년） 2）서독（에센）

3）관련학술회의도 병행 개최되는 고무관련산업전

□ 전 자 口

• 브뤼셀 전기전자 박람회 （Exhibition on Electricity, Electronics, Robotics & Subcontrac

tion & Maintenance of Electric System）

1） '91. 5（격년） 2）벨기에（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3）전기 - 전자용품 4）무역업자만 공개, 89년 5월 최초 개최되어 격년제로 개최

되는 전자산업 전문전

• 북경 국제 전자종합 박람회（Int'l Exhibition on Electronics Components, Assemblies 

and Production）

1） '91. 5（격년） 2）중국（북경, China Int'l Exhibition Center）

3）산업용로보트, 전자기기, 전자장치를 위한 장비 및 기술

4）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에서 후원

주 : 1） 기간（주기） 2） 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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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자재 口

• 브뤼셀 식품기기 박람회 （TECHNIPAN）

1） '91. 2（매 4년） 2）벨기에（브뤼셀）

3）비스켓 제조기기 및 재료, 식빵, 세척기계, 냉장기기, 빵가게 장식 자재

• 사웅파울로 국제포장기자재 박람회 （FIEPAG）

1） '91. 5（매 3년） 2）브라질（사웅파울로）

3）포장기계, 식품가공설비, 페이퍼보드, 펄프플레이트 필름 생산장비

4）국내 310, 국외 30업체 참가, 각종 포장재료 식품가공 설비 전시

• 체코 국제 포장기자재전（EMBAX—PRINT）

1） '91. 2. 27-3. 5（격년） 2）체코슬라바키아（브르노, Fairgrounds）

3）포장재료, 포장기기, 인쇄기계 4）국내 79, 국외 97업체 참가, 포장 및 인쇄기기

관련 전반 품목전시

• 뒤셀도르프 국제 포장기자재 박람회 （Pacpro）

1）'91. 5. 29—64（매 3년） 2）서독（뒤셀도르프, Messegelande）

3）포장재료, 보조재료, 포장설비, 보관 및 취급설비, 포장공정설비 둥

4）국내 263, 국외 168업체 참가하여 포장기자재 거래 상담 추진

• 유트레히트 국제 포장 박람회 （MACROPAK）

1） '91. 4（매 3년） 2）네덜란드（유트레히트, Jaarbeurshal）

3）포장기계 및 재료, 보조장비, 프린트기계, 자동 제어 장치둥

4）무역업자 위주의 박람회로써 '85년의 경우 국내업체 465개사 해외 1031개사가 전시 

참가하였으며 24,000여명이 참관

• 뉴질랜드 기계류 박람회（SOUTHERN MACHINERY）

1） '91. 4（격년） 2）뉴질랜드（Christchurch, King Edward Barracks）

3）산업기계 Sawmilling, 컨베이어 스위치기어, 계측기, 전자기기, 냉동기기 등

4）무역업자 위주의 박람회, '87년의 경우 공작기계 제조 및 공급업체 64개사가 전 

시참가, 내국인 3,400명, 해외 19명의 경 - 중장비 오너들이 참관

주 : 1） 기간（주기） 2） 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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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국제 포장박람회 （Hispack/Int'l Exhibition of Packaging & Bottling）

1） '91. 3（격년） 2）스페인（바르셀로나, Feria de Barcelona）

3）포장기계, 악세서리, 포장재료, 병제조기계 4）일반에 공개, 국내 254, 국외 113

업체 참가, 29,711명 참관

• 카이로 국제포장 기자재 박람회 （Cairo Int'l Exhibition for Wrapping & Packaging） 

1） '91. 10 2）이집트（카이로, Fairgrounds） 3）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장산업관련 도소매업자 참가, 거래상담추진

에너지는 번영의 빛

절약은 번영의 길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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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PACK '91 개최

SEOUL PACK은 '85년을 시작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내 외 포장업 계 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주최측 뿐만 아니라 많은 포장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과 성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SEOUL PACK '91 은 국내 및 해외 여러국가들이 서로 정보와 기술을 나눌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은 세계적인 전시규모에 비해 미흡한 단계에 있지만 동 전시회가 국내포 

장산업의 육성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 신청마감 : 1991. 2. 28

— 장 소 : Korea Exhibition Center（KOEX）

- 전시시간 : 1991. 4. 23~4. 27

문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전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丁이 : 742-2562/3

月刊 디자인-包裝技術情報 1月號

（通巻1巻）

1991年1月31日發行

登錄番號 （라）4897
登錄日字1990年12月11日

印刷所正文出版（株）

發行人

兼 趙鎭禧

編輯人

發行處 歡 韓國디자인包裝센터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建洞 128 
①①®-⑷⑹0電話：744 — 0226/7



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자료실은 디자인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20 
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라이드 • 비디오 

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 일 09： 30〜

17： 30
토요일 09 ： 30〜

12 ：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 정보자료부 자료실 © 762- 9137



■ Supporter
MINISTRY OF TFlADE AND INDUSTRY, KOREAN BROADCASTING SYSTEM, 

KOREA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이서耐……

PACK'91
APR. 23~27,KOEX-SEOUL

■ Organizer
KOREA TRADE PROMOTION CORH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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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푸장 기曾정보 2

디자인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향후 10년 주요목표

일본의 최신 우수 상품 

유리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심볼마크 

포장

9이년대의 새로운 Vinyl 폴리머 

중국의 펄프와 종이산업 

다층플라스틱 필름의 가스차단성

신착자료 주요내용소개 

해외유명디자인 용역회사 소개 

센터주최전시회 및 교육안내

③ 한국디자인포장선!터



壘디자인 포장시찰단 뙤

우리센터는 선진각국의 디자인 - 포장산업의 동향 및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1년 

유럽디자인-포장시찰단을 모집 - 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명칭

*91 유럽디자인 • 포장시찰단

2. 기간

'91. 5. 26〜6.4（9박 10일）

3. 참가비

2,290,000원（왕복항공료, 숙박비（2인 1 실）, 식 

비, 현지교통비, 공항세, 보험료에 해당되며 여권 

미소지자는 여권 수속비 추가 부담함）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 제출과 참가 예약금 납부

（참가 예약금은 300,000원이며 취소시 반환되 

지 않음）

5. 신청마감

'91. 4. 27（토）까지（단, 성원이 되면 기한전 

마감）

6. 신청 및 문의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0226
FAX ： 02）745-5519

일정표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제 1 일차 

5/26（ 일）

서 울

五卜 리

KE 901
전용버스

12
18

40
19

서울출발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도착

제 2 일차 

5/27（월）

I파 리

로 마

전용버스 

AZ333
09
16
18

00
40
40

파리시내 명소견학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출발

로마공항 도착

제 3 일차 

5/28（ 화）

로 마 전용버스 09
17

00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종합품목 전시

제 4 일차 

5/29（ 수）

로 마 전용버스 09
17

00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제 5 일차 

5/30（목）

로 마 

밀라노

AZ084 10
11
18

00
05
00

로마출발

밀라노 도착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제 6 일차 

5/31 （금）

밀라노 

뒤셀돌프

전용버스

AZ 448
09
19
21

00
50
15

밀라노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밀라노 공항출발

뒤셀돌프 도착

제 7 일차

6/ 1 （토）

뒤셀돌프 전용버스 09
17

00
00

PAPRO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포장재료 및 보조재료, 

포장디자인, 포장설비 

및 공정설비, 보관 및 

취급설비 등 전시

제 8 일차

6/ 2（일）

뒤 셀돌프 전용버스 09
17

00
00

PAPRO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제 9 일차

6/ 3（월）

뒤셀돌프 

프랑크 
프르 트

LH121
KE 906

11
12
14

35
20
10

뒤셀돌프 공항 출발

프랑크프르트공항도착 （ 경유）

프랑크프르트 출발

제 10일차

6/ 4（화）

서 울 10 40 서울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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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2

세계유명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향후 10년 주요목표

일본의 최신 우수 상품

유리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심볼마크

국제산업디자인 협의회(ICSID)
___________________ '91 사업계획  

支力 9

'90년대의 새로운 Vinyl 폴리머

중국의 펄프와 종이산업

생분해성 PET개발

일본의 캔시장, 종류별

다층플라스틱 필름의 가스차단성_______________

리토르트 파우치의 소비증대—

습기측정카드, 어패류 포장용 Surlyn

신착자료 주요 내용 소개 14

해외유명디자인 용역회사 소개 21

센터주최 전시회 및 교육안내 24

디자인 포장관련 전시회 및 31
세미나 개최안내

본지는 한국 도서 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L디자纹 —

□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향후 10 년 주요목표

세계 3대 디자인 단체협의회(ICSID, ICOGRADAJFI)회장들의 향후 10년을 생각하는 

디자인 주요목표를 소개코져 한다.

좌로부터 Helmut Langer ICOGRADA, Hanna Hjort IFI, Anti Nurmesnaiemi ICSID

안티누메스니에미, 국제산업 디자인 

단체협의회 (ICSID) 회장

우리사회에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날 

로 점증되고 있다. 제품에서뿐만 아니라 환 

경에서도 그 역할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 

다. 또한 디자인계가 국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계 공통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초등, 중등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해심을 환경 

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핀랜드에서는 디자이 

너, 엔지니어, 경제학자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중이다. 이 과정은 핀 

랜드의 독립 75주년을 맞는 2년후까지는 개 

설될 예정이다.

제3세계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거의 황무 

지인 상태이다. 우리는 그들이 디자인 교육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그들이 단지 우리를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을 독려하여 그들 문화에 맞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인 기술과 재료들을 사용토록 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것을 표준 

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십년에는 

아마도 양적인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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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필수 

품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가지 

즉 제품 자체와 기술적인 창조과정에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은 환경의 한 부분 

이며 그 과정은 생태조화의 한 부분을 이 

루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유명세가 제품자체보다 더 중 

요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는 미래가 

없다. 본인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건 

강한 세계를 건설하기위해 노력하는 정열 

적인 젊은이를 볼때 큰 위안을 받는다.

헬무트랭커, 국제그래픽

디자인 협의회(ICOG RADA)회장

90년대에는 주목하여야 할 몇몇 양상이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더욱 가 

속화되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 

일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다. 예로서, 모든 아랍국가들은 디자인계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서방국가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90년대에는 생태디자인이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정치나 특정이념에 예속되 

어 있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한충 창의 

적이고 강력한 그룹이 될 수 있다. 모든 디 

자이너들은 생태계의 오염을 줄이는 작업에 

있어서 고객 이 쉽 게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 학생 모두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간의 이해를 증진시 

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국내 교육에도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디자인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모든 창조적인면들이 이차적인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계와 사회를 위 

하여 이러한 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나 죠르트, 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IFI) 회장

미래에는 생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issue)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수림(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수 

림(자연)을 디자인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디 

자이너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교육은 중도과정이 가장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후일 그들이 디자이너로 활 

동하든 그렇지 않든지간에, 자신들이 습득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성장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매우 창조적 

이며 그들의 창조성은 교육과정에서 생성 

된다. 덴마크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과목선택이 허용되지 않으며, 

디자인이 교육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세계적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조그만 세계를 탈피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우리세대처럼 물질적 

이지 않으며 마음이 개방적이다. 많은 것들 

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상호 

간의 이해증진없이는 우리를 쇠퇴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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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최신우수 상품

松下전기社의 명함크기의

전기면도기

TV, 냉장고등이 지금까지는 생활필수품으 

로 인식되어왔지만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지고 상품개념의 변화로 이 

미지가 탈바꿈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부 

시게 많아 여성의 지위가 남성 못지않게 

크게 향상되어 남성을 보는 눈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즉, 남성들은 맡은일을 잘 할 수 있고 시 

대적인 패션감각이 있으며 청결함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여성에게 인기를 끄는 남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남성들이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91X55mm의 

명함크기에 두께는 12mm로 양복주머니에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콤팩트형 “AITE” 

전기 면도기가 개발되었다.

이 “AITE”는 매분 7,600회전의 고속을 발 

휘하는 고성능 모터를 내장하여 수염이 깎 

기는 감각이 뛰어나며 모터전체가 우레탄 

으로 싸여져 있고 몸체는 2중 구조이므로 

타제품보다 소음이 적어 언제 어디에서도 

자연스럽게 꺼내 면도할 수 있다. 1시간 급 

속충전으로 1일 약2분간 사용하여 10일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껌크기의 충전지를 몇개 

가지고 다니면서 장기 해외출장에서도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SHARP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컬러 팩스밀리 “JX-5OOO”

단순에서 복잡, 흑백에서 컬러로 흐르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본의 Sharp사는 

KDD태크놀러지사와 공동으로 rJX-5000j 

이라 불리우는 세계 최초의 송수신일체형 

（送受信一體型） 책상크기의 컬러 팩시밀리 

를 개발하였다.

최대크기 A의 컬러원고를 일반전화회선 

을 사용하여 약3분（해상도 100DPI）에 전송 

할 수 있으며 25~200%까지 확대 및 축소도 

가능하고 새로개발된 高画質昇華型 프린터 

에 의해 해상도 200DPI 64諧調（26萬色）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National사의 충전식

고주파치료기 파나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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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사의 파나코란은 매초 900만회의 

고주파를 직접 환부에 작용시켜 어깨결림을 

풀어주는 소형 코드레스 치료기이다. 본체는 

한번 충전으로 연속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자주 충전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으며 방수 

형으로 장착한 상태로 샤워도 가능하다.

슈퍼 파미콘을 내장한

Sharp의 21G -SFI

16비트 CPU를 탑재하여 케릭터의 움직임 

과 컬러그래픽을 더욱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Nintendo사의 가정용 TV게임기 슈퍼 

파미콘은 작년 한해동안 예 약판매로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 슈퍼파미콘은 게임기기를 TV에 접속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준 것으로 가벼운 기 

분으로 TV를 시 청하다가 TV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면크기는 21인치이며 수평해상도는 500 

선으로 S映像端子를 직접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의 흔들림과 이그러지는 경우가 

없어 깨끗한 화면으로 TV게임을 할 수 있다.

또한 화질 및 색의 농도가 뛰어나 눈의 

피곤함도 줄일 수 있으며 게임카세트를 TV 

윗부분에 있는 삽입부에 꽂아 넣을 수 있 

도록 하여 조작을 쉽도록 하였다. 모노 

(mono)음성인 TV에 다른 오디오 기기를 

접속하면 스테레오도 가능하다.

새로운 도료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UV Art

밝을때에는 단지 무광에 불과한 색이 어 

둡게하여 자외선을 내는 black light로(자외 

선을 내는 발광체)로 비추면 환상의 색감을 

발광하는 특수한 도료가 실내장식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도료가 개발되어진 것은 4년전으로 

현재에는 녹, 황, 오렌지, 적, 핑크, 보라, 청 

백의 여덟가지 색이 개발되어 신비스러움과 

환상의 분위기를 자아내므로써 디스코장, 

가라오께. 카페의 실내등에 이 도료를 사용 

해서 연출해낸 uv Art가 동경근교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화면의 영문을 발음해주는

휴대용 영어회화 연습기 

-S티KO「Dr. Voicej TR-600-

SEIKO사는 통근 및 통학시간에 전철안에 

서 편리하게 영어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Dr. Voicej TR—600을 선보였다.

액정화면에 표시된 문장을 IC에 기억되어 

진 미국인의 발음으로 들을 수 있으며 아 

울러 일본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온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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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 문장을 몇번이라도 반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어 눈과 귀로 영어회화를 반복 

연습할 수 있으며, 초보단계의 쉬운 일상회 

화에서 부터 고급의 비지니스편까지 있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가 '88년도에 45만대에 서 '89년도에는 68만

대, ‘90년도에는 100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인치 이상의 화면이 약 25%나 된다고 한다. 

한편 Pioneer사에 의하면 LD플레이어 판매 

또한 영어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기 

능이 1회에서 10회까지 있어 자유스럽게 선 

택할 수 있으며 따라 읽기를 위해 무음상 

태가 장 - 단으로 이어져 반복연습을 할 수 

있다.

Visual기술의 최신 동향

영상관련 기술개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을까?

대화면, 고화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생각날 것이다.

현재 가정용으로 양산되어지고 있는 직 

시형 브라운관 （일반 TV 브라운관）에는 37

인치가 최대크기로서 더 큰 브라운관은 중 

량, 가격, 유통면 등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National사에 의하면 1990년도에 

메이커들이 출하한 TV수는 950만대로서 이 

중 50% 가 25인치 이상의 크기이며, 그중 29

보편적으로 요즈음에 인기있는 제품은 29 

인치 형이지만 '91 년에는 30인치형이 히트 

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소비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도의 차별화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촉촉한 화상」으로 화면의 크기뿐 

만 아니라, 화면의 질감을 중시하고 있다.

40인치 이상의 프로젝숀 TV는 밝기의 문 

제를 극복하여 앞으로 크게 주목을 끌 것 

으로 예상되며 200인치 이상도 가능하지만 

80인치정도가 상품으로서는 최대의 한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Mitsubishi사는 일본에서는 60인치형, 미 

국에서는 70인치 형을 상품으로 내놓고 있으 

며, 특히 미 국에 서는 120인치 프로젝숀 TV가 

수주판매되고 있다.

또 다른 Visual제품으로 가격면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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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것이 액정비젼으로 나름대로 장 

단점을 가지고 있어 구매층이 완전히 분리 

되어져 있다. 액정비젼은 스크린에 확대 투 

영했을때 액정의 조직이 보이는 결점이 있 

었는데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harp사의 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액 

정은 8만9천 화소(画素)이지만 21만 8,000화 

소의 액정기술이 개발되어 화질이 상승될 

것이다.

또한 영화관 정도 크기의 화면이 Mitsubi- 

shi사의「LVP—3000」으로 180인치에서부터 

300인치의 대화면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Sony사는 작년 11월에 업계에서는 처음 

으로 가정용 하이비젼 TV「KW-360HD_^ 

선보였다. 하이 비 젼 화상 브라운관의 가로 - 

세로비는 16대 9이며, 적시(適視)거리가 짧 

기 때문에 화면의 넓은 감이 현행 방식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 가전제품제조사등의 끊임없는 연 

구로 이상적인 Home극장 형태의 TV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리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심볼마크

영국의 유리제 

조업자협회 (The 

Federation of Gl

ass Makers) 는 

유리용기 수집 

뱅크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활용 심볼마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마크는 사람이 용기 뱅크에 유리용기를 

넣는 이미지와 함께 삼각형의 서클형 화살 

표로 이루어졌다.

이 협회는 식품 및 음료용기 제조업자들 

에게 유리용기의 라벨에 이 심볼을 넣도록 

요구하고 있다. 많은 유럽지역국가들은 이미 

이와같은 심볼을 사용하여 포장재의 재활 

용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도까지 이 용기뱅크를 5,000 

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제산업디자인 단체 협의회(ICSID)

591 사업계획

세계 36개국가 90개 단체가 가입하여 디 

자인관련 회의, 교육, 전시, 출판사업 등을 

통해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의 '91 년 

도 실시예정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CSID 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2. 세계디자인과정 개설학교 주소록 발간

3. Design Journal 발행 계 획 수립

4. ICSID/ICOGRADA/IFI 공동 News Letter 

발행 :

- 년1회 발행되며 제1호는 '91 년 2월중 

발행

5. ICSID 홍보 : ICSID 임원은 ICSID 혹은 

ICSID사업에 관한 홍보기사 1건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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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요 디자인 잡지에 게재

6. ICSID 뉴스레터 특별호 발행 :

- ICSID회원 주소록一ICSID의 주요사업

7. 초 • 중，고생 디자인 교육 실태조사

8. 생태문제에 관한 포스터 제작

9. 환경사회문제 자료수집

10.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DP（유엔 

개발계획처）의 협력사업 전개

11. 국제 보존 기구 협력 :

— Greenpeace 및 세계 야생물 재단에 관 

한 정보수집

12. ICSID 특별 디자인 행사 :

一 '91 년 유고 : 디자인 관련업체를 위한 

특별회의 개최

一 ICSID/ICOGRADA/IFI 공동 INTER- 

DESIGN개최（노인을 위한 디자인）

13. ICSID Congress개최（매2년）

14. ICSID 3대 기구 합동회의 개최 : 전문기 

술, 진홍, 교육분야

- '91 년 4월 대만 개최예정

15. ICSID 회원 확대 :

- 박물관, 디자인잡지사, 유관업체 등 유 

치 （준회원）

16. 지적 소유권 보호운동전개

- 국내, 국제차원에서의 디자인 보호제 

도 토의 （'91 유고）

17. 국제 디자인상 제정 :

- 세계 디자인상 제정 수여 계획（매2년）

- ICSID/ICOGRADA/IFI 공동 디자인상 

제정 수여 계획（매6년

ID（Indus어이 Design）

• ID는 기술개발의 요소이다.

• ID는 생활과 환경의 보다나은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 ID는 제품에 부가가치를 준다.

• ID는 보다나은 마케팅 기회를 준다.

-ICSID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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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 90년대의 새로운 Vinyl 폴리머

식품에서 부터 화학재까지 대부분의 제 

품들은 각각의 보관수명을 갖는다. 어떤 제 

품들은 보관수명이 변덕스럽거나 아주 짧 

으며 애매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의 각기다른 보관수명의 

유지를 위해 PVC(Polyvinyl Chloride)는 지난 

30년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어왔다.

현재에는 종전의 특성을 크게 향상시켜 

여 러가지 상품들의 보관수명을 늘릴 수 있는 

Vinyl합성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포장분야에서 이 Vinyl blow molding 합 

성제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물적특성을 

갖고 있다.

—Superior chemical resistance

화학적 불활성 플리머의 하나로 암모니아, 

chlorine bleach, lighter fluid, turpentine, hyd

rogen peroxide, vinegar등과 같은 화학재에 

적절한 포장재료이다.

— Ultravi이et light stability

태양빛이나 형광빛의 자외선은 일반 플 

라스틱용기나 내용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투명 - 불투명 Vinyl용기는 자외선의 영향으 

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외선 

노출로 인한 폴리머 분해를 저지할 수 있다.

— Design Flexibility

Vinyl 용기는 blowing하여 표면 핸들링으 

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Permeability

Vinyl은 가스나 향기투과에 좋은 차단력 

을 가지며, 특히 Vinyl의 산소투과율은 다른 

많은 압출 플러머들보다 우수하다•(표 참 

조)

유형별 산소투과율

(cc—mil/100 sq. in. —day—atm)

Vinyl 10—14

PP 150 - 240

HDPE 140-160

PC 180 - 200

—Aesthetics

운반비용의 절감은 물론 표면손상이 적고, 

유리와 같은 외형으로 고광택 투명효과를 

가진다.

—FDA compliance

여러등급의 Vinyl 들이 미국식품의약국 

(Food & Drug Administration) 규정에 부합 

하기 때문에 식품포장재 (food grade)로 분 

류되어 있으며 또한 포장재료의 관련규정 인 

캘리포니아안 65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 Vinyl시장의 추이

Vinyl 의 최고시 장은 개 인용품 (Personal 

care)의 포장분야이며 생수용 포장 분야 또 

한 이제품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생수용 포장재로서 사용된것은 개인용품 

보다 더이른 시기였으나 반투명 고밀도 PE 

(HDPE)로 제조된 1갤론 용기가 자리잡고 

있어 아직은 Vinyl용기가 인기를 얻지 못하 

고 있다. 새로운 Vinyl합성품은 유리와 같은 

투명성과 고차단성을 가지고 있어 생수포 

장용 재료로서 대체될 전망이다.



또한 젤리, 쏘스와 같은 고온충전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자들은 종전의 반투명 

다충 PP/EVOH용기의 대체용으로 새로운 

투명 Vinyl합성품（190— 200〉：F온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재활용성

Vinyl은 재활용, 소각, 매 립 등이 가능하며 

재활용업자들이 수집과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재활용

생수용기시장 HDPE Vinyl PC PET

10 oz 12 oz, 330ml V V

28 oz, 1L, 11/2 L V V

IgaL, 4L V V V

2gal., 2i；2 gal, 3gal. V V V

5gal., 6gaL, 18L V V

□ 중국의 펄프와 종이산업

1989년도 중국에서 종이와 판지의 생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03% 증가한 13.3버耳만 

미터 톤이었으며 같은 기간동안에 펄프의 

생산은 1988년도와 비교하여 66% 증가한 약 

9.3백만미터 톤으로 평가되었다.

'89년도의 상황이 앞으로 기대되는 국가 

경제 재부흥이 되기까지 12년 동안은 계속 

될 전망이다.

1949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중국의 펄프, 

종이, 판지의 생산통계는 다음표와 같다.

1985년도에 중국의 고지소비는 700,000미 

터 톤이었으며 1988년도에는 전체 재활용 

종이의 23% 인 3백만미터 톤이 소비된 것으

년도
펄 프

(lOOOmetric tons)

종이 및 판지 

(lOOOmetric tons)

1949 35 108
1950 84 141

1960 1473 1802
1970 2079 2414

1980 4263 5346
1985 6153 9112
1986 5792 9986
1987 10968 11410
1988 8726 12700
1989 9300 13340

로 나타나고 있다.

펄프 및 종이 산업은 전국 5,000개 공장 

에서 700,00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장이 소규모로서 

공장별 생산은 그지역시장의 규모에 한정 

되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신문지, 인쇄지, 포장지, 

크래프트지, 라이너둥과 같은 여러 등급의 

종이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공장들이 중국의 남부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중국의 북동부지역 

과 동부해안지역에서 종이와 판지생산의 

35~를 생산했었으며 60년대말 이후부터는 

중국의 중부지역에서 25.8%, 동해안지역에 

서 32.7%, 북동부지역에서 16.2%가 생산되 

었다.

중국의 종이산업은 규모면으로는 세계의 

주요 종이 생산국들 가운데 4번째로 기록， 

되고 있으나 중국 국민1인당 종이소비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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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에 달해 1988년도 세계의 평균1인당 종이 

소비 수준인 44kg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000년대까지 수목지역을 전 

국토의 12%에서 20%로 늘려 나갈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계획의 달성을 위해 중국 

임업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며 

펄프와 종이산업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National statistical Bureau（국립 통계 

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종이산업은 90년 

대에 4一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19一20백만미터 톤의 종이와 

판지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생분해성 PET개발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생분해 처리가 가 

능한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000ft/min속도로 두께 3mil를 

저온에서 압출할 수 있는 새로운 PET가 개 

발되 었다.

표1과 2는 3종류 PETCMelt Index가 7dg/ 

min과 20dg/min인 기존PET와 Melt Index가 

35dg/min인 새로운 PET）의 점도 전단 응력 

을 445咸F와 6001成F에서 비교한 것이다.

저온PET의 물성

용해지수 35 dg/min
밀 도 0.925 g/cm3
파손온도 <-18

0 °F
장 력 1200 psi

8.3 MPa
파손장력 1100 psi

7.6 MPa
신장도 350

표 1. 전단응력（S7）

표 2. 전단응력（S7）

□ 일본의 캔 시장

일본의 주요 캔 제조회사

회 사 명
스 틸

（백

알루미늄 

만）

Toyo Seikan 10,600 1,460
Daiwa Can 4,280 1,660
Hokkai Can 1,860 310
Honshu Can 560
Shikoku Can 370
Mitsubishi Materi기 1,710
Showa Aluminum 1,150
합 계 17,670 6,290
비 율 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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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일본의 캔 출하량

식품 一9.7% 

생선, 과일, 채소, 

육류, 낙농식품, 

기타 2,460

비식품 一1.4% 
페인트, 접착제, 

오일 기타 380

음료 -88.9%

커피, 차, 맥주, 탄산드링크, 

과일음료, 스포츠음료, 꿀, 

정종, 와인 22,650 （백만）

□ 종류별 다층플라스틱

필름의 가스차단성〈표 참조〉

온도 : 27± 2。& 습도 : 65± 2%

투과성P ・ cm： • mm.（둔켄）—xio】。
* cm ・ sec ・ cmHg

（permeability）

□ 리토르트 파우치의 소비증대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유럽지역에서의 

냉전종식열기로 미국의 1회용 군사식품 포 

장용 리토르트 파우치 생산이 활황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후

派 8—10시간 경과후 측정

폴리머 필름

투

n2
과 성, P

CO.
1. LDPE/BA/NYLON/BA/LDPE（820 * 0.5 0.9
2. HDPE/BA/LDPE/BA/HDPE/BA/LDPE/BA/Primacor（92|d） * 0.9 1.8
3. LLPE/BA/NYLON/BA/Primacor （lOOp） 0.6 22 7.7
4. Pigmented LLDPE/BA/NYLON/BA/Primacor（90|d） 0.1 0.8 1.7
5. LDPE/BA/NYLON/BA/LLDPE（80p） 9.8 35.3 100.3
6. LDPE/BA/NYLON/Primacor/PE liner（270|j） 14.2 44.0 102.0
7. LDPE/BA/NYLON/BA/Primacor/PE liner （110|i） 02 0.6 1.7
8. LDPE/BA/NYLON/BA/LDPE（65|d） 0.1 0.4 2.1
9. PET/Print/PE/Ionomer（ 110|i） 0.5 3.8 10.1

10. PET/Print/LDPE/Al/Ionomer（90p） * *

11. PET/Print/LDPE/Al/Ionomer（ 100p） * * *

12. PET/Print/PE（50|i） 0.3 1.4 5.3
13. PET/Print/PE（50|j） 0.2 0.9 5.0
14. PET/Print/LDPE/Al/LDPE（80|i） * * *

15. PET/Print/PE/Al/PE（100|Li） * * *

16. Glassine Paper/PE/Al/PE（llOpi） * * *

17. Glassine Paper/PE/Al/PE （110g） * * *

18. PET/Print/PE/AL/Pe（100p） * * *

19. PET/BA/Cast PP（75|i） 0.5 1.3 33.0
20. BOPP/Met PET/PE（80|i） * * *

21. PET/Met PET/P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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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70,000여명의 병력과 수천의 재향 

군인들이 페르시아만지역에 파병됨으로써 

식품제조업 자와 포장업 체들은 MRECMeal 

Ready to Eat）와 조미료, 스푼, 캔디, 드링크 

류와 같은 내용물의 복합포장에 필요한 리 

토르트 파우치의 수요 증가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주요 군수식품 공급업 체인 Central 

States Co•는 지 난 한해동안 MRE를 37백 만개 

생산, 금년도에는 25백만개로 절감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전쟁기간동안의 수요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의 

다른 군수식품 포장공급업 체 인 Reynold Me

tal co., American National can co., Laminating 

& Coating Corp, Jefferson Somurfit co.들도 

이 수요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 습기 측정 카드 개발

전자부품과 컴퓨터 주변장치관련 제조업 

자 및 포장업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습기의 침투 방지를 위해 잠재적인 습기상

태를 알려주어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SMD —Humitector”카드가 개발되었 

다. Humidial Corporation이 선보인이 습기 

측정카드는 카드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로 

습기정도를 알 수 있다.

10%. 20%, 30%, 40%의 습기레벨로 분류 

되어 있는 이카드를 제품의 습기차단부분에 

놓으므로써 사용자에게 제품이 어느정도의 

습기에 노출되었는지 알수있도록 한다. 이 

카드는 제조나 보관시 습기에 노출되어 품 

질에 손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소비자 전기제품, 전자기기 등의 사 

용에 적합하다.

□ Dupont사의 어패류 포장용 Surlyn

어패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Dupont사는 

Surlyn ionomer수지의 진공 스킨 포장을 선 

보였다. 냉동어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이 

Surlyn은 적외선 열을 빨리 흡수하여 내용 

물을 손상없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외 

형을 최고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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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 발행일 口 자료명 및 내용

'90. 12 novum

— 영국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George Underwood의 작품세계

- 독일연방철도국의 기차 및 역사등의 CI작업

- 독일의 그래픽 디자이너 Henes Main6r의 작품소개

- 영국의 그래픽 디자인 동향

-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트의 최신 기술 및 응용

'90. 11 Ufficostile

- 사웅 파울로시에 위치한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도서관 건축

— 유럽의 사무용품 전문전 Grand Sicob ‘90 개최동향

'91. 1 domus

- 이탈리아 공공시가지의 포스터작품경향

- 뉴욕 도시계획의 새로운 구상

'91. 1 商店建築

- 요꼬하마시 가나까와현에 위치한 Bellini Hill 갤러리의 건물 특색

- 상업용 빌딩 Nesus-III, Solaris의 건축미와 디자인

'91. 1 Fusion Planning(FP)

- 일본의 유명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제품디자인을 위한 신기준

- 산업기기의 디자인과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 교육용기기의 디자인 필요조건

- 21세기의 이상형 도시건설계획

- 이탈리아 가구 디자인의 최신 경향

'90. 12 Auto & Design

— 최신 자동차 스타일 개발을 시도하기위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유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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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口 자료명 및 내용

제조업체들의 디자인 연구

— 미국 GM사의 최신 자동차 개발전략

~ 프랑스에서 1991년도 올해의 차로 선정된 Renault clio, Nissan Primera의 

성능, 구조 및 디자인 개선

- 캘리포니아 지역 소비자들의 라운드형 자동차 선호경향

- 유럽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3세대 승용차 Audi 100

‘91. 1 Asian Sources Electronics

-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소형 전자계산기의 신모델과 사용 

범위의 확대경향

- 대형스크린 TV의 디자인개발과 소비자 선호경향

-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의 첨가로 소비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휴대용 라디오 

제조업체들의 동향

- 35mm 카메라 수요증가와 고기술기능 첨가

- 고기술 저가격 최신디자인의 소형 콤포넌트시스템

'91. 1 JET

- 영국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일본의 전자제품

- Hi—Vision을 위한 TV산업의 미래동향

- 소형두께의 고기술 축적을 요하는 휴대용 CD플레이어의 디자인 개발

'91. 1 Design Journal

- 국가별 특집 : 이탈리아의 그래픽, 인테리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 풍부한 상상력과 부단한 조형실험이 일구어낸 그래픽의 압권 Paolo Guido- 

tti

- 유희적 선과 파스텔조의 색채를 보여주는 이탈리아 그래픽 디자이너 Guido 

Scarabottole

— 포토유토피아를 향한 새로운 이미지 창조를 하는 Occhio Mag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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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口 자료명 및 내용

'91. 2 Asian Sources Gift & Home Products

— 유리잔 제조의 자동화와 포장향상으로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제조업체 동향

- 세탁기의 향상된 모델 개선과 기술적 승리

- 신모델 신기술의 적용으로 동지역에서 빠른 생산 증가를 보이는 에어콘 

산업

- 잠재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첨가한 선물용품 셋트

- 동남아시아 지역 7개국 38개회사의 학용품 생산 관련 R&D 및 가격경쟁

- 컴퓨터 주변용품의 저가격 모델 개발 동향

‘91. 2 Fashion Accessories

一 고유의 스타일과 기술개발로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는 쇼울

- 남성용 샌달의 디자인 개선

- 대만의 중국에 대한 소비상품생산 투자 전략

‘90. 10/11 Packaging India

- 가공식품의 유연포장재료연구

- 과일 수출포장의 가이드라인

‘90. 11 Good Packaging Magazine

— Tear—tape—strip을 사용한 변조방지 기능성 포장

— Western Kraft Paper Group의 캘리포니아 박스 공장 설비 및 규모

— 자재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과류 생산업 체 Pepperidge Farm Inc 

소개

- Tolas labeling사가 개발한 분당 280 가공속도의 새로운 PS 라벨러

- 전자제품의 습기정도를 나타내는 SMD Humitector 개발

- 스낵포장용 3층필름을 대체한 LLDPE/LDPE 2층 포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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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口 자료명 및 내용

'90. 11/12 Journal of Packaging Technology

- 용액충전기의 새로운 개발 경향

一 접착과 인쇄향상을 위한 Polyolefin 포장재료의 전자표면처리

- 고품질 변조방지 PVC tubing

- Duponl사의 생선류 포장용 Surlyn개발

— '90년대의 새로운 Vinyl Polymers 개발 동향

‘90. 9/10 Glass machinery plants & accessories

- 영국 유리제조업 협회가 시도한 유리재활용 로고

- 소련 유리산업의 기술적, 화학적 재료 개발 동향

- '90, '91 년도 세계각국의 유리소비경향

- 지난해 10월 서독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Glas Tec ‘90 전시동정

'90. 12

- 가압포장기술의 전개 및 신포장 사례연구

‘91. 1 Big Pack

-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 유럽의 전기제품, 섬유, 자동차 부품의 포장현황과 미래동향

— 기술혁신을 요구하는 간편식품의 새로운 동향

一 환경보존 및 省資源 포장사례 연구

— 보존 및 가공식품의 사용기간 표시 문제

'91. 1 Packpia

- 21세기 식품포장의 전망

- 포장폐기물 문제의 대책과 방향

一 기능성 포장재의 최근동향과 기술전개방향

- 포장강도 설계 연구 및 평가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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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口 자료명 및 내용

: 식품포장의 특징, 포장재료의 종류 형태별 고찰

- 위험물의 용기포장 사례 : 물류포장

- 상품기획 : 새로운 포장전략

- 식품포장실무:포장기술자의 역할 분담

- 식품포장용 필름의 포장기계 적성

'91. 1 Tappi Journal

- 종이재료의 제품운송역할 증대를 위한 현대기술

- 충격완화용 크래프트지의 화학적, 물리적 수행력

'91. 1 Package Design

- 일본의 지역별 상품포장디자인 사례

- 일본의 지역산업 CI전략

—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 특산품 포장

- 미국의 POP산업 급성장 : 시장규모 일본의 14배

- 유럽지역 주요국가들의 음료포장 신경향

- 교통구조의 변혁과 지역산품

‘91. 1 Packaging News

— Cocacola사의 재활용 PET를 위한 라벨개선

- 가공치즈포장을 위한 다색 라벨

- 일본 Tokyo Pack ‘90 전시품 개발 동향

'91. 1 Packaging Digest

- Pepsi Cola사의 재활용 PET 용기

- Gable Top 음료 포장용기 선호확대

- P&G사의 재활용 포장 사례연구

-18-



□ Urban Sculpture of 50 Cities in USA（日本,誠文黨新光社）

다양한 예술적요인이 작용하는 미국 대도시들의 공공 조각품들의 패션감각과 콘크리트, 

유리재료의 기능적인 건축디자인양식 등 현재 일반인들에게서 요구되는 도시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

Guide to Desktop Publishing in Business（美國，Business Information Graphics, Inc.）

□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의 데스크 탑 시스템을 응용한 전자 ・ 옵셑

• 레이져 인쇄 기능 및 사용법 등 소개

Chapter 1 : Essential—What is Desktop Publishing? Hard • Soft ware

Chapter 2 : Layout & Typography—Organizing Documents, Typography, Design Elecments, 

Graphy, Color, Columns and Girds

Chapter 3 : Graphic Arts Production—Getting Ready for Printing, Electronic Printing, Offset 

Lithography

Chapter 4 : Paper—Papermaking, Paper Basics, Paper Selection, Paper Samples

Chapter 5 : Desktop Presentations

□ Greeting Cards（日本,^*^7 < '力7社）

편지와는 달리 Greeting Card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어떤 종류의 트릭은 메세지전달의 효과를 내며 받는 사 

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디자이너의 새로운 아이디어, 재료, 기법 

등을 소개

□ How to Display（日本，夕弓7彳夕社）

다양한 산업구조속에서 디스플레이의 의미는 전시 및 쇼 등에서 자주사용 

되고 있다. 상업적인 의미 뿐만이 아니라 문화 • 예술측면에서의 디스플레이 

역시 중요하다.

공간예술의 하나로 디자이너들의 창조성이 크게 돋보이는 디스플레이의 역 

활과 기능들을 소개

□ The 8th Art Directors Annual & 3rd International Exhibition（美國，ADC Publications Inc） 

광고, 진흥, 편집, 그래픽,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TV와 필름 둥 미국과 

세계각국에서 발표된 각종 디자인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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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一

• Looking at things（344컽）

- 시각적 측면의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의 건물, 공장, 주택 등의 건축과 가구의 실 

용적인 창조방법

• The artists looks at life（244컽）

- 시, 음악, 춤, 동물, 자연 등 어린이에게 관계있는 예술적 측면의 과거와 현재, 일 

러스트레이션 표현의 예

• Ideas & Designs a study of applid art in School（265컽）

- 5세부터 디자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아이디어 창조방법

• Work in plastics（155컽）

- acrylic plastics의 가공과 밀링

- 비디오 테이프 一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1편 기업디자인（50분）

- 새모델에 사운을 건다.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2편 디자인 전문회人｝（50분）

- 멋과 성능을 냅니다.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3편 디자인 교육（50분）

- 기술, 예술, 학문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4편 스포츠산업（50분）

- 또 하나의 올림픽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5편 전시와 상술（50분）

•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6편 한국디자인점검（50분）

- 아름다움에의 도전

• 한국의 공예품（25분）

- 갓 - 은장도 - 나전칠기 - 죽세공예 등 공예품에 깃든 한국인의 장인 정신

• 한국의 토산품（25분）

- 인삼 - 화문석 - 실크 - 한산모시 - 창호지등 토산품 제작 과정과 제품의 우수성

• 광고를 아십니까 ?（60분）

- 한편의 광고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외국과 비교, 광고와 문화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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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용역회사 소개 ( I )

본호부터 해외의 디자인 용역회사를 10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O CG M Packaging Design Group—영국, 1980년 설립 —

: 포장디자인 전문 업체

• 주소 : 218 Regency Court, Uppper 5th St, Central Milton Keyne England

曾 098 690078

• 대표자 : Stephen Morgan

• 종업원수 : 35명

• 취급분야 :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시스템을 통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 

팔레타이징 • 유통분석, POS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CAD/CAM장비, 샘플제작 및 포장 시험장비

• 년간 30〜60 프로젝트개발

• 고객 명 : Nestle, United Biscuits, General Mills, Glaxo

• Portfolio

O Nexus Designs Pty Ltd.—호주, 196기년 설립一

• 주소 : 264 Part st. South Melbourne, Victoria 3205 播（03）6902277

• 대표자 : Mr. Harley Anstee（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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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수: 17명

• 취급분야 :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디자인(Tourism, Commercial Officies, Govenment, 

Private home, 일반주거지역), 그래픽 디자인, 패케이징, 제품디자인 개발분석

• 연간 50프로젝트 개발

A. Concept Stage

1. Client meeting & brief 2. Site meeting & Survey

3. Liaison with management, Consultants and authorities.

4. Sketch Plans, Sample boards Elevations & Prospectives.

B. 시간당 비용

1. Principals $ 145 2. Associates $ 125

3. Senior Designers $85 4. Designers $65

5. Assistant Designers $45

• 고객 명 : Telecom Australia, Johnson Tiles Australia Ltd. Sebel Furniture Ltd, Sheridan

Textiles, BHP Sheet & Coil

• Portfolio

O Uno Product Design—영국, 1984년 설립一

• 주소 : 63 Endell st. London, WC2H, 9AJ, England 価 01-379-5124

• 대표자 : Uri Friedlander

• 종업원수：3

• 취급분야 : 의료시험기기 제품디자인, 유아용제품의 디자인, 전자제품 디자인

• 년간 8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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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명 : Amersham International Plc, Denley Instruments Ltd. Quatro Biosystems Ltd, 

Shandon Scientfic Ltd.

• Portfolio

O Frog Design —미국, 1969년 설립 —

• 주소 : 4600 Bohannon Dr. suite 101 Menlo Park CA94025 U.SA ®（415）328 - 3764

• 대표자 : Hartmut Esslinger

• 종업원수 : 56명

• 취급분야 :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 주요고객 명 : Apple computer, At & T Eastman Kodak, General Electric, Motorola, Pola

roid, Procter & Gamble

• Portf이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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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주최 전시회 및 교육안내

■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

산업디자인의 연구 • 개발을 장려하고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로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규정(대통령령 저】8249 

호) 제15조에 의거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를 개최합니다.

1. 전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1991년 5월 10일~5월 24일15일간

나. 장 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2. 출품자격

제한없음(단, 합작일 경우 2인이내의 공동 출품만 인정)

3. 출품부문

가. 제1부 : 시각디자인 부문

- 광고디자인 : 신문, 잡지광고, 포스터등 인쇄매체와 구매시점(POP)광고

- 출판디자인 : 카탈로그, 팜플렛 서적 등의 표지 및 레이아웃

- 포장디자인 :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둥

- 타이포그래피디자인:문자개발을 위한 타이포디자인

- 기업디자인 : 기업, 상품 이미지 통합계획(CIP, BI)

- 일러스트레이션 :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와 카렌다, 카탈로그 둥의 시각매체

나. 제2부 : 산업공예부문

o 양산방식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예품

— 생활 및 사무용품

— 신변 장식용품

다. 제3부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O 제품디자인

— 소비자제품디자인: 가전제품, 주방용품, 레져용품, 완구, 가구 등

- 공공용/상업용제품디자인 : 사무기, 의료기, 통신기, 계측기, 서비스 기기둥

- 산업장비디자인 : 공작기계, 농업/광산기겨】, 수산기계, 섬유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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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설비디자인: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등

O 환경디자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창조적인 기획물

- 공공환경 설비물（스티리트 퍼니쳐둥）

- 옥내외 환경설비물（사인체계, 슈퍼 그래픽 등）

라. 초대/추천작가 부문: 초대/추천작가에 한함.

4. 출품제한

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한 작품

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

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식품

라. 요강에 명시된 제작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5. 출품절차

가. 출품원서 배포처 : 한국지아니포장센터

나• 배포기간 : '91. 3. 26부터

다. 작품접수 : '91. 4. 2〜4. 3（2일간, 각 부문 구분없음）

라. 작품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마. 출 품 료 : 작품 1종당 20,000원

6. 작품심사

가. 심사기구 : 관계기관과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 부문별 제작요령의 내용을 엄격히 적용함.

다. 심사발표 : '91 년 4월 13일（개인별 통지）

7. 전시작품

가. 입/특선 및 입상작품

나. 심사위원 및 초대/추천작가 작품

다.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및 제품

8. 시 상

가. 일 시 : 1991년 5월 10일（금）

나. 장 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9. 문 의 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 전시과

전 화 : 742 - 2562/3, 745- 7249 FAX : 745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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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

1. 선정목적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하여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고취

- 상품의 디자인 개발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

-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임

-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선정 대상품목

전기 ・ 전자, 주택설비, 레져스포츠 ・ 취미용품, 사무기기（문구）, 완구 및 아동용구, 일용품, 

운송기기, 산업기계, 정보통신기기, 교육용품, 의료기기, 기타

3. 심사기준

가. 외관 :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며 독창성이 

있는가?

나. 기능 :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성, 사용상의 편리성 및 유지관리상의 용이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가?

다. 품질 : 적절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해당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충족시키는가?

라. 안전성 : 사용시 사용자에게 유해가 없는가 ?

마. 기타 : 대량생산에 적합하며 가격이 합리적인가?

4.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접수기간 : '91. 3. 25（월）〜27（수）

• 하반기 접수기간 : '91. 8. 26（월）〜28（수）

5. 선정품의 특전

가. GD마크의 사용 : 선정된 상품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표임을 표시하는 GD마크를 한 

국디자인포장센터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선정집 제작배포 : 선정품의 카다로그를 제작 국내외에 배포함

다. 선정품 전시 : 선정품은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제 및 선정품의 홍보를 위하여 한국지 

아니포장센터에서 일정기간 전시를 함

라. 소비자 교육 : GD마크제와 선정품의 홍보를 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6.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전시과

전화 : 745 - 7249, 742 ~ 2562/3 Fax : 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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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서울 국제 포장 기자재전 ■

Seoul Pack은 '85년 최초 개최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어 ‘89년에 이어 '91 년에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호 비교 전시를 통한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제고등 우리나라 

포장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아직은 전시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산업의 

발전과 함께 포장산업도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됩니다.

동전시회가 포장산업의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시기간 : '91. 4. 23（화）〜4. 27（토） :（5일간） 10 ： 00~18 : 00

- 준비 : '91. 4. 19（금）〜4. 22（월） :（4일간）09 : 00〜20 : 00

- 철거 : 4. 28（일）〜4. 29（월） :（2일간）09 : 00〜20 ： 00

2•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1, 2, 3시 7,776m2

3• 목 적 : 一 포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배가 촉진

— 상호 비교전시를 통한 신소재 또는 신제품 개발유도

- 포장기술향상 및 포장의 적정화 촉진

- 포장 기계화 촉진으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

- 상품의 품위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증진

- 물적유통이 합리화로 상품의 원가절감

- 국내포장산업의 활성화 유도

4. 주최 • 후원 • 협찬기관

- 주최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 후원 : 상공부, 한국방송공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협찬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홍공단, 한국무역대 리점 협회

5. 참가대상품목

- 포장재료 및 용기一포장기계 및 부품一포장재료 가공기기一

- 물류관련기자재一기타관련기기一

6. 문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전시과 宣745—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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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응용디자인 교육 ■

1. 교육일시

'91 년 4월 15일一6월 14일（90주） 매일 15： 00T8： 00

교육과정 금 액 시 간 4 월 5 월 6 월

기초교육 

전자출판 

3D 그래픽

200,000

170,000

250,000

15 : 00-18 : 00

15 ： 00-18 : 00

15 : 00-18 : 00

15 ——-3

6—17

20- ―14

2. 참가대상 : 실무디자이너, 컴퓨터 관련업무종사자, 학생, 기타

3. 할인대상 : 20%

가. 상반기교육 9주 전과정 또는 하반기교육（9월 9일一11월 8일） 9주 전과정 신청자

나. 등록디자이너 , 포장관리사, 디자인포장정보제공회원 （사）

다. 1개업체 3명이상 신청시

4• 장 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충 컴퓨터 교육장

5. 교육인원 : 과정별 10명이내

6. 문 의 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 교육연수과 전화 : 742-2562/3

— 교육일정 一

일 자 분 과 목 명 교 육 내 용

4. 15 50 개 강

120 컴퓨터 개론 컴퓨터그래픽 개요

컴퓨터그래픽 필요성 및 향후동향

4. 16 180 MAC

INTRODUCTION

매킨토시 시스템 개요 

시스템 인스톨, 오퍼레이팅 

데스크탑인터페이스, 입력 및 수정

4. 17 180 면을 중신으로한 2D 

컴퓨터그래픽 （Pix시 Paint）

시스템특징 및 요구사항 

도구설명 및 실습

4. 18 180 패턴제작, 형태변경, 제반메뉴의 활용법

4. 19 180 웅용기법 및 작품해설

4. 20 180 실습

4. 23 180 선을 중신으로한 2D

컴퓨터 그래픽 （Adbe Illustrator）

시스템특징 및 요구사항 

도구설명 및 실습

4. 24 180 메뉴설명 및 기본도구사용

패턴디자인, 로고디자인 및 제반활용법

4. 25 180 응용기법 및 작품해설

4. 26 180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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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부 과 목 명 교 육 내 용

4. 29

4. 30

5. 1

5. 2

5. 3

180

180

180

180

180

작품제작

5. 6 180 전자출판 (DTP) 컴퓨터 출판시스템의 정의 및 범위 

컴퓨터와 편집디자인의 역할

5. 7 180 DTP 발전과정 및 개선점

DTP 시스템의 한글, 영문 서체지원

- 텍스트 특성(폰트, 크기, 서체)

5. 8 180 매킨토시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 화상/문자 통합편집

- 레이아웃 및 인쇄, 편집기획

5. 9 180 NISUS 시스템해설 및 특징

- 도구설명 및 제반메뉴의 활용

5. 10 180 텍스트검색 및 대치

— 수정 및 편집, 어휘록 활용방법

- 그래픽 작업

5. 13 50 Quark XPRESS 시스템 해설 및 특징 

一 도구설명 및 제반메뉴위 활용

120 화일 및 편집작업, 레이아웃 

텍스트에 관한 스타일메뉴

5. 14 그림에 관한 스타일메뉴

- 칼라, 음영, 음화, 포스터화, 웅용

5. 15 180 DTP 실사례연구

- DTP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레이아웃

5. 16

5. 17

180

180

매킨토시를 이용한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제작과정 응용 및 편집

5. 20 180 컴퓨터 개론 3D컴퓨터그래픽 개론 및 향후전망 

컴퓨터그래픽 시스템 구성 및 특징

5. 22 180 Swivel 3D 시스템특징 및 요구사항, 도형작성

5. 23 180 FILE, EDIT, WORLD, RENDER, OBJECT

5. 24 180 도형제작, 저장, 수정, 출력, 예제해설, 작성

5. 27 180 실습

5. 28 180 Strata Vision 3D 시스템특징 및 해설, 도구설명

5. 29 180 메뉴설명 : FILE, EDIT, ATTRIBUTES 

WINDOW, OPTIONS

5. 30 180 응용기법 및 작품해설, 도구설명

5. 31 180 실습

6. 3 180 Design Dimension 시스템특징 및 해설, 도구설명

6. 4 180 메뉴설명 : FILE, EDIT, SPECIAL, LIBRARY

6. 5 180 3D 디자인구성, 도형작성, 명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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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부 과 목 명 교 육 내 용

6. 7 180 응용기법 및 실습

6. 10 180 Animation Animation 효과 및 개념

6. 11 180 Animation 제 작/수정/문장추가/특수효과

6. 12 180 작품제작 실습 및 작품제작

6. 13 180

6. 14 180 평가 및 수료식

* Adobe II니strator

각종 형태의 서체 및 로고디자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종 Ef- 

fect기능이 있으며, Postscript의 출력용 언어로 다양한 출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Pixel Paint
1,600만가지의 칼라를 이용하여 각종 형태의 시안을 제작하여 다양한 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표현력을 최상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출력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제작을 

필요로 하는 시안 작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NISUS
각종문서, 보고서, 제안서, 교재등을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능을 갖추어 문서편집에 적합하며 

각종 양식제작에 풍부한 표현력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그래픽 워드프로세서로 텍스트와 

그래픽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편집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 Quark XPRESS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한 페이지 내에서 종, 횡서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체 및 변형서체 제공 및 자간과 행간의 자유로운 조절 및 기타 특수기능에 

의한 완벽한 출판물 제작이 가능하다.

* Swiv이 3D
화면 분할 기능으로 제품의 형태를 디자인 하고 각종 렌더링 및 칼라변형 기타 특수효과를 

지원함으로 위치 관점에 대한 제품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 Object 편집이 가능하고 애니메이션 

기능의 자체보유로 제품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Dimension
제품의 모형을 제작하지 않고 특성 및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3D디자인 기능이 우수하며, 

디자인 한계를 제품에 국한 시키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표현 영역이 제한이 

없는 3D 소프트웨어이다.

* Strata Vision 3D
CAD 및 3차원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모델링 및 렌더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 및 형태, 기능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표현을 완벽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어 표현영역에 거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이다.

* Animation
광고제작시 스토리보드의 제작, 검토,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의 공정을 컴퓨터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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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 APF회의 안내

1. 18차 APF 회의

— 일시 및 장소 : 1991 년 9. 26—28, 싱가폴(Packaging Council of Singapore)

2. 주제 : “Competitive food packaging and processing in the 1990s”

1) 식품포장 : 포장재 기술의 새로운 경향, 포장경제학

2)식품가공 : 식품가공설비의 현대화, 위생, 자동화

— 조직 :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 주최 : The Packaging Council of Singapore

— 후원 : The Asian Pa아caging Federation

— 문의 : Il Dhoby Ghant, # 15—09 Cathay Building

Singapore 0922, ®(65)338 4747

□ GATF(Graphic Arts Te사】nical Foundation) Program II

—Advanced Printing Process —

—일시 및 장소一

1) 1991년 3. 18—22(피츠버그)

2)1991년 7. 22-26(캘리포니아)

一 내용一

• Lithographic printing process

• Sheefted press creation and problems

• Web operation, image assembly(film & paper)

• Paper & ink problems, color reproduction

□ International Industial Design Conference & Exhibition

말레이지아에서 국제 산업디자인 회의 및 전시회가 '91 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이벤트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최근 제품디자인이 전시되며 회의주제는 21 

세기의 디자인 경향, 국제시장에서의 디자인제품, 제품디자인과 경영, 새로운 제품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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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디자인 교육과 혁신, 효과적인 포장디자인, 아세안지역의 산업디자인의 경향, '91 년 

10월 개최되는 ICSID총회 등이며 말레이지아의 디자인 용역업체 및 제조업체와의 상호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 문의 :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ysia（SIRIM） PO Box 35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ZGRAF6 ‘91

유고의 Zagraf에서는 ‘91 년 9월에 국제그래픽 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전시회인 ZGRAF6 

'91（매3년）가 6회째를 맞이하여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제17차 ]:CSID 총회（유고, 리불리아나 

개최）와 같은 기간에 개최되며, 세계 각지역의 디자이너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유럽의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분야의 양상등 현재 요구되는 새로운 기법둥을 

다룬다.

— 문의 : Starcevicev trg 6 41000 Zagraf—Yugoslavia W38/41/432 — 270

□ CREATIVE PACKAGNG

제품마케팅관련 전공자 및 경영인들이 참가하여 제품 포장디자인의 새로운 전략과 포 

장문제를 다루는 전시회인 “Creative Packaging” 이 영국포장협회 후원으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NEC Birmingham에서 개최된다.

— 문의 : Newcastle upon—Tyne X, NE85 3DD England ®44（0）91 416—4570

□ 종합품목 口

• 코스타리카 국제박람회 （FERCOR/Int'l Fair of Costarica）

1） '91. 2（격년） 2）코스타리카（산호세, Barreal Heredia）

3）건설분야, 금속 식품산업, 일반소비용품

4）미 개척시장이며 진출 유망 지역인 중미시장의 교역증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 

박람회로서 자동차 및 공구기계류 분야의 상담이 활발

• 로마 국제 무역 박람회 （Rome Int'l Trade Fair）

1） '91. 5. 23 — 27（매년） 2）이태리（로마, 박람회장）

주 : 1） 기간（주기） 2） 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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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품목

4）이태리 최대의 종합박람회 국내 1583, 국외 235업체 참가

□ 완구 및 선물용품 口

• 마드리드 유럽무역 박람회（Eurocomercio/Europe ； n Trade Fair）

1）'91. 3（격년） 2）스페인（마드리드, Palacio de Exposiciones）

3）완구, 인형, 게임용구, 학용품 등 아동용품 전반

4）EC 제국들이 주로 참가하는 선물용품 전문전

• 바덴 선물 및 기념품 박람회（PRASENTA）

1） ‘91. 4（매년） 2）오스트리아（바덴, Fachmessezentrum Ost）

3）광고 수공예품, 기념품, 문방구류 필수품 4）국내생산, 도매상 및 외국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소개, 반응파악, 수주를 위한 전문 박람회

• 비엔나 춘계 소비재 박람회 （Vienna Fair Spring）

1） '91. 3（매년） 2）오스트리아（비엔나, Messegelande）

3）선물용품, 모조장신구, 악세서리, 게임용구, 실내장식품 공예품등

4）200,000여명의 일반인이 참가

□ 가 구 口

• 비 엔나 국제 실내 장식 및 가구 박람회 （Wiener Interior/Int，1 Fair for Interior Design Furni

ture）

1） '91. 3. 16—24（매년） 2）오스트리아（비엔나）

3）가구, 실내장식, 악세서리, 조명, 가정직물품, 탁자

4）일반인에게 공개, 출품업체는 410개사, 3,000여 일반관람객 참관

• 몬트리올 가구 박람회 （M.F.M/Montreal Furniture Market）

1） '91. 6（매년） 2）캐나다（몬트리올, Place Bonaventure Palais）

3）주택용가구, 램프, 악세서리 4）무역업자에게 공개, 출품업체 300개사, 캐나다 

최대의 가구 전문전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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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플라스틱 口

부다페스트 국제플라스틱 및 고무박람회 （HUNGAROPLAST/Int'lE가libition of Plastics and 

Rubber Industry）

1 ） '91. 4. 9—12（격년） 2）헝가리（부다페스트）

3 ）가소성 물질 생산품 및 처리과정, 플라스틱과 고무산업의 공작기계

4）출품업체 : 78개사

• 밀란 국제 플라스틱 고무박람회 （Plast/Int'l Plastic and Rubber Exhibition）

1） '91. 5. 6-11（격년） 2）이태리（밀란）

3）이태리 최대의 플라스틱 • 고무산업 전문전

• 에센 국제 탄성고무 박람회（Int'l Cocoutchouc Meeting with Trade Exhibition）

1） '91. 6. 24—27（격년） 2）서독（에센）

3）관련학술회의도 병행 개최되는 고무관련산업전

□ 전 자 口

• 브뤼 셀 전기전자 박람회 （Exhibition on Electricity, Electronics, Robotics & Subcontraction 

& Maintenance of Electric System）

1） ‘91. 5（격년） 2）벨기에（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3）전기 - 전자용품 4）무역업자만 공개, 89년 5월 최초 개최되어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자산업 전문전

• 북경국제 전자종합 박람회（Int'l Exhibition on Electronics Components, Assemblies and 

Production）

1） ‘91. 5（격년） 2）중국（북경, China Infl Exhibition Center）

3）산업용 로보트, 전자기기, 전자장치를 위한 장비 및 기술

4）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에서 후원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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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a차인 효창청立 회원巾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 복사서비스

•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 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M）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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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디자인 포장시찰단 뙤

우리센터는 선진각국의 디자인 - 포장산업의 동향 및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1년 

유럽디자인-포장시찰단을 모집 • 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명칭

*91 유럽디자인 ■ 포장시찰단

2. 기간

'91. 5. 26〜6.4（9박 10일）

3. 참가비

2,290,000원（왕복항공료, 숙박비（2인 1 실）, 식 

비, 현지교통비, 공항세, 보험료에 해당되며 여권 

미소지자는 여권 수속비 추가 부담함）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 제출과 참가 예약금 납부

（참가 예약금은 300,000원이며 취소시 반환되 

지 않음）

5. 신청마감

'91. 4. 27（토）까지（단, 성원이 되면 기한전 

마감

6. 신청 및 문의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전화 : 02）744 — 0226
FAX ： 02）745-5519

일정표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제 1 일차 

5/26（ 일）

서 울

파 리

KE 901
전용버스

12
18

40
19

서울출발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도착

제 2 일차 

5/27（월）

I파 리

로 마

전용버스 

AZ333
09
16
18

00
40
40

파리시내 명소견학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출발

로마공항 도착

제 3 일차 

5/28（ 화）

로 마 전용버스 09
17

00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종합품목 전시

제 4 일차 

5/29（ 수）

로 마 전용버스 09
17

00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제 5 일차 

5/30（ 목）

로 마 

밀라노

AZ084 10
11
18

00
05
00

로마출발

밀라노 도착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제 6 일차 

5/31 （금）

밀라노 

뒤 셀돌프

전용버스

AZ 448
09
19
21

00
50
15

밀라노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밀라노 공항출발

뒤셀돌프 도착

제 7 일차

6/ 1 （토）

뒤셀돌프 전용버스 09
17

00
00

PAPR0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포장재료 및 보조재료, 

포장디자인 포장설비 

및 공정설비, 보관 및 

취급설비 등 전시

제 8 일차

6/ 2（일）

뒤 셀돌프 전용버스 09
17

00
00

PAPRO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제 9 일차

6/ 3（월）

뒤 셀돌프 

프랑크 
프르 트

LH121
KE 906

11
12
14

35
20
10

뒤셀돌프 공항 출발

프랑크프르트공항도착 （ 경유）

프랑크프르트 출발

제 10일차

6/ 4（화）

서 울 10 40 서울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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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한 • 일 산업디자인 공동연구 협정체결

한국디자인 포장센터와 大阪디자인 협회

한 • 일 산업디자인 공동연구 협정서가 조인되 

어 양국이 산업디자인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21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조진희 이 

사장과 일본측 대표인 오사카 종합디자인협회 

다나가와 준이찌 상임 이사는 한 • 일 양국 산업 

디자인 공동연구협정서에 조인했다.

이번 협정서 조인으로 양국간 산업디자인 공 

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3월부터 '94년 

4월까지 3개년동안 1차년도는 자료수집 및 조사, 

2차년도는 자료분석 및 데이터화, 3차년도에는 

개발 및 실용화 등 3단계별로 관련전문가를 상 

호교류파견, 연구를 진행한다.

열위에 있는 우리의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고 

독창적 모델 상품개발로 對日시장공략 및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양국의 산업 

디자인 공동연구과제는:

▲ 색채 . 형 . 문양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일양 

국의 특성추출 및 상품화 연구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품의 차이분석 및 

상품화 연구이다.

연구과제별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색채 • 형 • 문양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 • 일 

양국의 특성추출 및 상품화 연구

-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한 - 일 양국의 색채 • 

형，문양 변천, 문화적 배경, 유행주세, 선호 

경 향등을 조사 • 분석한 후 공통점과 차이 점 

발굴

— 이들 제품에 적용, 상품화하여 모방성 탈피를 

유도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품의 차이 분석 및 

상품화 연구

- 아시 아 각지 역 의 생 활용품을 수집 - 조사하여 

디자인특성을 분석

—2—



- 지역별 소비자들의 가치관 - 미적감각을 비교 

하여 특성을 규명

— 한 • 일 양국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추출

一 제품에 적용, 상품화하여 한，일 양국의 아 

시아시장 공동공략과 아울러 일본시장내 에서 

의 아시아 국가간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유 

도

□ 디자인관련정보 국제교류방안 모색

ICSID회의에서

지난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ICSID의 유 

럽지역 회원국들인 오스트리아, 서독, 헝가리, 프 

랑스, 영국, 스페인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ICSID회의에서 세계 각 지역의 디자이너 

들과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의 디자인 정보(DIS, Design Information Sys

tem)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국가별 디자인의 이벤트 및 콘 

테스트, 디자인의 동향, 전세계 회원들의 활동사 

항들을 다국적 언어로 세밀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영국 Design Council의 디자인 관련 정보기술 전 

문가인 Tom Gardner는 진보적인 통신협의체 

(Association of Progressive Communication, APC) 

가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APC의 네트워크는 70개국 10,000여명의 개 

인과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회의에서 바르셀로나와 독일의 스튜트 

가르트 디자인센터가 제품디자인관련 데이 타베 

이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바르셀로나 디자인센터는 유럽단일 시장을 겨냥 

하여 유럽 전지역의 디자이너들과 제조업자들의 

유명제품들에 관한 사항들을 컴팩트 디스크화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의 첫작업으로서 스페인의 

조명디자인 1,000여 종류에 대한 컴팩트 디스크 

화가 거의 완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스튜트가르트 디자인센터도 독일내의 디자인 

과 소형산업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데이타베이스 

의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유럽의 전시산업현황

각종 전시사업 이 국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규모면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전시디자이너들 

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2차, 3차산업이 발달해 있는 영국을 비 

롯한 유럽각국에서는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우 

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시회개최가 자기나라 

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남기고간 여행경비가 자 

국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의 습관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첨단공학과 제조업에 항상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독일은 뒤셀도르프, 쾰른, 하노버, 뮌헨, 함 

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등의 주요도시에 경제 전 

략적인 차원으로 전시센터를 공공자금으로 설립 

하여 세계유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독일 



전시사업 관련자들은 독일에서 전시되는 전시회 

가 세 계전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근접한 국가로서 영 향을 받아 

경쟁하고 있으며 파리 근교에 전시센터를 설립 

하여 국제적인 전시회개최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스페인은 현재 io。여개의 국제전시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외국의 전시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이제 전시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 

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업, 가죽, 섬유 전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 덴마크는 국제적인 가구 

전시, 네덜란드는 헤이그와 암스테르담의 전시 

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지역의 다른국가들의 전 

시사업 수준에 다소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영 

국은 북미와 호주등에 유럽의 관문으로서의 역 

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전시업자들에게 매력 

적인 잠재시장으로 남고 있다.

□ 소형TV 생산추세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 일본의 제조업자들은 현재 소형LCD 컬러 

TV 모델 생산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LCD 

TV가 휴대용 소형TV분야에서 주요품목이 되 

고 있으며 각기다른 다양한 디자인으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컬레，CD TV는 비디오 

모니터로도 자주사용된다.

소형TV는 차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실내에서 사용되는 모델도 무선 리모콘이 장 

착되어 있다. LCD모델에는 active와 passive 

matrix system의 두가지 형 이 있는데 active mat

rix system은 passive matrix system보다 화질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싸고 최신형 모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가격이 비싼이유로 pa

ssive matrix system의 화질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상무성 (MITI, Ministry of Interna

tional Trade and Industry) 에 따르면 기술향상 

에 따른 가겨하락추세로 '90년도에 일본에서 

14백만개(164백만달러)가 생산되었다고 한다.

우수생산업체예 : • Casio Computer— 설립 

년도 1957—종업원수 3,750—1990년도 수입 1, 

962백 만 달러 一 생 산품목 LCD TVs, VCRs, Per

sonal Stereo Cassette Players, Recorders, DAT 

Recorders, Calculators, Personal Information 

Organizers, Electronical Cash Registers, Electro

nical Component.

이 회사는 소형 흑백TV모델을 선보인 이래 

LCD TV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 

며 1985년에는 컬레/CD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자계산기업체로서 LCD기술의 축적으 

로 LCD TVs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신기종인 

TV—9000모델은 무선리모트조작 유니트도 장 

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오디오 • 비디오 분야 

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만 : 대만의 소형TV제조업자들은 한국,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의 5〜6인치 TV제조업자들과 

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비디오카 

셋트 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8〜10인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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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컬러TV 생산을 시도하였다.

국내 소형 TV제조업자들의 종전의 전략은 

기본형 소형 흑백TV를 주종으로 생산하는 것 

이었으나 지난해에 기본형 4,5인치 모델가격이 

최저로 하락됨에 따라 모델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제조업자들은 Picture 

Tube의 국내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CRT 소 

형화면 혹백TV의 공급면에 있어서는 세계최 

대국가임을 확신하고 있다.

대만의 여러업체들은 손으로 쥘 수 있는 최 

소형 LCD모델을 미래의 주요 생산품목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수생산업체예 : • Top Sonic Electronic— 

설립년도 1966—종업원수 300—자본 367,160달 

러一 월별생산 10,000대

타이페이 남쪽 10km지점 Hsintien지역에 공 

장이 있는 Top sonic Electronic사는 지난 4년 

동안 대만에서 흑백소형TV의 주요제조업체가 

되고 있다. 동회사에 따르면 동사에 서 생산되는 

소형TV의 수출이 지난2년전부터 크게 줄어들 

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출고수준은 1987년도 

수준의 거의 절반수준으로서 이와같은 결과는 

지난 2년동안 US달러에 대한 NT달러의 강세로 

평가하고 있다.

대만의 휴대용「/생산사별 현황

회사명 Tele Electronic Poptron Poptron Crown

모델명 HTV-006 PTV-903 PTV-101 CV-600

FOB 가격($) $36-38 — — $118

유통시간 (days) 45-60 30-45 30-45 30-45

최소주문대수 200 200 200 500

OEM 생 산가능 생 산가능 생 산가능 생 산가능

구매자브랜드 생 산가능 — — 1,400

화면크기 (Inches) 4.5 4.5 7 6

편향(각도) 90 90 90 90

스피커크기 (Inches) 3 3.5 3 3

전력 (W) — 0.5 0.5 1

전력공급 120/240VAC 12VDC 12VDC 13.5VDC

부 피 (mnT) 143X120X165 250X153X171 240X215X235 183X132X223

무 게 (kg) 1.82 2.3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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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한달에 약 8,000대의 10인치 휴대 

용 소형 흑백TV를 지난해 말부터 생산하고 

있다. 이 10인치모델인 BTR1000은 검정색의 

외형에 라운드형의 모서리, 극소형의 스위치 

등으로 외형이 특색이 있으며 NTSC, PAL, 

CCIR Version이 가능하고 Power/on • off, tur

ning, VHF Low/VHF High등의 기능을 자동으 

로 할 수 있다.

또다른 제조업체인 Tele Electronics사는 소 

형흑백TV를 12년전부터 생산해오고 있는 회 

사이다. 3년전부터 소형컬러TV를 생산해 왔으 

며 대만에서 소형흑백TV의 최대생산사이다. 

최근 월별생산은 50,000대이상이며 70%가 대 

만에서 제조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제조된다.

이 회사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네덜 

란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태국, 필리핀 등을 오래된 고객으 

로 갖고 있다.

스페인이 현재 이 회사 전체 수출량의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의 단일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금년에는 소련, 체코슬라비아, 폴랜 

드등의 동구유럽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홍콩 : 새로운 휴대용 소형TV의 모델개발이 정 

부의 이해와 자금부족등으로 저조하며 대부분 

의 제조업자들이 과거의 흑백모델 생산에 주 

력하고 있다. 국내의 제조업자들은 고급 휴대용 

소형TV를 제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산가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옮 

기고 있다.

불명확한 미래상황으로 새로운 모델 개발의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 4.5〜10인치 화면의 

PAL, NTSC, SECAM방식의 모델이 생산되며 

전세계적으로 LCD휴대용 소형컬러TV모델이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홍콩의 업자들은 

아직은 기술이 못미치는 형편이다. 동유럽시 

장의 개척으로 저등급제품의 출고가 늘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Hoover사의 진공청소기 “G시axy”

영국의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Hoover사 

는 진공청소기의 가격하락에 따라 타사제품들과 

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Wales지역의 Hoo- 

ver디자인팀과 공동으로 “G시axy”라고 불리우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실린더형 진공청소기를 개발 

하였다.

Hoover공장의 제품개발부장인 Serge Conseel 

씨가 3년간의 연구프로젝트 기간동안 해낸 이 

청소기는 소형 Sensotronic기술과 혁신적인 디자 

인을 시도한 것이다.

이제까지 Hoover공장에서 제조되었던 진공청 

소기는 중• 고(中• 高)가격으로 판매되어졌으 

나, 이 신제품은 타제조업 체 인 AKA, Alfatec, Fakir, 

Siemens, AEG, Philips, Rowenta등에서 제조된 

저가격 모델과의 비교후에 시도된 것으로 특이 

점은 다음과 같다.

• 워트(Wattage) : 750〜 1000watts

• 소음 : 72decibels

• 먼지 주머니 용량 : 51iters

• 무게 :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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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길이 : 5~6meters

• 선택 :다양한 속도조절, 우수한 정제기능, 

먼지주머니용량

Hoover사는 자사에서 생산되는 모든제품들이 

영국의 BEAB（British Electronical Approvals 

Board）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는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BEAB는 BS 3456항목의 수행조건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한 승인） BEAB의 인정 

은 “제품이 상업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 

다”라 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특히 모터 크기가 허락하는 최소의 형태와 반 

투명의 시각적 형태는 현대 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호 스타일에 맞춘것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GD 마크는

우리생활에는 질과 풍요를, 

기업에는 성장을 약속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 

수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가 금년 하반기 

부터 운영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상공부 주관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산업 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시행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에 GD마크를 획득한 

상품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인정 

하게 됩니다.

마크는 디자인포장 진홍법에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 선정제에서 상 

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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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디자인상품

호주 Telecom Payphone Engineer사의 공중무선 

전화기

호주의 디 자인 용역 업 체 인 Form Australia사가 

자국의 Telecom Payphone엔지니어사를 위해 개 

발한 공중무선전화기 , 이 전화기는 대중교통수단 

인 택시나 버스 열차내에서 승객들이 외부에 전 

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것으로서 동전이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Tokyo Gas사의 신형 전자 • 가스렌지

亠 —

국제적으로 부엌용품의 디자인이 패션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일본의 Tokyo Gas사（디자인 

용역 : 일본 OUN）가 유럽지역을 겨냥하여 새로 

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내놓은 신모델 전자레 인지 

및 가스레인지

트로피 카나 탄산쥬스음료의 포장디자인개선

미국의 트로피카나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탄산 

쥬스음료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리용기에 그래픽 

디자인을 시도함과 동시에 겉포장재를 개선한 

새로운 타잎의 포장용기를 선보였다.

이 유리용기는 Florida주 Bradenton에 있는 트 

로피카나사가 개발한 것으로 변조방지기능을 갖 

춘 뚜껑을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에 의한 환경오염에 우려를 표명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성 유리용기를 

사용함으로서 환경오염에 성포장재사용에 대한 

침해의식을 불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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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 마이크로 웨이브 식품포장과 접착제

스코틀랜드 Business사가 최근에 마이크로 웨 

이브 식품포장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에 따 

르면 1993년도 미국의 마이크로웨이브 식품시장 

은 약 70억달러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1988년도에 이미 50억달러 수준을 넘었으며 

1991년도에는 소비자들이 이중오븐포장 (dual 

ovenable packaging)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신자나 직장을 갖고있는 부부들이 증가되고 

있는 미국같은 사회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마이 

크로웨이브 식품류의 요구증가에 따라 이에 대 

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포장분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종이, 필름, 판지와 같은 여러

마이크로웨이브용 팝콘백 접착제예

열봉함

가지 재료들로 제조된 카톤, 백, 파우치로 포장된 

마이크로웨 이브용 식품은 새로운 포장용 접 착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Hot melt와 

Waterborne접착방법이 마이크로웨이브 식품용 

포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용 식품의 증가와 경제적 

인 포장재료개발에 따라 포장분야에서 접착제가 

과거와 같은 마무리단계가 아닌 포장설계의 초 

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대 

두되고 있다.

Hot melt와 Water borne접착방식은 마이크로 

웨이브 포장이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 빠른속 

도로 향상되고 있다. 예를들어 1회용 식품의 소 

비증가는 이미 용액 Hot melt접착의 요구를 증 

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 Hot melt와 

Water borne 접 착의 주요공급업 체 로서 는 National 

Starch사와 Chemical사가 있다.

현재 마이크로웨이브 포장과 관련하여 미국정 

부의 직접적인 표준규정은 없다. 신뢰할만한 접 

착제 공급업체들은 FDA로 부터의 관련된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FDA에서는 포장재료, 

접착재료, 접착제의 수행가능온도등과 같은 마 

이크로웨이브 포장용 접착제 관련사항들의 데이 

타를 수집중에 있다.

□ 플라스틱 재료 분리를 위한 X-ray 검출

미국 동부의 Rutgers대학의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센 터 (CPRR, The Center for Plastics Recycling 

Research)는 X—ray를 통해 서로 다른 재료들로 

구성된 다층플라스틱 용기로부터 PVC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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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플라스틱재료의 재활용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용기는 HDPE나 PET, PV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VC, HOPE, PET등은 재 

활용이 가능한재료로서 이것들을 재사용하기 위 

해서는 분리되어 가공되어져야 한다.

HDPE는 식별하기가 쉽지만 PET와 PVC는 식 

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재생과정동안 다량의 

PET내에 포함되어있는 소량의 PVC는 PET의 

재생을 방해할 것이며 PET속의 PVC는 염화수 

소산 발생에 의해 몰딩기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CPRR의 연구진은 각기다른 염소를 함유하는 

폴리머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다. 이 X-ray 검출기술은 PET용기 바깥면의 

PVC라벨을 분리할 수 있다.

□ 재활용성 PET용기 사용 시도

펩시, 코카콜라사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 Drug Administra- 

tion)에서는 재활용 수지로 제조된 플라스틱식품 

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회사들에게 홍 

보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아틀란타시에 있는 코카콜라사와 뉴욕시에 있 

는 펩시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자사제품에 재 

활용수지로 만든 용기 사용을 시도하였다.

이 회사들이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에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GPI)가 USA Today지에 “Plastic Recycling Is In 

The Dumps”라는 플라스틱 재활용문제의 광고 

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라제조회 사들의 재 활용시도는 용량 2리 터짜 

리 PET용기로서 용기제조회사는 펩시사가 Good 

year사를 코카콜라사가 Hoechst Cleanes를 파트 

너로 두고 있다.

펩시사는 이 포장용기의 주요시장이 미국 동 

북부 지역이 될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코카콜라 

사는 시장지역의 공개를 거절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재생비가 원재료를 이용한 용기 

생산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플라스틱 

용기로 인한 환경유해요소를 점차 제거할 수 있 

다는 점에 더 큰 뜻을 지니고 있다.

□ 완충재로 사용되는 재활용펄프

영국의 Universal Pulp Packaging사는 제 품보호 

용 완충재료 또는 디스플레이재료로 사용되어지 

던 EPS나 골판지를 대신하여 포장재의 폐기물에 

의한 환경보호문제를 고려한 재생펄프재료를 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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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료는 환경의 보호성뿐만 아니라 제품이미 

지 향상을 위한 완충재료로서도 적 절하다고 한다.

윤이나 광택이 없는 펄프가 환경보호를 추구 

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의 목재공업연구협회에 의한 포장재료검 

사에서 이 재생펄프가 비용절감효과는 물론 다 

각도의 낙하시험에서 EPS나 골판지보다 완충효 

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재생 

펄프는 불에 쉽게 타지 않으며 완충성과 방수효 

과가 우수하여 전자제품포장에도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도표로본 미국의 포장재 소비 및 고형재 

폐기현황

'89년도 종이 및 판지의 소비현황, 합계 8천6 
백만톤

2%

闕 신문용지

□ 인쇄용지

昌 포장지

皿 티슈

岡 비표백 크래프트지

圈 반화학판지

K 표백판지

刃 재활용판지

因 건축구조재료 및 기타

종이, 필름, 호일 등 컨버팅 관련 국제 전시회인 

Papro '91 이 '91 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금년 2월말까지 17개국 440의 전시참가자들이 

300,000sq.ft.< 예약하고 있으며 전체 전시참가자 

들은 500개 회사가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Papro '91(매3년)은 24개국 431의 전시참 

가자와 관람은 85개국 30,000명이었던 Pacpro ‘88 

을 개명한 것으로 포장산업에서 종이재료(Paper 

converting)의 사용이 중요시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첨 

가된 종이관련 포장재료를 비롯하여 골판지, 플 

라스틱 필름, 호일등이 전시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계, 가공설비, 포장시스템 등이 총망라 

되며,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종이의 재활용 문 

제도 다루어 관심이 크게 모아질 것이며 환경보 

호에 대한 포장재료들의 재활용기법도 소개된다.

한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동전시회와 

로마국제무역 박람회 의 참가단을 모집 하여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박 10일동안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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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Auto & Design

A나o & Design Inc

Italy

격월간 

'91. 2/3

Asian Sources Fashion Accessories 

Asiamag. Ltd.

Hong Kong

월간 

'91. 3

□ 내 용

• ‘91 년도 제8회 Torino 자동차 디자인상을 수 

상한 Sera시리즈의 Toyota Design Center와 

Laguna의 Design Industrial Renault의 디자인 

전략

• 소형몸체로 회색금속 빛의 BMW 850i의 디 

자인프로젝트

・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패션악세서리 산 

업의 최근 개발과 동향

• 넥타이 :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처하여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및 디자인 향상에 

주력

• 소형 여행용 가방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인도, 필리핀, 일본이 조사대상국으로 생산 

가가 높아졌으며 미국시장에 대한 판매가 

감소. 특히 대 만은 중국과의 협 력투자를 하고 

있으며 , 인도는 수출량 확대 를 모색 하고 있다.

• 화장품 :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이 조사대상 

국으로 새로운 형태의 포장디자인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Sun-protective 제 

품이 증가

• 남성용모자 :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이 조사대상국으로 필리핀의 제조업체 

들은 가을 • 겨울용 스타일을 생 산확대중이 며 

기본형과 우아한 모델이 시장에서 어필되고 

있다.

• 대만의 중국투자 확대 : 중국의 광동지역:대 

만을 비롯한 홍콩의 제조업자들의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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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mag. Ltd.

Hong Kong

월간

'9L 3

Design

Design Council

UK

월간

'91. 1

MD(Moebel Interior Design) 

Konradin Verlag.

German

월간 

'91. 3

• 일본의 NTT가 개발한 230g 무게의 세계 최 

소형 휴대용 전화기

• 대만 Yung Fu 전자의 AM/FM, 이중카셋트 

테크를 장착한 휴대용 CD플레이어 CDP- 

987

• 자동차 오디오 제조회사들의 R&D 투자로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 새로운 소형모델의 출현과 가격 안정을 보 

이는 Camcorder시장

• Mercury Communication사의 보석 상자형 태 의 

소형 휴대용 전화기의 디자인

• 영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Sapporo생맥주캔의 

포장디자인개선

• EC 통합시장에 대비한 영국의 디자인 용역 

회사의 Grey Mather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등의 제품제조회사를 위한 디자 

인 프로젝트 프로그램一Gemmini의 다리미, 

Techstyle의 카셋트 보관상자, 벨기에 Baby- 

liss의 헤어드라이기 디자인

• 독일 최고 디자인용역회사 Honkotlen Castle 

의 목욕탕 실내디자인

• Audi AG사의 소형 모터싸이클의 신세대 디 

자인 : 가스터빈장치가 운전석 아래에 위치 

하여 최소형화 가능

• 사무실 공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플 

라스틱재 의자를 포개어 보관할 수 있는 Ci- 

gno사의 최신 의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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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 현대 통신기기들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하이 

테크 제품들과의 조화

• 독일 Stuttgart Mobel Furniture Center의 새 

로운 실내디자인

ID (Industrial Design) 

Design Publication Inc. 

USA 

격월간 

'91. 1/2

• 시키고지역 디자이너,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첨단디자인기법과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성 

창조에 주력

• ECO water의 정수시스템一인간공학에 접근 

시도

• Philips의 가정용 스테레오 시스템디자인 : 

Fahnstron & McCoy

• Fujj Xerox의 개인용 소형 팩시밀리와 복사 

기의 디자인개선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2

• 과감한 밝은 색감과 드라마틱한 패션이 선 

호되는 '92년 봄 - 여름 남성용의류의 스타 

일 : 밝음과 어두움의 강한 비교

• Cool wool, Wool/Silk, Cotton/Silk재료의 체크 

와 격자무늬 선호

• '89년도에 세계 섬유생산의 40% 남성용 제 

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이중 유럽 18%, 미국 

21%, 일본 9%, 기타 52%였고 전체 섬유생 

산은 39백만톤으로 남성용으로 19백만톤이 

소비

• '90년대 남성용 섬유제품 생산과 제조업체 

들의 동향

商店建築

（株）商店建築社

• Meiji. 생명보험사가 동경 Maihama거 리에 건 

죽한 Modva 주거상업용 복합건물의 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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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JAPAN 

월간, '91. 2

Packaging Strategies 

Packaging Strategies Inc 

U.SA 

격주간 

'92. 2 No.4

AIP National News

Australian Institute of Packaging

Australia

월간

'91. 2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s. Pte Ltd.

Singapore

월간

'90. 12

Latin디자인 개념

• 미국의 주요 OPP필름 생산업체인 Hercules 

Mobel, Quantan사 등의 ‘90년도 생산통계

• 미국의 Courtaulds Film사와 Formosa Plas- 

tics사의 OPP생산관련 공압출 기술협력과 

1993년도까지의 필름 소비량 증대에 대처하 

여 150백만 파운드 생산규모의 새로운 공장 

설립

• 마이크로 웨이브용 플라스틱컵이 시장에 선 

보인 6년이 래 PP/EVOH/PP소비가 '90년도에 

350백만개에서 '91 년도에는 405백만개로 소 

비증가예상

• '91 년 9월 멜번에서 개최예정인 제2회 호주 

국제 포장기 술총회(2nd Australian Internatio

nal Packaging Conference) 개최소식

• 영국포장협회 (The Institute of Packaging) 와 

공동으로 '82년도부터 26개 과목으로 포장 

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Australian In

stitute of Packaging

• 호주식품산업의 수줄입동향

•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특 

성 과 환경보호에 따른 포장 및 종류별 생 산량 

변화

• 제품의 분리, 유통, 생산, 무게측정과 포장자 

동화를 위한 호주최대의 콘베이어공급업체인 

Colby사의 자동 고• 저속력 조정 콘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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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Australian Packaging.

Business International Pty. Ltd.

Australia

월간

'91. 2

□ 내 용

시스템 : 하루 25,000 생산중 불량률 25%

• 호주에서 피자, 햄버거, 케이크등 오븐용 식품 

포장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호일 : 안전성, 

신속한 조리시간, 비독성, 열가열시 견고성 

유지 10(% +400( 온도에 저 항, 기존의 오븐 

과 마이크로오븐에서 사용가능, 경제성, 디 

자인의 다양성

• 뉴질랜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싱가폴 우유 

제조업체 Alaco Food사의 아시아시장을 겨 

냥한 생산량 증대

• 마그네틱열감성, 빛감성 잉크를 사용한 바코 

드, 개봉시 개폐부분의 색이 변하는 산소에 

민감한 잉크, 3D의 홀로그래픽인쇄 가능, 제2 

세대 변조방지 기능의 첨가

• Dupont사가 최근에 개발한 압출 및 공압출용 

NUCREL 0609HS 코폴러 머수지, 스킨포장용 

SURLYN NWL ionomer수지, 반자동화시스템 

용 SURLYN CF ionomer수지의 특성

• Eastpac사의 산소차단력을 높인 PET필름의 

신기술

• 호주의 멜번 왕립공과대학(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이 플라스틱 고무산 

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산업교육관련 연수목 

적으로 설립한 국립폴리머 기술센터(National 

Polymer Technology Center) 소개

• 호주의 포장관련논문경연('90 Australian Pa

ckaging Essay Award), "호주의 와인포장용 

기기술”주제로 Colin Trembath-MAIP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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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상 수상

• 세계포장경연인 '90 World Star상을 수상한 

APM사의 수출용 골판지 벌크와 Smorga Fi- 

bre사의 트레이팩등 소개

• 의약용품을 위한 최신 라벨링 기술과 효과

• 미국의 뉴욕시 에 있는 Rutgers대 학의 플라스 

틱 재 활용 연구소(The Rutgers Plastics Recy

cling Research) 가 개 발한 X—ray 검출을 통한 

플라스틱 필름과 PVC용기의 분리기술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2

• 미국 Plano TX가 1969년도 개발한 포장디자 

인과 팔레 타이 징 기술을 위 한 CAPE(Compu- 

ter Assisted Packaging Evaluation)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포장설계와 팔렛트에 의한 낭비 

공간제거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Pack Cad 

Version 5.0과 Algorithms

・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5월 개최예정으로 세 

계의 500개 회사가 참가예정인 종이관련 최 

대전시회 PAPRO '91 개최 소식

Good Packaging Magazine. 

Verified Audit Circulation 

U.S.A 

월간 

'91. 2

• 미국에서 1961년도에 설립되어 의약품 충진, 

콘베이어 기기등을 생산하는 Chase Loge- 

man사의 기술개발부가 최근에 개발한 다양 

한 충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시스템

• 1952년도부터 미국에서 포장설계와 식품가 

공장비를 생 산하는 주요업 체 인 Heat and Co- 

ntron사의 포장시스템부 소개

• American Mirrex사, 고속가공과정의 몰드디 

자인과 Webbing을 경감할 수 있고 블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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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열봉함이 가능한 Mirrex최신필름 개발

Packaging.

Cahners Publication

USA

월간

'91. 2

•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Glass Packaging Insti

tute) 와 Packaging Magazines가 공동으로 후 

원하여 개최된 '91 년도 “Clear Choice”경연 

에서 식품과 음료포장용 유리용기참가품목 

98개중 포장디자인, 라벨디자인, 마이크로웨 

이브포장, 환경보호포장 등 주제 분야별 수 

상작

• 미국에서 갤럽여론조사된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등 고형폐기물의 '90년도 재 

활용 비율 및 가격현황

• 마이크로웨이브용 식품의 포장디자인과 내 

용물의 맛보호, 재료 및 기술

• PP, 연신PP, PVC, PET, PS 5가지 종류의 플 

라스틱용기와 쟈의 물적특성과 재활용성

• —40叩에서 260叩의 온도에서 견디는 열성형 

PPCPP940), 마이므로웨이브포장용으로 사용

Food & Drug Packaging.

Edgell Communications Inc

U.SA

월간

'9L 2

• 코카콜라사와 펩시사가 새로이 선보인 재활 

용 PET용기와 라벨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실용품, 화장품, 위 

생품, 농산물, 화학재등의 미국의 1991년도 

구매예산 예측

• Van Leer 포장시스템사가 증착PET를 이용 

하여 Straw를 첨가한 음료 포장용 파우치의 

디자인과 고속 FFS(Form-Fill Seal) 제조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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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Packaging News.

Maclean Hunter Publications,

U.K

월간 

'91. 2

• 미국의 유리포장협회 (The Glass Packaging 

Institute), 플라스틱 산업 협회 (The 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 종이협회 (The Ameri

can Paper Institute)가 추천하여 새롭게 사 

용되는 품목별 재활용 심볼

• 영국의 Dumpa Packaging사가 변조방■지, 어 

린이 유해방지, 의약용품 포장용으로 개발한 

이중 뚜껑 포장용기

• PS와 판지재료를 이용하여 변조 방지 기능을 

첨가해서 지난 1월부터 이탈리아 시장에 선 

보인 Bertona와 Itagel 아이스크림 포장

• 종전에 유리용기에 포장되던 젤리와 칵테일 

쏘스를 Reed 플라스틱 사가 개발한 PET/Ny- 

lon/PET 구조의 다층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 

하여 안전성과 기능의 편리성, 변조방지 기 

능을 첨가

• Correx 플라스틱사의 3mm/550g 골프라스틱 

상자의 의약품용 무균 포장기술

• 일본의 Kansai사의 농산물 포장에 이용할 수 

있고 생분해가 가능한 Poly saccharides 플라스 

틱 재료개발

• 일본의 Mitsubishi기존 플라스틱 구조보다 

습도투과 5—10배, 산소투과 15-20배가 적은 

고차단 용기개발

• DRG플라스틱사의 고광택 크리스탈층과 PS 

공압출로 제조된 4〜8온스 크기의 트레이용 

기

• 국제 포장기구(World Packag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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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가 개최했던 '90 World Star경연에서 수상한 

영국의 포장제품

• 영 국의 플라스틱 협 회 (British Plastics Federa- 

tion)가 영국과 유럽지역의 재활용을 주제로 

개최한 Interplas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 

용문제를 다룬 European Vinyl사제품과 Ge 

Plastics사의 Heinz 마요네즈 포장용기의 특 

징

• 플라스틱용기와 카톤, 캔등과 함께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유포장 

용 유리용기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1

Packaging Digest.

Delta Publication,

U.S.A

월간 

'91. 2

• 이탈리아 최고의 플라스틱, 종이, 배접백, 쇼 

핑백 생산기계 제조회사인 Formplast사의 로 

보틱 장비를 이용한 자동조작과 다양한 가 

공이 가능한 자동 설비기기

•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 

소흡수제 FRESH PAX, 의 약품의 보관기 간을 

연장할 수 있고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습기 

홉수제 DRICAPT

• 코카콜라사와 펩시사의 재활용 PET용기 사 

용과 마케팅 전략

• 미국의 Brass Crafts사의 수도 배관용품 포 

장을 위한 발포 PS트레이와 골판지 포장박 

스

• '90년도 Amerista 포장경연에 참가한 135품 

목중 52수상작들의 포장디자인과 기능

• '92년도 유럽통합시장과 관련하여 미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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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발행처 발행국 간별 □ 내 용

包裝技術

JPI(Japan Packaging Institute)

JAPAN

월간

'91. 2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2

산업관련업자들의 유럽시장개척을 위한 포 

장표준시도

• 수박등 청과물의 자동포장작업 : 시간단축을 

위한 분리시스템의 기획과 개발

• 플라스틱, 호일, 캡 포장의 유통중 손상방지 

기술

• 다품종 포장에 대처하기 위한 무균충진기 

개발

• CAD를 이용한 포장구조디자인의 효율화

• 新 • 洗劑容器의 기본요건 개 발

• 의약품용기포장용 완충재료개발

• 용기봉함 자동검사 시스템

• 주택용 조명기구의 포장개선

• 컴퓨터 응용 포장설계

• 식품포장의 형태•재료의 변화와 위생문제

• 해외의 최신 플라스틱필름의 사용과 전자레 

인지 가열용 포장의 종류, 미국의 진공조리 

식품의 경향

• 식품포장실무 : 디자인작업과 협력

ID(Industrial Design)

• ID는 기술개발의 요소이다.

• ID는 생활과 환경의 보다나은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 ID는 제품에 부가가치를 준다.

• ID는 보다나은 마케팅 기회를 준다.

-ICSID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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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省상자료 I

- 슬라이드 필름 一

• Viewing Graphis（191 컽） :

- 대학의 디자인 과정 학생 및 전문가에게 그 

래픽 디자인 센스, 아이디어폼 등의 창조를 

돕기 위해 세계각국의 포스터,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등과 금세기 그래픽디자인 발전과정 

등을 예로들어 제시

• Further Along These Lines（227컽） :

- 순수예술, 건축등의 작업과정에서 일러스트 

레이션에 의한 2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3차원 공간의 조각 및 공간에서의 이미지와 

모델링 창조기법 표현

• The Language of Colour（352컽） :

- 디자이너 및 과학자들에게 색감의 표현과 

영 향등을 제 시 — Colour Illusion, Colour Obse

rvation, Colour Interaction—

• Exploring Photography（507컽） :

- 19세기에서 20세기 사진예술의 발달과정, 사 

진예술의 모든형태, 사진의 역사와 현대사진 

의 역활, 사진의 기계적 측면, 사진촬영과정, 

암실에서의 인화방법

• Appreciation of Fumiture（220컽） :

- 원시의 가구로부터 현대가구의 기능과 구조 

의 발달. 15, 16, 17, 18세기의 가구디자인과 

최신가구 디자인의 비교

• Appreciation of Metal Work（395컽） :

- 금속공예 작품들의 시대적 흐름과 현대금속

공예의 비교분석, 금속공예의 기본기법이해 

와 감상

• World Poster（395컽） :

- 포스터의 표현방식, 런던 • 멜버른 올림픽게 

임포스터, 산업미술과 디자인, 건축관련 포 

스터

• Illustration（200컽） :

-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상, 작업과정, 각종주제 

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예

• Changing the Face of Things（6part, 203컽） :

- 컬러, 패턴, 색감의 표현, 파인아트의 응용을 

통한 인테리어디자인, 패션, 가구디자인, 포 

장디자인, 광고등의 실제기법

• Careers as a Model Maker（2part, 115컽） :

- 신제품개발（자동차, 컴퓨터）을 위한 전문 

Model Maker（공예）의 이미지 창조기법, 포 

장디자인 모델등 소개

- 비디오 테이프 一

• The Center Gerges Pompidou（60분） :

- 프랑스 퐁 피두센타의 금속 유리등의 설계 

및 실내장식의 역사적 인 예술감각, 각종문화 

활동 소개

• At the meet Olmsted & Central PaH〈（3O분） :

- 도시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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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n)

0 T. FUQUDA Environmental Design .-일본, 

1969년 설립一

• 주소 : Casa Bldg • 3F. 3-3-11 Semba-higashi, 

Mino, Osaka 562 Japan 鏡 0727 - 28 - 8090

• 대표자 : Takeshi Fukuda

• 종업 원수 ： 12명

• 취급분야 : 인테리어, 환경, 그럐픽, 콘셉트, 

산업디자인, 시장조사, 제품기획 및 개발. 

□기획

• 시설 및 장비 : 모델메이킹 작업장 및 라이 

프스타일 조사센터

• 년간 100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Panasonic, Kasco, 

NTT, Daihatu, Duskin, Lion—세탁기, 냉장 

고, 골프용품등-

• Portfolio

O CATO Design Inc. 一호주, 1970년 설립 —

• 주소 : 254 Swan St. Richmond. Melbourne

3121 Australia 密 429-1633

• 대표자 : Ian Willmatt

• 종업원수 ： 50명

• 취급분야 : 종합디자인용역一조사, 기획, 포

장, 그래픽, 환경. 인테리어, 무대디자인 등

• 주요 작품명 : 1996년 멜버른 올림픽 심볼 

마크

• 주요고객 명 : Australia Airlines, World Expo 

88~Sportcraft, Telecom Technology

• Portfolio

O Rowena Mills Associates Limited — 영국, 

1968년 설립一

• 주소 ： P.O Box 494, London, W8, 77DE, UK 

竜 071-937-4035

• 대 표자 : Sylvia Francis

• 종업 원수 ： 20명

• 취급분야 : 포장산업 분야의 경영관리 용역 

업체, 시장조사, 가격 및 동향분석, 장기전 

략, 교육연수자료 발행

• 년간 4〜5건의 주요 용역사업 및 3종의 출 

판물 간행

• 주요고객명: 3M (UK), Colgate - Palmolive, 

Finnboard(U.K), ICI Chemical, BXL Plastics, 

Crown Paints

• 주요용역사업명 : 세계포장산업 전략, 유럽 

포장산업 전략 및 경저】, 유럽의 Pump Dis- 

percer 연구, 유럽의 변조방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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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eymour Pow이 -영국, 1984년 설립一

• 주소 : 2C Seagrave RI, Fullam, London SW6, 

UK 卷（01）381-6433

• 대표자 : Dick Powell

• 종업원수 :20명

• 취급분야 : 제품디자인 전문업체（가정용품, 

미용기구, 오락용품, 주방용품, 모터싸이클, 

기차）

• 시설 및 장비 : 프로토타이핑, CAD, 모델제 

작실

• 주요고객명 : British Rail, Dae Woo, Philips, 

Technophone, Duracell, Parker pen, Yamaha, 

Clairol

• Portfolio

O Rankin Design Group -호주, 1977년 설립一

• 주소 : Rear of 323 High St. Kew. P.O Box.

36. Kew. Victoria. 3101. Australia

曾 613-862-2299

• 대표자 : Wayne Rankin

• 종업원수: 12 명

• 취급분야 : Q작업, 포장을 위한 그래픽디 

자인, 브랜드 및 회사의 작명

• 시설 및 장비 : 컴퓨터시스템으로 제품코디 

네이션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 주요고객명 : Musashi의 Visual 프로그래

Mercedes Benz, Telecom, Britax, Mocopan, 

Nulon Products.

• Portfolio

O CYB Design Consultants -영국, 1982년 설 

립 —

• 주소: Great London House, Momington 

Cresent London NWI, 7QP, England. UK 

蜜（01）383 - 4292

• 대표자 : Richard Tilley

• 종업 원수 : 20명

• 취급분야 : 그래픽, 포장디자인, CI작업, 프 

린트

• 주요고객 및 작품명 : Adidas, British Air

ways, Tesco, Heinz, Lotus Group, Colgate 

Palmolive-의약품 포장디자인, Tesco-식 

품 • 과자류 포장디자인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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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주최 전시회 및 교육안내

■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

산업디자인의 연구 - 개발을 장려하고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로 산업경쟁력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규정（대통령령 저】8249호） 제15조에 의거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를 개최합니다.

1. 전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1991년 5월 10일〜5월 24일

나• 장 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2. 출품자격

제한없음（단, 합작일 경우 2인이내의 공동 출 

품만 인정）

3. 출품부문

가제1부 : 시각디자인 부문

- 광고디자인 : 신문, 잡지광고, 포스터등 

인쇄매체와 구매시점（POP）광고

- 출판디자인 : 카탈로그, 팜플렛, 서적 등 

의 표지 및 레이아웃

- 포장디자인 :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 

자 등

一 타이포그래피디자인:문자개발을 위한 

타이포디자인

- 기업디자인 : 기업, 상품 이미지 통합계 

획 （CIP, BI）

- 일러스트레이션 : 신문, 잡지 등 광고매 

체와 카렌다, 카탈로그 등의 시각매체 

나. 제2부 : 산업공예부문

O 양산방식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고, 한 

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공예품

一 생활 및 사무용품

- 신변 장식용품

다. 제3부 : 제품 환경디자인 부문

O 제품디자인

- 소비자제품디자인 : 가전제품, 주방 

용품, 레져용품, 완구, 가구 등

- 공공용/상업용제품디자인 : 사무기, 

의료기, 통신기, 계측기, 서비스 기 

기등

- 산업장비디자인 : 공작기겨】, 농업/광 

산기겨】, 수산기겨L 선유기계등

- 운송설비디자인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등

O 환경디자인

쾌적한 생활환경工 조성키 위한 창조적 

인 기획물

- 공공환경 설비물（스티리트 퍼니쳐 

등）

- 옥내외, 환경설비물（사인체계, 수퍼 

그래픽 등）

라. 초대/추천작가 부문 : 초대, 추천작가에 한 

함.

4. 출품제한

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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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

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식품

라. 요강에 명시된 제작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5. 출품절차

가. 출품원서 배포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나. 배포기간 ： 91. 3. 26부터

다. 작품접수 : '91. 4. 2〜4. 3（2일간, 각 부문 

구분없음）

라. 작품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마. 출 품 료 : 작품 1종당 20000원

6. 작품심사

가. 심사기구 : 관계기관과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 부문별 제작요령의 내용을 엄 

격히 적용함.

다. 심 사발표 : '91 년 4월 13일（개 인별 통지）

7. 전시작품

가. 입/특선 및 입상작품

나. 심사위원 및 초대/추천작가 작품

다.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및 제품

8. 시 상

가. 일 시 : 1991년 5월 10일（금）

나• 장 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자료실

9. 문 의 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전시과

전 화 ： 742-2562/3, 745~ 7249

FAX ： 745- 5519

도서판매안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발간된 책자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 （16〜19） W 5,000
2. 산업디자인지 （45〜77호） W 1,500
3. 포장기술지 （ 2〜10호） W 2,000
4. 산업디자인지 합본 （80〜81년） W 7,000
5. 포장기술지 합본 种 12,000
6. 한국전통문양 W6,400（20%할인）

7. 초기술 的,600（20%할인）

8. 도구와의 대화 样 1,600（20%할인）

9. 오늘의 산업디자인 W 1,200（20%할인）

10. 포장산업 경영관리 拼 3,500
11. 가치관의 대전환 W 3,000
12. 포장기술편람（'88년 개정 증보판） W 50,000

派 연락처 : 정보자료부（TEL : 74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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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관리사 교육안내 ■

포장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장관리, 재료, 기법, 실험, 유통, 디자인 등 포장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정원 ： 80명

2. 특징 : 총교육시간 90% 이상 참가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포장관리사증을 수 

여하며, 포장관리사증 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포장관리사회의 회원（24기 현재 총회원 1.H9명） 

이 되어,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정보 

교환은 물론, 포장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음.

3. 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관련업무 종사 

자등

* 수강자격

1）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자격자, 경력 2 

년이 상

2）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3）대학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4. 기간 : '91. 4. 15-5. 31

（14： 00-18： 00）토, 일 제외）

5. 수강료 : 250TD원（교재비 포함, 부교재비 별도）

6. 교육내용

• 포장관리 : 포장개론, 포장표준화, 판매시점정 

보관리, 인간공학, 포장개발시스템, 물적유통 

관리 I, 포장디자인 I

• 포장재료: 펄프 및 제지, 골판지 I, 합성수 

지 I, 가공지, 금속용기, 유리공기, 포장재료 

시험

• 공업포장 :물적유통관리 II, 방수방습포장, 

방청포장, 골판지 II, 중량물포장, 수출포장, 

완충포장, 포장화물시험

• 상업포장 : 포장디자인 H, 지기, 합성수지 II, 

알루미늄박, 포장기계, 식품포장, 포장과위생

• 기타 :포장공장자동화, 견학, 그룹디스커션, 

케이스스터디, 종합시험 및 수료식

7.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우） H0- 

46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교육연수과 

전화번호 : 742 — 2562/3

우수한 포장（GOOD PACKAGING）

— 식품 및 기타상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유통되도록 한다.

- 식품을 보존하며 그 수명을 연장시킨다.

- 포장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과다한 포장비를 절감한다.

- 천연자원의 이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등 환경문제에 유의한다.

- 새로운 포장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새로운 인구통계, 환경 및 문화적 필요등의 변화에.대응, 혁신적인 
시스템 및 설계를 구상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 포장실무자의 기술, 숙련도 및 능력에 좌우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 World Packaging Organization, 세계포장기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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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안내 ■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디자이 

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올바른 인식 재고를 위 

하여 관련 실무디자이 너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시 및 수강료: 세부교육일정

- 상반기교육 : '91 년 4월 15일一6월 14일（9주）

매일 15： 00-18： 00

교육과정 금 액 시 간 4 5 6

기 초교육 

전자출판 

3D 그래픽

200,000

170,000

250,000

15： 00-18： 00

15： 00-18： 00

15 : 00-18 ： 00

15—-3

6-17

20- —14

X 하반기교육 ： 外년 9월 9일一11월 8일（9주）

매일 15 ： 00-18 ： 00

교육과정 금 액 시 간 9 10 11

기초교육

CAD

3D 그래픽

200,000

170,000

250,000

15： 00-18： 00

15： 00-18： 00

15： 00-18： 00

9-27

30- -11

14- —

2. 신청방법

가. 전과정 신청（상반기 또는 하반기）一할인 

대상

나. 교육과정별 선택수강

3. 참가대상 : 실무디자이너, 컴퓨터관련업무종사 

자, 학생, 기타

4. 할인대상 ： 20%

가. 상반기교육 9주 전과정 또는 하반기교육 

9주 전과정 신청자

나. 등록디자이너, 포장관리사, 디자인포장정 

보제공회원 （사）

다. 1개업체 3명이상 신청시

5. 장 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층 컴퓨터

교육장

6. 교육인원 : 과정별 10명 이내

7. 수강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료 동시접수（센터내방）

나. 센터내방이 어려울시는 아래 은행계좌로 수 

강료를 온라인 입금시키고,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센터로 우송 또는 FAX로 신청

* 한일은행 : 107-03-010079

* 국민은행 : 031-25 - 0000 - 533

* 상업은행 : 112- 01-212081

* FAX ： 745-5519

8.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우） 110-46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부 교육연수과 전화 

번호 : 742-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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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Adobe Illustrator

각종 형태의 서체 및 로고디자인을 컴퓨 

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종 Effect기능이 있으며, Postscript의 출 

력용 언어로 다양한 출력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 Pixel Paint

1,600만가지의 칼라를 이용하여 각종 형 

태의 시안을 제작하여 다양한 패턴의 변 

화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표현력을 최 

상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출력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제작을 필요로 하는 

시안작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NISUS

각종문서, 보고서, 제안서, 교재등을 작성 

할 수 있는 편집기능을 갖추어 문서편집 

에 접합하며 각종 양식제작에 풍부한 표 

현력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그래픽 

워드프로세서로 텍스트와 그래픽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편집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 QuarkXPRESS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편 

집용 소프트웨어로 한 페이지 내에서 종, 

횡서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체 및 

변형서체 제공 및 자간과 행간의 자유로 

운 조절 및 기타 특수 기능에 의한 완벽한 

출판물 제작이 가능하다.

* Swivel 3D

화면 분할 기능으로 제품의 형태를 디자 

인 하고 각종 렌더링 및 칼라변형 기타 

특수효과를 지 원함으로 위치 관점에 대한 

제품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 Object 편 

집이 가능하고 애니메이션 기능의 자체 

보유로 제품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진 

행될 수 있다.

* Dimension

제품의 모형을 제작하지 않고 특성 및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3D디자인 

기능이 우수하며, 디자인 한계를 제품에 

국한 시키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표현 영역이 제한이 없는 3D 소 

프트웨어 이다.

* Strata Vision 3D

CAD 및 3차원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형 

태를 디자인하고 모델링 및 렌더링을 쉽 

게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 및 형태, 기 

능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표현을 완벽 

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어 

표현영역에 거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 

어이다.

* Animation

광고제작시 스토리보드의 제작, 검토, 수 

정에 이르기 까지 모든 작업의 공정을 

컴퓨터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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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91 ICSID Congress 및 총회 개최

1• 기간 : 1991. 9. 4-14

2. 장소 : 유고, 루불리 아나（Congress Center）

3. Congress 주요토의 내용

• 주제 : “교차로에서”一세계의 변화, 변화의 

세계

• ICSID 장기발전정책 :

- 3개축（산업디자인 전문, 진흥, 교육）의 

상호 협력 개념

- 디자인 프로세스의 삼각관계（산업디자인, 

제품생산, 시장）

PRODUCTION

MARKET

OPTIMUM 
SOLUTION

CULTURAL 
BACKGROUND

DESIGN

4. Congress 주요행사 일정

。9.9/10/12—기조연설（산업디자인 전문, 진 

홍, 교육）, 주제발표, Panel discussion

。9.11—시청 방문, 박물관등 유적지 방문

。전시행사 : 국가별전시, 국제전, 기타 문화 

행사 개최

5. 총회 일정 및 주요안건

。총회 일자 : *91. 9. 13-14

。주요안건 : 회장등 임원진 개선, 재정에 관 

한 보고, 토의 91 사업 계획토의, 신규화원 

가입 현황

6. 문의 : Igrska 5,61000 Ljubljana Yugoslabia

38 61 224 704 Fax ： 38 61 224 706

NPE '91

-1991 National plastics Exposition and Confe

rence-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의 경향과 최근개발품, 

미래의 기술을 전망할 수 있는 미국 최대의 플 

라스틱 관련 전시회인 NPE（매3년개최）가 시카 

고의 McCormic Place에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1200개의 전시업체와 90,000명의 참관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관련기계, 재료, 몰딩, 

로보틱, 자동화시스템과 최신 컴퓨터 기법（CAD, 

CAM, CAE, CIM）등이 전시된다.

또한 금년에는 미래의 플라스틱시장전망, 고형 

폐기물 처리문제, 최신기술개발등에 관한 회의도 

개최된다.

- 후원 : The 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

—30—



- 문의 : 515 Madison Avenue, Suite 932 New 

York, N.Y. 10022 U.SA Tel: 212 - 308 - 38 

50

STAR '91

-22nd International Exhibition

유럽에서 패션, 디자인 중심지중의 한곳인 이 

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섬유제품의 디자인과 패션 

관련 전시회 인 STAR 91이 5월 16일부터 19일까 

지 개최된다.

이탈리아 최신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선보이게 

될 것이며 동품목의 업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공할 것이다.

- 문의 : STUDIO EG srl Viale Monza 128-

20127 Milan, Italy 丁이 02/2871515-2871520

PLAST '91. RUBBER '91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제 9회째를 맞는 

PLAST 국제플라스틱 고무 전시 회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다.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이전시회는 1217의 업체 

（이탈리아一&此 국외一371）가 참가하게 되며 70, 

000의 재료등의 품목이 전시될 것이다.

회의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05. 6/7-합성재료의 생산

5. 7—특수한 제품을 위한 일레스토머

5. 8—폴리머재료의 파열에 대한 저항

5. 8/9—유럽의 블로우 몰딩

5. 9—고무의 압축기술

5. 9—'90년대의 폴리우레탄

5. 10—유럽의 플라스틱재료

— 문의 : Fiera Milano

P.O.Box 24 - 20090 ASSAGO/MILANO,

ITALY Tel ： 02/8241641

종합품목

。로마 국제 무역 박람회 （Rome Inti Trade Fair）

1） '91. 5. 23 -27（매년）

2）이태리（로마, 박람회장） 3）종합품목

4）이태리 최대의 종합박람회 국내 1583, 국외 

235업체 참가

。후쿠오까 서 일본 수입 박람회 （West Japan Im

port Fair）

1） '91. 5（격년） 2）도자기, 악세서리, 식품, 

스포츠, 레 져용품, 완구, 선물용품등 종합품목 

3）서일본지역의 국제화를 촉진 역내유통업 

계에 대한 수입제품의 판로개척 및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입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목적

낚시 용품

。크렘스 낚시 및 레져용품 박람회 （Trade Fair 

for Hunting and Angling Leisure and Anns） 

1） ‘91. 4（ 격 년） 2）오스트리 아（Krems, Messe- 

gelande）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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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냥용품, 낚시용품, 레져용품, 무기류 4） 

국내 64, 국외 4개 업체가 전시참가하여 일 

반관람객 포함 2만여명 관람, 신청마감 '91.4 

。울름 사냥낚시 용품 박람회 （Hunting and Ang

ling Exhibition）

1） 91. 4. 24 - 28（격년） 2）서독（울름, Messe- 

gelande）

3）사냥용품 및 낚시용품 전반

4）'89년에 최초 개최되었으며 일반인 관람이 

허용되는 전시회

。존코핑사냥낚시용품 박람회 （ELMIA GAME 

FAIR）

1） '91. 5（매 3년） 2）스웨덴（존코핑, Elmia 

Fairgrounds）

3）말, 개, 사냥용품, 낚시용품, 야외활동용품 

4）전시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정보를 병 

행 하는 박람회로 국내 192개, 국외 37개 업 체 

가 참가

가구

。몬트리올 가구 박람회 （M.F.M/Montreal Fur

niture Market）

1） '91. 6（매 년） 2）캐 나다（몬트리 올, Place Bo

naventure Palais）

3）주택용가구, 램프, 악세서리

4）무역업자에게 공개, 출품업체 300개사, 캐 

나다 최대의 가구 전문전

。발렌시아 국제목제품 기계박람회（FIMMA/ 

Int'l Fair of Complements for the Furniture & 

Wood Industries）

1） '91. 10（격년） 2）스페인（발렌시아, Palacio 

Ferial）

3）나무, 페인트, 니스, 락커, Parguets 금속, 

목공품, 코팅, 합판제품, 문, 창문, 장롱 4）출 

품업체 : 179개사

전자

。브뤼셀 전기전자 박람회（Exhibition on Elect

ricity, Electronics, Robotics & Subcontraction 

& Maintenance of Electric System）

1） '91. 5（격년） 2）벨기에（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3）전기 • 전자용품 4）무역업자만 공개, 89년

5월 최초 개최되어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자 

산업 전문전

0 북경국제 전자종합 박람회 （Int'l Exhibition on 

Electronics Components, Assemblies and Pro

duction）

1） '91. 5（격년） 2）중국（북경, China Inti Exhi

bition Center）

3）산업용 로보트, 전자기기, 전자장치를 위한 

장비 및 기술

4）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에서 후원

고무 ・ 플라스틱

。밀란 국제 플라스틱 고무박람회 （Plast/Int'l 

Plastic and Rubber Exhibition）

1） 91. 5. 6—11（격년） 2）이태리（밀란）

3）이태리 최대의 플라스틱 • 고무산업 전문

주 : 1） 기간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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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센 국제 탄성고무 박람회 （Int'l Cocoutchouc 

Meeting with Trade Exhibition）

1） '91. 6. 24—27（격년） 2）서독（에센）

3）관련학술회의도 병행 개최되는 고무관련 

산업 전

。포르데논 플라스틱 박람회 （SAMUPLAST/PH 

sties Exhibition）

1） '91. 5（격년）

2）이태리 （Pordenone, Fiera di pordenone）

3）플라스틱 기계류 4）격년제로 개최되는 

플라스틱 산업전문전

식품 ・ 가공

。싱가폴 국제포장 및 식품가공기계류 박람회 

（Asiapack）

1） '91. 6（격년）

2）싱가폴 （Woold Trade Center）

3）포장기계류, 원료, 식품가공기계류

。달라스 식품 박람회（IFT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1） '91. 6. 20-25（매년） 2）미국（달라스）

3）식품장비, 써비스, 식품 4）달라스유일의 

지방식품 써비스 확대를 위한 전시회

。요하네스버그 국제식품가공 박람회 （Foodpro 

/Int'l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 

공기계류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전

포장재

。사웅파울로 국제 포장기 자재 박람회 （FIE- 

PAG）

1） '91. 5（매 3년） 2）브라질（사웅파울로）

3）포장기계, 식품가공설비, 페이퍼보드, 펄프 

플레이트 필름 생산장비, 프린터등 4）국내 

310, 국외 30업체참가, 각종 포장재료 식품가 

공설비 전시

。뉴렌버그포장 및 라벨링기술 박람회（VERPA- 

CKUNG Numberg : Trade Exhibition for pac

kaging and Labelling Techmology）

1） '91. 9（3년）

2）서독（뉴렌버그, Messezentrunu）

3）포장기계 및 장비, 라벨링기계 및 장비

4）무역업자위주의 박람회, 포장 및 라벨기 

술을 남부독일 바이어 및 인근유럽의 관련상 

들에게 전파, 포장디자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박람회

。카이로 국제 포장기자재 박람회（Cairo Inter

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

ging）

1） '91. 10 2）이집트（카이로, Fairgrounds）

3）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장산업관련 도소매업자 참가.

주 : 1） 기간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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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a차인 효장청宜 회원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교재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M）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仆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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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쌔 4

일본의 산업디자인 동향 

스페인의 수출산업과 디자인동향 

WPO의 포장산업 육성 3개년 계획

EC 국가들의 포장동향 

최신 포장재의 물리적 특성 

SEOUL PACK '91 성황리에 폐막 

신착자료 주요내용소개 

해외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센터주최전시회 및 교육안내

步 한국다자은포장센터



超디자인 포장시찰단 쬐

우리센터는 선진각국의 디자인 ・ 포장산업의 동향 및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91년 

유럽디자인•포장시찰단을 모집 • 파견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5,
1. 명칭 （참가 예약금은 300,000원이며 취소시 반환되

'91 유럽디자인 • 포장시찰단 지 않음）

2. 기간 5. 신청마감

'91. 5. 26~6.4（9박 10일） '91. 4. 27（토）까지（단, 성원이 되면 기한전

3. 참가비 마감）

2,290,000원（왕복항공료, 숙박비（2인 1 실）, 식 6. 신청 및 문의처

비, 현지교통비, 공항세, 보험료에 해당되며 여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정보자료부 조사과

미소지자는 여권 수속비 추가 부담함）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4. 신청방법 전화 : 02）744-0226
소정의 신청서 제출과 참가 예약금 납부 FAX : 02）745-5519

일정표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제 1 일차 

5/26（ 일）

울
 리
 

서
 파

KE 901
전용버스

12 ： 40
18 : 19

서울출발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도착

제 2 일차 

5/27（월）

I斗 리

로 마

전용버스 

AZ333
09 ： 00
16 ： 40
18 ： 40

파리시내 명소견학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출발
로마공항 도착

제 3 일차 

5/28（화）

로 마 전용버스 09 ： 00
17 ：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종합품목 전시

제 4 일차

5/29（수）

로 마 전용버스 09 ： 00
17 ： 00

로마 국제무역 박람회 참관

제 5 일차 

5/30（목）

로 마 

밀라노

AZ084 10 ： 00
1 1 ： 05
18 ： 00

로마출발

밀라노 도착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제 6 일차 

5/31（금）

밀라노 

뒤 셀돌프

전용버스

AZ 448
09 ： 00
19 ： 50
21 ： 15

밀라노 디자인명소 및 업체견학 

밀라노 공항출발

뒤셀돌프 도착

제 7 일차

6/ 1 （토）

뒤 셀돌프 전용버스 09 ： 00
17 ： 00

PAPR0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포장재료 및 보조재료, 

포장디자인, 포장설비 

및 공정설비, 보관 및 

취급설비 등 전시

제 8 일차

6/ 2（일）

뒤셀돌프 전용버스 09 ： 00
17 ： 00

PAPR0 '91
（국제포장기자재 전시회）참관

제 9 일차

6/ 3（월）

뒤셀돌프 

프랑크 
프르 트

LH121
KE 906

11 ： 35
12 ： 20
14 ： 10

뒤셀돌프 공항 출발

프랑크프르트공항도 착 （ 경유 ） 

프랑크프르트 출발

제 10일차

6/ 4（화）

서 울 10 ： 40 서울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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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디자인•포 장

□ 일본의 산업디자인 동향

日本의 기업디자인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최근들어 일본기업의 제품생산에 대한 견해가 

급속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 주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산업최선진국으 

로서의 일본기 업 이 사회 - 문화에 공헌해야 한다 

는 사명감을 갖기 시작한 일이고, 둘째는 지구 

및 생태환경 문제의 확대에 의한 기업의 생산자 

세가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점, 셋째는 이미 

성숙된 소비자에게 과연 어떤 제품이 받아들여 

질 것 인가 ? 라는 소비자성 향 그 자체가 파악되 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뭏든 이 모든 문제는 

넓은 의미로서의 일본기업의 디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임에도 틀림없다.

그러면 현재 일본기업의 디자인은 어디까지 

와있고 생산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는 안고 있는 

가? 전환기를 맞은 일본기업의 디자인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일본기업에 있어서 기술주도형이라는 가전제 

품의 제품생산은 당초부터 기술우위 형 이었고 초 

기 당시에는 기술이 주가되고 디자인이 그것에 

따른다고 하는 구도가 강했다. 그것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품의 질을 비교적 의식한 제품생 

산의 개발자세가 증대하였고 70년대에는 해 외시 

장개척에 따른 마케팅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외국의 바이어와 상담할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 

이너가 동석하였고 Life Style에 맞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그 즉시 현지로 건너가 

현지의 Life Style을 보고 귀국, 제품을 생산수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의 영향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80년대에는 마침내 경영전 

략과 整合하는 기업디자인이라는 수준까지 심화 

되었다.

한 일본의 디자이너는「제2차대전이후 일본기 

업이 빠른속도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기업이 디자인을 기업경 

영속에 정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제품생산이라는 수준에서는 옛날도 지금 

도 기술은 디자인과 對等以上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품을 둘러싼 諸事情의 해 

석을 제품생산에 앞서 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국 디자이너의 역할로써 전문적인 메카니즘의 

말보다 디자인의 방향으로부터 제품을 이야기하 

고 화제가 되는 일이 많아졌고 그곳으로부터 살 

아있는 디자인우위형 제품생산의 이미지가 정착 

되었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核이 되는 Vision을 그리는 능력

早川電氣工業으로 시작. 일본국내의 유수의 

가전업체로 성장한 Sharp社의 사까시라 기요시 

디자인본부장은 일본의 한 디자인잡지와의 좌담 

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당사의 경우는 세간에 없는 물건을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있었다. 그 제1호가 테이프 

레코더 였고 다음은 트랜지스터라디오였다. 그러 

자 디자인하는 측（側）에도 前例없는 새로운 형 

태의 디자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창업정신은 

현재까지도 강하게 남아서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의 최대의 테마는 독창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세간에 없는 물건을 만 

드는 것 뿐만으로는 현상황에 비추어보면 불필 

요한 작업이다. 기업간의 기술차는 근소하게 되 

었고 그것은 결국 성능의 경쟁이 된다. 일본의 

모든 산업은 개선과 개량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개선과 개량에 대해서 달성해야할 

목표를 언어와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은 우수한 Team Work과 효과적인 분업 

체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이 기업을 

효율과 능률의 System化 해버렸다. 그러나 이것 

도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장애가 되기 시작한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른 점에서 엔지니어가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디자이너측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의 有 

効利用을 제안한 것이다. 예를들면 Data Desk

man, 업무전용이었던 CD-ROM은 소비자용으로 

서의 기능, 형태, 크기 등을 시사한다. 기술자는 

記錄密度, 信賴性이라고 하는 레일위에서만 달 

리고 있었으나 디자이너의 제안의 현실성을 이 

해하고 개인용 CD—ROM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생 각해보면 計劃, 企劃이 라고 하는 것은 그리는 

것에 있지 결코 쓰는 것은 아니다. 개발의 核이 

되는 Vision을 눈으로 보이도록 그리는 일이 디 

자이너의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독창성의 문제

일본 최대의 전자시장인 동경의 아끼하바라, 

오오사까의 니혼바시의 진열장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가전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日製라고는 하지만 각社로부터 

생산된 제품들은 대체로 유사한 상품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 이를 분석해보면 우선 마케팅 측 

면에서 Target user 즉 대상소비자의 분할을 엄 

밀하게 하면 할수록 각사로부터 생산되는 상품은 

균질화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일본의 기업간에는 

생산기술력을 서로가 잘 파악하고 있고 어느 부 

분에서는 共有하고 있기도 하다.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진도 같은 대학에서 비슷한 수업을 받았고 

공통된 화제를 갖고 정보를 홉수하고 있다.「역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승리한다」라는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기업체는 유행 

정보의 빠른 흐름과 세찬 경쟁속에서 같은 대상 

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닮아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구미의 메이커에는 

각社의 스타일이 있지만 일본의 기업은 변신이 

빠르고 개성을 잃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의 기업을 성장시켜온 요인인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Sony社의 전략본부장인 

와따나베 히데오씨는「메이커의 Identity의 문제 

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요컨데 Identyty유 

지에만 치우치다 보면 반드시 경영의 주도권을 

타사에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한다. 또 그는 

Sony社의 젊은 디자이너에게 「메르세데스나 

BMW는 企業의 개성을 물론 갖고 있다. Sony도 

그들과 같은 신념을 갖고 우수한 디자인을 해주 

길 원한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하나의 Style만을 

고집하면 곤란하다. 메르세데스나 BMW의 승용 

차 시장점유율은 겨우 4.2%에 불과하다. 4%의 

시장점유율로 만족한다면 개성적인 디자인은 가 

능하다. 그러나 전자메이커는 그것으로서는 타 

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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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산업에는 회로설계에 수억이 들고 

생산설비에도 많은 자본이 투여된다. 따라서 이 

러한 개발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거래량에서 회 

수할 것인가가 테마가 된다. 결국 Electronics산 

업의 숙명으로서 시장을 점유하지 않는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일본기업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

기업의 전략부대로서의 디자이너群

지금 일본의 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문제는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Identity의 문제임에는 틀 

림없는 것 같다. 현재는 바야흐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바탕이 되어왔던 바우하우스 

또는 미국 초기의 Identity의 문법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의 바우하우스 시대에는 Iden

tity 는 없었다. 메카니즘 뿐이었다. 60年대이전의 

디자인 문법에 지금까지 매달려서 구성원리, 화 

면분할을 하고 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 

각지는 않으나 상황은 벌써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역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보고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저녁시간이 되면 다다미 

위 에서 일본차를 음미 하면서 우주위 성으로부터 

보내오는 화성의 영상을 본다. 그 현실은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디자인의 Paradigm（기준）에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손안에 있는 것은 르네상스 이래의 원근법 

이라고 하는 불안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작년 “Design Year” 이래 갑 

자기 디자인이 확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 

인이라는 언어만으로 유통되고 다자인의 전문적 

인 존재의식과 역할이 방치되고 있다. 즉 전문 

디자이너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디자이너란「그리는 일」이 

직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언가 그린다는 것, 

그것은 곧 기업의 구조를 그리는 것이다. CI라는 

레벨이 아닌 기업이 활역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도. 그것이 CD（Corporate Dynamics） °]14.

그러나 Image base는 그릴 수 있어도 기업의 

계획과 의도를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는 일본내 

에도 그리 많지는 않다. 조직이 분업화하고 직 

인화（職人化）하고 있다. 유명자동차회사인 포르 

쉐는 엔지니어인 동시에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기업은 그러한 움직임을 현 

행의 조직체제 밑에 실현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조직을 초기의 미분화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색다른 정보와 지혜를 가진 인 

재를 투입, 작업을 진전시킨다. 교육심리학, 정보 

공학 그러한 정보를 디자이너가 입력하고 디자인 

언어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부서는 디자이너들 

만의 場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대 

기업은 판매촉진전략본부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 

다. 디자인센터가 아닌 기업활동의 지표를 제시 

하는 일이 주업무가 되는 것이다. Sony社의 전 

략본부의 경우 320명중 디자이너는 불과 120명 

뿐이다.

단지 그림을 그리는 일만으로 디자이너는 기 

업의 기획을 그릴 수 없다. 전문지식를 가진 Ge- 

nerallist가 아니 면 디자인을 핵으로한 제작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 에 그들은 세 밀한 

일까지 보살핀다. 예를들자면 쇼핑백에 관한 시 

안, 채용, 제작 그외에도 빌딩의 인테리어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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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 기업의 이미지에 관계하는 디자인요소를 

직접 담당한다. 심지어 미국 브로드웨이에 걸릴 

광고 등도 현지까지가서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일본의 20세기는 이미 끝났다

일본기업에게 있어 20세기는 80년대에 끝났다. 

90년대부터는 21세기가 시작되었고 디자인이 사 

회를 선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거기에는 도 

시를 중심으로 공간, 영상의 영역이 주목, 확대 

된다. 제작의 방향으로서는 기능의 内在化의 진 

보. 예를들어 음성입력 타이프라이터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Hard의 메카니즘은 눈에 

띄지 않는 금고속으로 모습을 감출 것이다. Elect- 

ronics의 영역으로부터 光의 영역으로서의 기술이 

벌써 1단계 진보되어졌고 보다 작고, 가볍고, 빠 

르고, 고밀도화 한다. 90년대 일본기 업들은 개선, 

개량보다도 대폭적인 변화, 미지의 제품, 미존의 

제품을 앞다투어 출현시킬 것이다.

여 기 서 또하나 주목해 야할 사실은 즉, 세 계 화의 

진행이다. 세계화가 된다는 사고의 일반화가 발 

달한다는 것이 아닌 역으로 개성화를 의미한다. 

개성화라고하는 현상이 바로 세계화인 것이다. 

예를들면 공산권에도 개성화시대가 열리고 사회 

체제가 다양화한다. 도시도 세계화하고 인간과 

인간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는 다만 물건이라는 것 만으로 성립하고 있던 

문화로부터 물건과 정보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장소에 서 있는 산업이 힘을 발휘 

한다.

Sony社의 경우 이전에는 시장의 어느곳이든 

디자이너를 파견해서 그 시장에 맞는 제품특성을 

파악 수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자극적인 

도시 밀라노, 런던, 파리, 베를린 등지에 디자이 

너를 두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이 탈리 아의 어느 

스테레오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밀라노風의 형태 

로 제작, 일본에 판매한다. 그러자면 이탈리아 

분위기와 함께 Sony다운 제품이 요구된다. 그때 

이탈리아 디자이너 중에서 sony다운 인재를 픽업, 

함께 개발한다. Sony社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일 

본기업은 금후에도 이러한 개발자세를 존속해 

나갈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오늘날의 일본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근간 일본기업은 종래의 디자인의 개념에 포 

함되어 있지않던 영역의 정보량이 급속히 증대 

하고 있고 그에대한 일본기업들의 반응은 민감 

하게 나타나고「디자인은 물건에 관한 것이다」 

라는 바우하우스 이래의 사고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비단 일본뿐만의 추세라고는 볼 수 

없지만 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하게 

외부로부터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의 여지가 없 

다. 이 상황에서 색이라든가 곡면, 디테일에 집 

중하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 

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제부터 다가올 시대의 충분조건은 무엇인 

가? 해답은 일본기업도 갖고 있지 않다.

세계최강의 일본가전메이커.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주시하고 있을 뿐 

이다.

〈일본 해외통신원 제공〉



□ 스페인의 수출산업과 디자인동향

스페인의 수출주역-자동차, 기계, 설비산업

스페인의 자동차, 기계, 설비산업은 1970년대 

이래 스페인 수출산업의 주역을 맡아왔다. 1989 

년도에는 승용차 164만대, 중장비를 포함한 상 

용차 41만대를 생산하여 이중 승용차 93만대, 상 

용차 19만대를 수출, 이태리에 이어 세계 저】6위의 

자동차 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계 및 기계설비부분은 1989년도에 미화 

200억달러 어치를 생산, 이중 70억달러 어치를 

수출하여 당해년도 스페인수출의 16퍼센트를 점 

하였다. 이로써 기계 및 기계설비분야는 15퍼센 

트를 차지한 농산품 및 식품가공을 앞질러, 20 

퍼센트를 차지한 운수장비 분야에 뒤이어 두번 

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공장자 

동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업체들의 높은 투자증 

가로 기계설비산업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부품, 

전기전자부품, 소재, 컴퓨터 주변기기분야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어 차후 유럽의 최대 부품 및 

반제품 공급 국가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금세기 최대의 박람회로 기억될 세빌랴 

Expo '92가 유서깊은 세빌랴시 과달키비르강 하 

상 라一카르투하 섬에서 열리게 된다.

215헥타르면적에 세계 101개국이 국가관으로 

20여개 국제기관이 독립관으로 참가하는 이 박 

람회는 '92년도 4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세계인은 과거一현재一미래로 연결하는 

“인류발견의 신기원”을 테마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스페인의 디자인一도전과 심미의 미학을 산업에 

접목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로 예술사의 첫장을 열 

어온 스페인의 예술은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 

야 그리고 피카소, 미로 달리로 이어져 건축의 

가우디와 함께 항시 기존의 틀과 규격을 뛰어넘 

는 파격과 도전의 새로운 미학을 제공하여 사고 

전환과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해왔다. 자유주 

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분방한 사고력,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 항시 도전과 새로운 발견을 추구해 

온 스페인의 예술정신은 오늘날 전통적인 유리, 

도자기, 금속공예 및 가죽, 타피스트리, 석재조각, 

고전가구 등에서 뿐만아니라 생활용품, 실내장식, 

건축, 자연, 섬유, 가죽을 소재로한 패션과 귀금 

속제품 나아가 산업제품에서도 기능성과 심미성 

이 조화된 스페인의 디자인에서 그 특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일본 대기업, 디자인 공동연구 추진

일본의 유명 대 기 업 인 Canon, Hitachi, NEC, Ni

ssan, Sony 5개 사는 디자인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Tokyo Design Network(TDN)설립에 동의 

하였다.

이 TDN의 집행위원회는 이 5개사들의 디자인 

개발 담당자들로 구성되었으며 Canon사 R&D센 

터의 산업디자인 고문인 Hiroshi Shinohara가 의 

장으로 선출되었다.

디자이너들의 연구활동과 교육개선을 위한 프 

로젝트 개발을 위한 관련기술자, 디자이너, 생태 

학자, 철학가들이 모여 국제화사회에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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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는 일본의 전통, 21세기에 상품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 신제품 개발 콘셉트, 디자인과 기 

술개발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비공식 회의도 개 

최될 것이다.

이들 5개회사들은 상업적으로는 비록 경쟁대 

상이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상호협력으로 제품디 

자인 개발 활동에 있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년여 동안 준비를 

하였으며 동경지역의 20〜30개 회사가 더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산업 디 자인 진홍회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의 회장인 Teiichi Naga- 

mura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디자인 콘셉트의 범위가 커지고 특히 90년대는 

제품뿐만이 아닌 사회 그 자체가 디자인의 세대 

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WP0의 포장산업 육성 3개년 계획

범세계적인 포장기술개발 및 관련지식•정보 

전파 등을 위 하여 세 계포장경 연대 회 (World Star) 

개최를 비롯 각종 연구진홍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포장기구(WPO)는 개발 

도상국들의 낙후된 포장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 - 발표하였다.

1•기간: 19927994(3년)

2. 자금조성액(목표): $6265,000

(전세계 포장재료, 포장기계 年 매출액 약 $5, 

000억의 0.001%)

3. 참여기관/단체 : 각국정부, WPO회원, 국제기 

구, 관련기업체

4. 주요사업별 소요예산

O 사업담당직원, 전문가활용 및 사업담당직 

원 인건비 : $4,910,000(78%)

O 조사 및 유인물 발간 등 : $250,000(4%)

O 교육연수(강사교육, 교재개발 등) : 

$480,000(8%)

O 장비구입(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475,000(8%)

O 기타(통신, 장비유지, 잡비): 

$150,000(2%)

5. 기대효과

O 개발도상국들의 포장기술향상

O 포장관련 환경문제 해결

O 식품의 폐기 감소

。식품 및 상품의 유통개선

- WPO는 Professional Associate Memberf- 

모집하고 있다. 회원비는 1년 $250이며 

격월간지 인 World Packaging News Bulle・ 

tin과 계간지인 Packaging International을 

제공한다.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 문의 : 41 Avenue De Versailles 75016 

Paris France Tel(33-1)42 88 2974

□ EC 국가들의 포장동향

미국정부는 자국내의 제조업자들이 '92년도 

EC통합에 따른 새로운 포장법규의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력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 

성의 Don Wright씨는 말하고 있다.

몇몇의 미국내 제조업자들은 EC단일시장 프 

로그램이 92년도에 완결될 때까지는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Wri- 

ght씨에의하면 몇개의 법규가 이미 채택되어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출업자(특히 중소규모)들에게는 12 

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으로서 '89년도 EC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8백7 

십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전체 수출액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완제품으로서 이 

것은 농산품 수출량의 10배였다.

EC의 12개국들 사이에는 제품의 안전한 운송, 

포장라벨과 환경보호 요소 등이 포함된 포장의 

표준화와 제품포장의 시험기준이 확정되고 있으 

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는 전체적으로 표준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 

서는 맥주나 소프트음료 포장에 캔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성 유리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태리에서는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의 10 

%가 수집되어야 하고 스위스에서는 음료포장 

용기로 알루미늄, 틴플레이트, PVC재료 사용의 

금지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알루미늄 캔제조를 기피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에 환경보호성이 가미된 혁신적인 재료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신 포장재의 물리적 특성

지난 15년동안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세계의 

많은 포장관련 제조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왔 

다. 이것은 플라스틱의 가벼움과 내파열성, 1회용 

포장재로서의 경제성 등이 그 이유였으나 최근 

에는 기능성도 부가되고 있다.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용기는 주로 pe,

PVC, PS였으나 근래에 PP, PET, PC와 같은 수지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지재료들은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블로우 몰딩, 인젝션 몰딩, 스트레치 몰딩, 

공압출 몰딩, 열성형 등에 의해 기능성이 가일 

층되고 있다.

현재는 생연신 과정이 개발되어 용기에 더 나 

은 내구성과 차단효과를 주고 있다. 수년전에 

개발된 고차단용 수지인 PVDC(Polyvinyldene 

Chloride)는 열에 민감하여 압출가공이 어려웠으 

나 Dow Chemical사가 새로이 개발한 열성형 기 

술로 PP/PVDC/PP(or PE, PS) 구조의 다층 쉬트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PVDC가 Q와 HQ에 대한 단하나의 

고차단 수지 였으나 일본에서 개발된 MXD6(mo- 

dified nylon by poly condensation of metaxylylene 

diamide with adipic acid) 오｝ 미국에서 개발된 Sa

ran Ma(PVDC), Selar Pa(modified nylon), Selar 

OH+(EVOH) 등이 보급되고 있으며 가스 차단 

포장용기재로는 EVOH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 며 Polyvinyl alcohol0] 차단성은 더 높지 만 

단지 필름으로만 제조되고 있다. EVOH는 가스 

차단성을 파괴하는 습기에 대해 아주 예민한 반 

응을 보이지만 건조시에는 본래의 차단 특성을 

회복하며 식품의 향기와 맛을 우수하게 보호할 

수 있다.

MXD6은 EVOH보다 산소투과성이 약관 높지 

만, 습기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LAR PA는 EVOH보다 산소투과성이 많이 

높지만 습기가 가스 차단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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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AR OF 는 EVOH보다 Q투과가 더 높으나 

습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5% 습도에서 최 

고의 02 차단재는 EVOH32이 며 （현재는 EVOH 27

표 1

12

p 1.0

寺08
8 £ 0.6

i().4

75% 
Relative 
Humidity

100% 
Relative 

Humidity
1R• 

2 읃
m

러
외
키

園키
 

25
加

15
10

-23°C 에서 검사된 고차단 수지들의

d차단 특성

표 2

이 최고임） 100% 습도에서는 Saran MA, 그 다 

음이 Saran Vinyl이다.

습기에 민감한 EVOH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습기차단 재료인 PP와 같은 재료를 라 

미네이트하거나 습기가 EVOH층에 도달하기 전에 

습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조층의 배접등이다.

표 2는 PET와 비교한 다양한 수지들의 02 차 

단성과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변화이다.

표에서 보듯이 차단수지들은 각기 다르게 온 

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고습상태에서 즉 

MXD6은 아주 적은 영향을 받으나 EVOH는 그 

반대이며 PVDC는 온도의 오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표 3은 30°C 온도의 각기 다른 습도에서 산소 

투과성을 나타낸 것이다. 즉 Nylon 재료들은 습 

도에 영 향을 받으며, Selar PA는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02 차단성 이 우수해 지나 PVDC는 그반대 이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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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다양한 재료들의 개발로 고차단성 

용기에 대한 수지의 선택을 넓게 하고 있다. 다층 

쉬트재료의 열성형가공은 일반수지(PE, PP, PS) 

와 PVDC, Saran MA, EVOH와 공압출로 제조된다.

。2와 C&의 차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 

법으로는 PET용기에 PVDC를 코팅(영국에서 특 

히 많이 사용됨)하는 것으로서 영국에서는 

PVDC를 바깥층에, 일본에서는 가공비용이 더 

비싸나 우수한 차단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 

쪽층에 코팅 하는 방법과。2차단이 PVDC보다 높 

지만 EVOH보다 낮은 PAN(Polyacrylonitrille) 수 

지의 압출 블로우 몰딩 방법 등이 있다.

표 4는 수지별。와 HQ의 투과성을 나타낸 

것이다.

O2cm3/mil/100m224hrs/atm/23t /0% HR

HQ : grs/mil/100m224hrs/38°C 90% hr

표 4

Resins 02 H20

EVOH 0.01/0.09 1.4/3.8

PVDC 0.15 0.22

MXD6 0.10 —

PAN 0.8 6.1

OPA 1.78 10.2

PET 5/10 2/4

PVC 8/15 2/3

PEhd no 0.5

PC 265 75

PP 450 0.5

□ 90년 일본 포장콘테스트 우수상 수상작

일본 포장 협 회 (JPI)의 후원으로 포장의 진흥, 

기술 개발 등을 일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2년 

마다 개최되는 일본 포장 콘테스트(Japan Paca- 

ging Contest)의 수상작(43개)중 우수상으로 선 

정된 작품은 아래와 같다.

■ 일본상공회의소회장상

워드 프로세서용 리본 카세트 포장

(주) 샤프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 (Word Processor) 리본 

카세트의 용도를 소매상에서 다량으로 다루는 

종래의 사무용품적인 위치에서 개인용품적인 품 

목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포장의 특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쉽게 팔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워드 

프로세 서 리본 카세트의 상품 특성 에 효과적 이 며 

흥미를 끄는 독특한 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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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포장기술협회회장상 

포도주 선물용 포장

Nabatame 디자인 사무실새Cikkoman사/共同印 

刷 （주）

작은 마분지를 이용한 여닫이 상자의 형태이며, 

수입산 포도주 2병을 동시에 포장하는 간단한 

선물용 포장이다. 포장 중앙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파티용이나 선물용으로 좋다. 

또한 이것은 여 섯 병들이 셋트 포장도 가능하다.

■ 일본무역진흥회이사장상

포장안내문을 포함한 타이어 밀봉포장

（주）Heisei Polymer/（주）Yokohama Rubber

이 포장은 종전의 종이포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전자동 포장 기능

2. 개봉이 간편함.

3. 오랜 이동기 간에도 포장이 느슨해 지 지 않음

4. 투명하므로 내용물의 식별 용이

■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상

코가콜라 350ml 캔 6개들이 포장

（주）Toin/（주） 일본코카콜라/McCann-타 ick- 

son Hakuhodo

휴대용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래와 같은 3가 

지 특성을 가진다.

1. 과거의 상품에 비해 공간을 최소화한 6개 

들이 휴대용 상품

2. 정삼각형의 모형이기 때문에 육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진열이 가능

3. 휴대가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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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PACK '91 성황리에 폐막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와 대 한무역 진흥공사가 공 

동으로 주최한 Seoul Peak '91 이 4월 23일부터 27 

일까지 11개국 139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종합전시장(태평양관)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장기계를 비롯 

하여 각종 포장재료 등이 전시되어 국제적인 포 

장전시회로서 우리나라의 포장산업 발전의 계기 

를 마련하였다.

■ 전시현황

구 분 품목 수

• 포장재료 및 용기 88

• 포장기계 및 부품 190

• 포장재 가공기기 23

• 물류관련 기자재 15

• 기타 관련기기 11

계 327

1987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포장자재 및 

용기의 생산액은 1조 8,897억원으로 국민총생산 

액 (GNP) 의 1.94 %를 점유하고 있으며 포장의 

역할 또한 종래의 상품보호기능과 수송상의 편 

의성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 원가절감과 판매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그영역이 확대되어가 

고 있다.

이러한 포장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개최된 서울팩(SEOUL PACK)은 상호 비교 전 

시를 통한 신소재 또는 신제품 개발유도, 포장 

기술 향상 및 포장의 적정화 촉진, 포장기계화 

촉진으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 상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증진, 물적유통의 합 

리화로 물적유통 경비절감, 국내포장산업의 활 

성화 유도를 위하여 198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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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오던 KOR—PACK의 명칭을 서울의 국제성을 

홍보하는 취지에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포장기자재의 

동향을 비교 • 파악, 해외의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신규거래선의 발굴, 기 

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케 하였다.

■ 개최성과

구 부 KOR PACK '85 KOR PACK '87 SEOUL PACK '89 SEOUL PACK '91

1. 개최기간 '85611—6.16

（6일간）

'874.7 - 4.12 

（6일간）

'89.427-5.1

（5일간）

91.423-427 

（5일간）

2•장 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전시장 （KOEX）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전시장 （KOEX）

한국종합전시장 

（KOEX）

한국종합전시장 

（KOEX）

3•주 최 KDPC/KOTRA KDPC/KOTRA KDPC/KOTRA KDPC/KOTRA

4•전시면적 3,744（1,708）S/M 3,744（1,708）S/M 5,184（2,650.5）S/M 7,076 S/M

5•참 가 • 국내 : 54 • 국내 ： 57 • 국내 : 63 • 국내 : 77

업 체 수 • 해외 ：38 • 해외 ： 32 • 해외 : 55 • 해외 : 11

（전시기준） • 계 ： 92 • 계 ：89 • 계 : 118 • 계 :88

6•해외업체 미국, 캐 나다, 서독, 

프랑스, 덴마크, 일본 

대만, 태국（9개국）

미국, 서독, 스위스, 

덴마크, 일본, 대만, 

태국, 핀란드, 싱가폴 

（9개국）

덴마크, 미국, 서독,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일본, 

홍콩（10개국）

독일, 대 만, 덴마크 

미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태리,일본 

（11개국）

7.해외바이어 400명（21개국） 514명（30개국） 594명（46개국） 149 명

8•국내 참관객 36,968명 39,911 명 25,578명 20,691명

9. 참가업체 

거래실적 

（1,000 us$）

• 상담액 : 6,696

-내수 : 4,293

-수출 : 2,403

• 계약액: 1,254

-내수: 1^31

-수출 : 23

• 상담액 : 13,400

-내수: 12210

一수출 : 3,190

• 계약액 : 2,020

-내수 : 2,020

-수출: 490

• 상담액 : 58,530

-내수 : 57,960

-수출 : 570

• 계약액 ： 1,804

— 내수: 1,486

-수출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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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額 자료명 내 용

Asian Sources Gifts & Home Products

Asiamag. Ltd.

Hong Kong

월간

'91

• 카펫트 양탄자一필리핀 : 직물과 염료를 사 

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대처一인디아 : 전통과 

현대 모델의 조화. 임금상승一중국 :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모직에 수를 놓은 제품 생산 

-태국 : 수입재료의 사용, 품질 향상 도모 

램프一중국 :안전표준의 디자인제품개발一 

필리핀 : 최고급의 제품생산 주력, 가격안정 

— 태국 : 중국 및 고급 제품 시장에 맞춘 디 

자인 개발一인도 : 새로운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현대감각의 제품 요구에 대처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mag. Ltd.

Hong Kong

월간

'91. 3

• 라디오 카셋트一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CD를 장착한 모델의 

수요 급증으로 경쟁 치열

• 헤드폰一디지탈사운드 모델과 가벼운 모델이 

선호

ICSID News 

'91. 2

• ' 91 ICSID Congress 9월 유고 루불리 아나에 서 

“교차로에서一세계의 변화, 변화의 세계” 주 

제로 개최

• 브라질 산업디자인 동향

- 디자인의 실질적 본질을 갖춘 우수디자인제 

품

• 라틴아메리카 지역 멕시코 디자인의 발전과 

전망

• ICSID회원인 브라질의 DETEC와 대만의 CE- 

TRA 소개

-14-



額 자료명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3

Industrial Design

社團法人日本夕久卜

Japan 

격월간 

'9L 12

내 용

• Portex 가을/겨 울,' 91/92—포르투갈,' 90년도 

의 의류산업 '89년도와 비교하여 30% 증가

- '90년도 이탈리아의 아동용 야외복 생산중 

가

• '92년 봄/여름 남성용의류一그래픽 패턴과 

고품질섬유, 고전풍, 체크 - 겨자무늬선호 전 

망

• 세계 최고 폴리에스터 생산사인 Hoechst, 유 

럽최고의 폴리아미드 생산사인 ICI Fibres, 

Lenzing AG, Novaceta, Rhone, Poulenc, Saiafi- 

bre Spa회사들의 섬유 생산 및 디자인 개발 

동향

• '90년대 남성의류 제조용 섬유一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등의 생산전망

• Chanel, Lanvin Valentino, Christian Dior 등 

'91 년도 봄/여름 파리패션 순한 느낌의 감각 

선호

• '91 년도 밀라노 겨울 남성용 의류, 전통 색 

가미한 핸드니트류 선호 예상

• 2차대전이후 일본의 유럽디자인에 대한 관 

심과 수출정책으로 산업디자인의 역할고조一 

21세기를 향한 산업디자인 개발 콘셉트

• 이미지와 제품一디자인 역사의 영향

• 산업디자인의 목표화 경향

• 디자인의 미래프로그램一디자인 전략의 개 

발, 문화적 명령, 자동차산업의 시나리오, 경 

영으로서의 연구, 연구로서의 경영

• 과거 20년간 디자인 방법론의 변천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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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

细 자료명 내 용

문제의 구조, 디자인 활동의 본질, 디자인

방법의 철학

Car Styling 

三榮書房

Japan 

월간 

'91・ 3

• 금년 1월 동경에서 개최된 자동차 모델링 

경연의 우수작품一Holden Clay, Toyota Mo

deling Group 등 소개

• Chevrolet Monte carlo, Pontiac Proto sprot4, 

GM Corporate GX3, Ford Contour, Chrysler 

300, Dodge Neon, Toyota IDR/ASC 등 세계 

최신형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성능

• '92년 국제 자동차 디자인 경연소식

IDEA 

誠文黨新光社

Japan 

격월간 

'91. 3

• 광고, 편집, TV, 그래픽 등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New York Art Directors Club Awa- 

rds에 10,000여 작품 접수

• 국제 CI전략 디자인 용역회사인 Lloyd Nor- 

thover의 Courtaulds Textiles와 Perkinks사의 

CI 작품

Fusion Planning

（株）學習研究社

Japan

월간

'91. 3

• FP 지 미국 Universal Studios 방문

• 기업과 예술사이의 새로운 관계

• 다품종 소량생산 개성화시대의 기업디자인 

연구

• 이태리의 산업디자인 동향

JEI

Dempa Publication

Japan

월간

'91・ 2

• 해외수출시장 전략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Clarion의 자동차 스테레오 및 CD프로젝터

• AIWA CD 라디오 카셋트 기술의 최신 시스 

템一CSD—SR 시리즈一

• SHARP의 Twin—Cam 구조의 라디오 카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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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 자료명 내 용

의 소형디자인 개발

• 사용의 다양화를 개선한 SONY의 휴대용 

CD 플레이어

• 데스크탑이 선호되고 있는 소형 오디오 시 

스템 시장

• Canon의 팩시밀리, 전화, 프린터, 퍼스널 컴 

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HD40

Packaging

Cahners Publication 

USA 

월간 

'91. 3

• 미국의 1회 용 식품소비증가로 포장재료 개 선 

동향

•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튜브의 필링과 실링 

기계 선별에 영향을 주는 튜브의 점성, 라인 

속도, 생산성등과 필링과 실링의 기능

• 변조방지기능을 장착한 재활용 판지를 이용 

한 접음상자 포장

•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92년 2월 개최되는 

Packintec ‘92 소식

Packaging Review South Africa

The Communication Group

South Africa

격월간

'91. 1/2

• 남아프리카 공화국 Expandite사의 식품포장 

용 고수행 접착제와 Hot M이t, 수성솔벤트 

접착시스템의 봉함기능

• 골판지, 판지/종이배접, 유연포장용 라벨링 

재료를 위한 접착제 사용기술

• 국제기준에 맞춘 Self Adhesive 라미네이트

• 의약품포장에 크게 사용되는 블리스터 포장 

의 장점과 경제성

• 마케팅 개선과 포장비 절감을 위한 블리스터, 

스킨 포장

• 남아프리카에서 크게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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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료명 내 용

이미지 창조를 위한 흘로그램

• 포장용 PVC 필름 사용 동향

Packaging India

India Institute of Packaging

India

격월간

'90. 12/91. 1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 Pte Ltd

Singapore

월간

'90・ 12

• 제품명, 일러스트레이션, 색, 복합 타이포 그 

래 팩등의 디자인시도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역할을 하는 포장

• 커팅, 스코어링, 폴딩, 접착으로 2차원의 판 

지를 3차원으로 접는 고형용기인 폴딩카톤 

제조 과정의 과거 현재 미래 동향

•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포장에 대한 기능성 

요구와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갖춘 포장광고 

와 마케팅 변화

• 유연 플라스틱 필름의 새로운 기술

• '90년대의 금속캔, 접음상자, 연포장 등의 

역할一보호, 구매동기부여, 이익, 실용성 식 

품포장에서의 브랜드명, 일러스트레이션, 색, 

포장검사, 창조등의 디자인 개선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사용 가능한 금속 포 

장용기 一알루미늄 호일 신속한 요리시간, 비 

독성, 용해되거나 타지 않음, 열가열시에도 

고형성 유지 一10（頁: 〜400七의 온도에서 견 

딤, 경제성, 크기 및 디자인의 다양성

•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뉴질랜드의 사과쥬스 

산업 슈링크 봉함의 변조방지장치와 바코딩 

시스템

• ' 91년 8월 개 최 되는 Production Malayssia ' 91 

소식

• 인도네시아의 파인애플 캔포장 산업 생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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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료명 내 용

대

• 듀폰사 새로운 고수행 수지 개발一NUCREL 

060PHS

• Acid Copolymer, NUCREL 수지, Surlyn NWL 

ionomer수지

• 산소차단용 PET 필름개발의 새로운 기술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3

• 세계 최대의 펄프• 목재산업지역인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새로운 펄핑 프로세 

스로 최근에 크게 증가되고 있는 베네쥬엘 

라의 펄프와 종이산업, 산림조성계획

• 노르웨이의 Norden^elske Treforedling사의 

펄프와 신문지 제조산업一트레이닝, 자동화 

품질관리一에너지를 크게 필요로 하는 펄프 

와 종이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가스터빈 

시스템 개발 연구

• 1980년대 이후 가전제품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의 식품에 대한 요리 

기구로서의 사용증대와 PPO/HIPS(High- 

Impact Polystyrene) 수지의 고수행一 FDA(미 

국 식품 의약품)에서의 사용인정

• 블로우 캐스트 공압출 EVOH의 프로세스

• 종이특성과 관계되는 셀룰로우스의 구조

• 미국 내쉬빌에서 지난 가을 개최된 골판지 

박스 기술 총회 소식

Packaging News

Maclean Hunter Publication

U.K

• 이축 연신 HDPE 필름개발一일본 Tonen Ret

rochemical 사

• Ford Duck Worth사가 개발한 냉장과 리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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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

鱷 자료명

월간 

'91. 3

Food & Drug Packaging 

Edgell Communication Inc. 

USA 

월간

'91.3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2

National News

AIP(Australian Institute of Packaging)

Australia

월간

'91. 2

내 용

트 요리식품의 자동 트레이 봉함기

• 디자인 용역회사 Opus 20 Ltd가 영국 최고의 

와인제조업체 Lanber hurst Vineyards의 회 

사이미지를 개선한 새로운 유리용기와 라벨 

디자인

• 파우치, 백, 랩핑에 사용되는 필름의 더나은 

봉함과 두께 절감의 요구가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자들의 비용과 기능, 요구에 

맞춘 연포장 필름의 개발동향

• '90년대 포장 및 유통업자들에게 요구되는 

포장의 간편성, 유연성, 휴대가능, 환경보호 

기능, 투명성, 판매능력

- ' 91년도 미국포장산업，안정 된 상태 에 서 증가 

둔감 예상

• 일본,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기술선도

• 영국 포장기술협회 (IOP) 지원으로 1982년도 

에 포장관련 디플로마 코스를 개설한 호주 

포장협회 (AIP) 의 새로운 교육과정

• '92년 5월 개최되는 PAKPRINT 소식

Packpia

(株)日報

Japan

• 포장디자인 특허의 기초지식一제품개발의 

아이디어단계, 정보화시대의 지적소유권, 지 

적소유권 법체제의 불평등성, 국제마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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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자료명 내 용

월간

'91. 3

Carton Box

(株)日報，

Japan

월간

'91. 3

包裝技術

JPI (Japan Packaging Institute)

Japan

월간

'91・ 3

인

• 해 외음료포장의 최근동향과 환경보호를 위 한 

수거, 미생물 분해성 - 광분해성 플라스틱 필 

름의 실용성

• 무균 중진 포장기의 특징과 자동화

• 식품포장용 필름의 포장기계 적성⑥ : 인쇄 

적성

• 포장의 사회적 역할과 인식 : 필요공급의 책 

임, 적정포장, 사회적지위향상

• 정보화사회의 물체색의 관리 : 색농도와 선 

명도, 색농도의 계층구분

• 신골판지상자 영업강좌 : 영업전략, 영업조직 

과 교육훈련

• 지기 포장의 디자인과 제조를 위한 CAD/ 

CAM시스템一CAD/CAM의 도입, 지기제조 

공정의 종합화, 포장디자인 통합

• 골판지 상자의 설계제조와 CAD/CAM시스텝 

- 자동설계, 활용방법, 조작교육

• 유리용기 설계제조의 컴퓨터 시스템활용一 

유리용기 제조공정, 금형설계, 용기형태디자 

인과 CAD/CAM, 용기제품화와 형태정보, 용 

기의 CAD/CAM화, 용기형태정보와 특성, 용 

기형태 정보의 일원화, 용기의 CAD/CAM화 

공정

• 선물용품 포장박스의 실태조사결과（平成2年 

度, 199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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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HI)

0 FROG DESIGN — 일본, 1986년 설립 一

• 주소:4一16—7 Takanawa, Minato-ku, 

Tokyo, Japan. 108 & 03-442 - 5558

• 대표자 : Friedrich Frenkler

• 종업원수 : 70명

• 취급분야:산업-커뮤니케이션-회사이 

미지 • 그래픽디자인, 모델메이킹, 프로토 

타입, CAD이미지, 사진, 시장조사활동

• 시설 및 장비 :디자인• 사진 스튜디오, 

모델숌, CAD/CAM

• 연간 100프로젝트개발, 서독, 미국, 일본지 

역에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종 

합디자인 용역업체

• 주요고 객 명 및 개 발품 : Apple computer- 

Macintosh family, Sony—TV frogline, GE 

-Motors, Asics Tigers, Gillette, 3M, NEC, 

OPEL, SamSung.

• Portfolio

O IDEX Corp — 일본, 1976년 설립 一

• 주소 : Minotomi Building, 3_1~1, Shiba, 

Koen, Minato-ku, Tokyo, 105 Japan ® 03 

-431-3101

• 대표자 : Yukio Fukami

• 종업 원수 ： 25명

• 취급분야 : CI 프로그램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미국 Fitch Richardson Smith 사 프로 

모션

• 시설 및 장비 : 조사분석부, 디자인홍보부, 

진흥부, 국제부, 사무국으로 조직

• 연간 7—10 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Ito—Yokada사의 

CI계획 및 포장디자인 Imagica, Saikaya 

Department Store, Nagoya Banle, Kansai 

Bank, Diana shoe store, Fuji Taxi Group 

of Nagoya

• Portfolio

O Jan Tragardh Design-덴마크, 1962년 설립一

• 주소 : Gothersgade 143, DK-1123 Cope

nhagen, Denmark 甘 43-33-111221

• 대표자 : Jan Tragardh

• 종업원수： 4명

• 취급분야 : 제품디자인 및 그래픽디자인

• 시설 및 장비 :종합사무실, 스튜디오, 

CAD/CAM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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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15 프로젝트개발

• 주요고 객명 및 개발품 : Eskofot-copyma- 

chines, Ambu International - Revival Equip., 

Philips-Mobil & Portable telephones,

• Portfolio

O Claessens Product Consultants—네덜란드, 19 

60년 설립一

• 주소 : Van Hengellaan 10~12 1217 AS Hi

lversum, Holland 竜 31-35-210551

• 대표자 : Koen Weimar

• 종업 원수 ： 25명

• 취급분야 : CI 기획, 브랜드이미지, 제품 ・ 

그래픽•인테리어•포장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컴퓨터장비, 프런트 ，목재 

및 금속 Mock-up 작업장, 사진스튜디오.

• 연간 40〜50프로젝트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CI 기획一Mob이1, 

Maxis, Ebas. Heineken Breweries, William 

Grant & Sons, Philips, Swedish Tobacco Co.

• Portfolio

O Multiple Industrial Design—스위스, 1980년 설 

립 一

• 주소 : Rue dela paix 133 CH-2300 LA 

Chaux-de—fonds Switerland ⑥ 039 - 26 

7267

• 대표자 : Remy Jacquet

• 종업원수: 12 명

• 취급분야:산업 그래픽 - 포장디자인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Texas Instnime- 

nts, Seiko, Feller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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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주최 전시회 및 교육안내

기업 디자이 너 보수교육과정

• 목적 : 디자인 전반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 

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 특징 : 一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 소개

• 대상 :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리업무 담 

당자

• 기간:분야별 각 2주

- 제품디자인 : 1991. 6. 10〜6. 21 

（14 ： 00-18 ： 00, 토 • 일 제외）

- 시각디자인 : 1991. 10. 21-11. 1 

（14 ： 00〜18 ： 00, 토 - 일 제외）

•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재비 포함）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

• 목적: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폭 

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 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자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 인테리어디자인

- 포장디자인

• 특징 : 一 인테리어디자인 : 인테리어, 디스플 

레이, 인테리어 소품 등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테리어 프로젝 

트 해결능력을 배양.

• 대상 :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업무 담 

당자

• 기간:분야별 각 1주

- 인테리어디자인 : 199L & 26〜& 30 

（14 ： 00〜18 : 00）

- 포장디자인 : 1991. 9. 2〜9. 6 

（14 ： 00〜18 : 00）

•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 

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 

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을 양성코자 함.

•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 골판지포장:포장기법과정 및 제조 

기법과정으로 분리

- 식품포장: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 

관수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 특징 : 一 심도 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 

로 하는 전문가 양성

-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 대상 : 관련업무 담당자

• 기간:분야별 각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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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포장 : 91. 9. 9〜9. 13

(14 ： 00〜18 : 00)

- 식품포장 : 91. 10. 14〜 10. 18 

(14 ： 00〜18 : 00)

•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교육수강료 할인대상:수강료의

20% 할인

— 센터 등록디자이너

- 포장시험실 회원사

- 한국포장관리사회 회원

- 국공립 단체 및 기관

-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

- 1개업체 5명 이상 신청시

문의처 및 접수처: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교육연수과 

(110-460)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742-2562/3

Fax : 745-5519

ID(Industrial Design)

• ID는 기술개발의 요소이다.

• ID는 생활과 환경의 보다나은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 ID는 제품에 부가가치를 준다.

• ID는 보다나은 마케팅 기회를 준다.

-ICSID-

GD 마크는

우리생활에는 질과 풍요를, 

기업에는 성장을 약속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 

수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가 금년 하반기 

부터 운영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상공부 주관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산업 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시행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에 GD마크를 획득한 

상품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인정 

하게 됩니다.

cr、마크는 디자인포장 진홍법에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상품 선정제에서 상 

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둥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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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The 2nd Transport Design Forum

운송방법의 진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현재 다양한 정보와 디자이너들 

사이에 운송시스템에 관한 know how의 교환이 

크게 진행되고 있다.

'91 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의 

Lugano에서 제2회 운송디자인 포름이 개최되는 

데 이번 콘벤션의 주요테마는 운송시스템의 통 

합과 관련한 산업디자이너들의 역할과 비평적요 

소, 디자인용역과 제조업체 경영진들과의 관계, 

인테리어 디자인이며 세계의 디자인용역회사, 제 

조업자, 전문학교의 드로잉, 스케 일모델 등이 전 

시될 것이다.

- 문의 : Via della Posta 8. CH-6901 Lugano 

Switzerland

Tel ： 091-2071/2, 3

Fax ： 091-227183

The 5th INTERSTDFF ASIA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 섬유 전시회인 Inter- 

stoff Asia가 91 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 

콘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4회는 25개국 303전시참가 

자와 44개국 12350명의 무역관련자들이 참가하 

여 이지역의 직물 프로세싱과 의류제조동향에 

대한 섬유무역 전시회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금년 전시 회는 IWSClntemational Wool Secreta- 

siat）의 후원을 받아 유럽지역의 전시업자와 무 

역업자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으로 스포츠 의류, 

아동의류, 남• 녀 야외복 뿐만 아니라 최근의 

Wool제품이 전시되어 '92/'93년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Isa Hoffman

Tel: 49 69 7575-6174

Fax ： 49 69 7575-6950

종합품목

0 Rome Inti Trade Fain

1） 91. 5. 23-27（매년）

2）이태리（로마, 박람회장） 3）종합품목

4）이태리 최대의 종합박람회 국내 1583, 국외 

235업체 참가

0 West Japan Import Fain

1） '91・ 5（격년） 2）도자기, 악세서리, 식품, 

스포츠, 레 져용품, 완구, 선물용품등 종합품목 

4）서일본지역의 국제화를 촉진 역내유통업 

계에 대한 수입제품의 판로개척 및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입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목적

가구 ・ 실내장식

0 M. F. M/Montreal Furniture Fair

1） '9L 6（매 년） 2）캐나다（몬트리 올, Place Bo

naventure Plais）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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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용가구, 램프, 악세서리 4）무역업자 

에게 공개 출품업체 300개사, 캐나다 최대의 

가구전문전

。Life Style Europe

1） '91. 5. 22〜25（매년） 2）일본（Sunshine Co

nvention Center）

3）가구, 섬유, 직물, 린넨크리스탈 및 유리제 

품 도자기류, 조명, 벽지, 장식 악세서리 4） 

유럽 실내장식 수출업체 중심의 실내장식 전 

문 박람회

0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 11（매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위 

주로 전시되며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0 Wood Mac Asia

1） '91. 10. 8-1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비전반 4）동남 

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0 Inti Funiture Fair Tok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f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기관용가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 

용직물류, 양탄자, 벽지등

보석 ・ 시계 ・ 악세서리 ・ 선물용품

0 Fashion Accessories

1） '91. 7（매 년） 2）홍콩（Convention & E아libi- 

tion Center）

3）보석류, 장식품, 악세서리, 귀금속 4）홍콩 

제조업협회에서 후원하며 갖가지 형태의 보 

석류가 전시됨.

0 Hong kong Int'l Watch & Clock Fain

1） '91. 9. 3—7（매년） 2）홍콩（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3）완제품시계, 시계부품, 악세서리 4）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계전문 박람회

0 Mid-Year Variety Merchandise show

1） '91・ 6. 15—18（매년） 2）미국（뉴욕,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3）선물용품, 가 

정용품, 장난감, 문구, 미용 및 건강식품

4）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 상품전중의 

하나 큰 무역업자 위주로 상담

전기 ・ 전자

。Exhibition on Electricity, Electronics, Robotics 

& Subcontraction & Maintenance of Electric 

System.

1） '9L 5（격년） 2）벨기에（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3）전기 ・ 전자용품 4）무역업자만 공개, 89년 

5월 최초 개최되어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자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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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문전

° Int'l Exhibition on Electronics Components, As

semblies and Production

1） '91.5（격년） 2）중국（북경, China Inti Exhi

bition Center）

3）산업용 로보트, 전자기기, 전자장치를 위한 

장비 및 기술

4）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에서 후원

0 Electrotech

1） '91. 7（격년） 2）뉴질랜드（오클랜드, Show

grounds）

3）전기 및 전자제품

4）'86년 최초개최된 전기전자 산업 전문 박 

람회

0 Intemepcon/Semiconductor

1） 91. 7（격년） 2）말레이지아（Putra World 

Trade Center）

3）반도체, 디자인설비 및 시스템, 반도체 관 

련제품, 콤포넌트

4） 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 

회

。Electric Indonesia

1） 91. 10. 4-7（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전기 및 전자공업 설비, 원동기 및 전원 

공급장치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인니의 각종 전 

자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전시회를 통해 

출품 - 공급되고 있음.

식품 ・ 가공

0 Asia Pack

1） '91. 6（격년）

2）싱가폴 （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류, 원료, 식품가공기계류

。IFT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1） '91. 6. 20-25（매년） 2）미국（달라스）

3）식품장비, 써비스, 식품 4）달라스유일의 

지방식품 써비스 확대를 위한 전시회

。Foodpro/Int1!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전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설비, 식품포장기기, 방 

부재 료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개되며 특히 음식료 

품 포장설비가 집중 전시됨

。INFOMA/Intl Food Processing & Packaging 

Exhibition

1） '91. 5（격년） 2）중국（광동, Inti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기계, 포장재, 포장기기 4）중국 

식품산업 세미나가 개최되며 광동성 정부에서 

후원함.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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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ood Tech China

1） '91. 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 중국식품산업 

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Fine Food/Australian Inti Fine Food & Drink 

Exhibition

1） '9L 9.8T1（격년） 2）호주（시드니, Darling 

Harbour Exhibition Center） 3）제과음료수, 

알콜류, 캔음료, 초콧렛, 과자류, 생선, 과일, 

야채, 건강식품 4）일반관람객 입장이 금지 

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임

고무 ・ 플라스틱

。Int'l Cocoutchouc Meeting with Trade Exhibi

tion

1） *91. 6. 24-27（격년） 2）서독에센

3）관련학술회의도 병행개최되는 고무관련 

산업 전

0 SAMUPLAST/Plastics Exhibition

1） 91. 5（격년）

2）이태리 （Pordenone, Fiera di pordenone）

3）플라스틱 기계류 4）격년제로 개최되는 

플라스틱 산업전문전

0 Taipei Plus/Intl Rubber and Plastics show

1） '91. 9（ 격년） 2）대만（World Trade Center） 

3）원료보완재, 반제품, 플라스틱가공기계 설

비

0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 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 

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플 

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전으로 기계류 전문 박 

람회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11（ 격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계류 전반 4）일 

본최대의 플라스틱 산업전문전

포장재•기계

0 VERPACKING Nurenberg : Trade Exhibition 

for Packaging and Labelling Technology

1） '91. 9（3년） 2）서독（뉴렌 버그, Messezent- 

runu）

3）포장기계 및 장비, 라벨링기계 및 장비 4） 

무역업자위주의 박람회, 포장 및 라벨기술을 

남부독일 바이 어 및 인근유럽 의 관련상들에 게 

전파, 포장디자인의 수여에 부응하기 위한 

박람회

0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91. 10 2）이집트（카이로, Fairgrounds）

3）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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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0 New York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9. 24- 26（격년） 2）미국（뉴욕, Jacok 

K. Javits Convention Center） 3）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0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 '91. 10. 22/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각종 정보가 교환

0 Asia pack/Print/Plas

1） '91. 6. 18-2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 인쇄기겨］, 플라스틱 가공기계 및 

기초원부자재, 완제품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포장 인쇄, 플라스틱 

전문 박람회

0 Japan Pack/Japan Int'l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10. 11—15（격년） 2）일본（동경, Inti 

Trade Fairgrounds）

3）포장기계류, 포장재료, 식품, 가공기계류 4） 

포장기계류 중심의 박람회로 무역업자 상담 

위주로 전시됨

。Taipei Pack

1） '9L 9（격년）

2）대만 （World Trade Center）

3）인쇄기기, 포장재료, 포장기계, 식품 및 약 

품

4）포장공업, 신개발상품을 전시하며 외국바 

이어를 위한 전문 전시회

0 Hong Kong Industrial Trade Fair

1） '91. 11. 19-22（매년） 2）홍콩（Convention 

Exhibition Center）

3）포장기계, 플라스틱 가공기계, 다이케스팅 

및 기계공구, 기타산업 장비, 원부자재등 4） 

각종기 계류 및 원자재를 무역 업자 상담위주로 

전시

우수한 포장（GOOD PACKAGING）

- 식품 및 기타상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유통되도록 한다.

- 식품을 보존하며 그 수명을 연장시킨다.

- 포장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과다한 포장비를 절감한다.

- 천연자원의 이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등 환경문제에 유의한다.

- 새로운 포장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새로운 인구통계, 환경 및 문화적 필요등의 

등의 변화에 대응, 혁신적인 시스템 및 설계를 구상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 포장실무자의 기술, 숙련도 및 능력에 좌우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World Packaging Organization, 세계포장기구一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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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차인 효장청鱼 화원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 미 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從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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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티차인 효창청鱼 회원亦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수탁자료조사서비스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가입 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仆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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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 장

□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제26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가 '91. 5. 10부터 5. 24일까지 15일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통령상의 “제주관광의 효율적 종합정보를 위한 지도 및 시각물 디자인”一 

（상금 500만원）을 비롯한 342점이 전시되었다.

* 출품 및 전시현황

출 품 부 무 출 품
전 시 내 용

낙 선
입 상 특 선 입 선 소 계

일 제 1부 시 각 디자인 359 5 14 78 97 262

반 제2부 공 예 71 5 8 33 46 25

작 제3부 제품 및 환경디자인 118 5 14 39 58 60
품 소 계 548 15 36 150 201 347

초 대 작 가 부 문 43 1 — 42 43 —

추 천 작 가 부 문 98 1 — 97 98 —

합 계 689 17 36 289 342 347

'91 년 5월 10일（토） 이봉서 상공부장관, 

조진희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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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賞作總評

視覺디자인 部門

보다 창조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돋보였으며, 

특히 포스터, Package Design 등의 표현 기술감 

각은 높은 수준을 이루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 

었 음.

產業工藝部門

실용화 제품방향으로 그 경향이 바뀌면서 대 

량생산이 가능한 작품이 많았으며 틀에 박힌 

Item에서 벗어나 생활과 직결된 Item개발로 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 

의 개발이 요구됨.

製品 및 環境디자인 部門

조형위주의 디자인에서 탈피,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세련되고 능숙한 디자 

인으로 산업디자인의 급속한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생활과 직결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음.

大統領賞受賞作品

「제주관광의 효율적 종합정보를 위한 지도 및 

시각물 디자인」은 치밀한 계획 및 현지 조사를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지도와 잘 

처리된 시각 홍보물의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최 

고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음.

大統領賞

濟州觀光의 效率的 綜合情報를 為한 地圖 및 視 

覺物 디자인

시도에 관한한 우리나라가 후진성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도분야의 디자인 침투로 발 

전을 기하고자 한 작품이다.

현대의 정보화시대에서 혼란스러운 각종정보 

의 효과적인 주지와 수용은 Visual Design에 있 

어서 해결과제이며, 특히 종래의 관광정보 매체중 

지도 및 시각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픽토그램이나 그리드시스템등을 적절히 이용, 

상징화된 간략한 지형의 표현과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구하였다.

-3-



入賞者名單

施賞内容 作品名 姓名 所屬 및 職位 部門

大統領賞 濟州觀光의 效率的 綜合情 

報를 爲한 地圖 및 視覺物 

디자인

金灵均 

金昌植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이너 

弘益大大學院研究助敎

視覺

國務總理賞 多目的韓國形清掃機 徐南哲 

李炯竣

金星社 디자인研究所 研究員 

金星社 디자인研究所 研究員

製品

商工部長官賞（1） 프로젝트를 利用한 

新 A/V 시스템

李銃東 

成昌慶

三星電子 製品디자인室 課長 

三星電子 製品디자인 研究員

製品

商工部長官賞（2） 卓上用品 崔琅哲 KDPC 디자인開發部 研究員 工藝

商工部長官賞（3） 組立式用器 權承愛 京畿道工藝品競進大會 

디자인 開發 指導員

工藝

大韓商工會議所

會長賞

輸出用自動車用品

包裝디자인 統合計劃

韓勝文 

權永守

（株）農心 디자인室 代理 

世宗大產業美術大學院學生

視覺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賞

事務空間 效率性을 

위한 파티션 活用方案

辛相永 

沈揆昇

金星社 디자인研究所 先任 

金星社 디자인研究所 先任

製品

韓國貿易協會會長賞 비지니스맨을 爲한 호텔 

로비用情報서비스機器

文哲雄 

柳昌熙

柳韓工專 產業디자인科 專任 

金星通信 디자인研究室 主任

製品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會長賞

裝身具 세트 및 小品 李敬子 中央金屬 공방 代表 工藝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賞

平和 포스터 金敬勳 

李振九

서울產業大學 視覺D 助敎授 

서울產業大學 視覺D 講師

視覺

中央企業振興公團 

理事長賞

菓器세트 金孟吉 한목 工藝研究所 所長 工藝

韓國放送公社社長賞 韓國傳統服飾 弘報를 

爲한 視覺物 디자인研究

呂勳九 

李弘珪

雙龍 弘報室 首席디자이너 

서울 藝術專門大學 講師

視覺

韓國디자인包裝센터 

理事長賞（1）

이탈리아 貴金屬展 

포스터

張詛煥 LGAD廣告3局代理 視覺

韓國디자인包裝센터 

理事長賞（2）

革織을 利用한 裝身九 

세트

崔南善 崔南善 공방 代表 工藝

韓國디자인包裝센터 

理事長賞（3）

多用途 電機 조인트 

디자인

李赫洙 京畿大學校學生（4年） 製品

大會長賞（招待作家） 器세트 權相五 釜山女大產業工藝菓敎授 工藝

大會長相（推薦作家） 空氣清淨機 朴憶蕭 建國大產業美術菓助敎授 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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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소 휴대용 전화기

Fujitsu사는 세계최소형의 휴대용 전화기 Poc

ket Commander”를 미국시장에 소개했다.

접을수있는 이 모델은 부피가 210큐빅센티미 

터, 무게 290g으로 접었을때는 명함케이스크기로 

상의 셔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재충전 밧데 

리는 두가지 크기로서 700mA형은 80분 동안의 

통화가 가능하고 400mA형은 45분의 통화가 가 

능하다.

400mA 밧데리의 경우 2—3분 동안의 통화를 

15번할 수 있다.

Texas주 달라스 근교의 Fujitsu America Inc에 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 AMPS (Automatic Message Processing Sy- 

stem)기준에 합격한 이 “Pocket Commander”는 

미국시장에 최초로 소개된 이후 판매망이 

AMPS가 적용되는 캐나다, 오세 아니 아, 동남아시 

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회사는 

또한 1985년부터 승용차용 전화기를 생산하여 

호주로 수줄해오고 있다.

이 “Pocket Commander”는 140개의 전화번호와 

수십개의 이름과 상호를 기억할 수 있다.

□ 컴팩트 디스크시장

1982년도에 전자오디오 제품시장에서 최초로 

소개된 CD(Compact Disk)의 인기가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1990년도에 미국에서 전체 페키지 오디오 메 

디아 (Packaged Audio Media-CDS, 12cm 8.8cm 

tapes, analog records) 가운데 CD의 점유율이 약 

30%, 유럽에서는 22.2%, 일본에서는 52.2%를 

차지하는 최고의 비율을 보였다.

'91 년도에 미국시장에서의 CD판매는 1백50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ony의 신형 

Diskman제품은 미국의 휴대용 CD플레이어시장 

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회원, 

브라질의 DETEC 소개

브라질의 DETEC는 브라질 산업전반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1982년도에 설립된 비정부 조 

직으로서 ICSIDdntem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의 회원이다.

DETEC는 브라질의 다양한 기업체에 산업디 

자인 뿐만 아니라 산업자동화, 품질관리, 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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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기술개발, 컴퓨터 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산업디자인분야에서는 제품개발，'디자인 

경영, 인간공학을 주제로 주로 연구하고 있다.

1979년을 전후해서 브라질에서는 디자인이라 

는 단어가 해외업체들과 대학, 세미나, 전시회등 

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개념조차 생소했었다. 

현재는 브라질에 30개의 디자인 대학과 300개의 

디자인 관련 전문회사가 있다.

그리고 DETEC는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제품 

개발, 디자인 진흥, 교육, 정보 등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 조사 

및 수집, 전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 규모 회사들에 제품개발 문제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주소 : Department of Technology 

AV. Panlista 750, 10 CEP 01310 

Sa'o Paulo, Brazil

해외우수포장디자인

□ 아르헨티나 타nzo Packaging Machinery의 

스탠드업 파우치

Form—Fill —Seal시스템으로 2.5온스에서 3리 

터까지의 용액, 분말, 입자등을 포장할 수 있는 

파우치로서 일반경플라스틱용기보다고형 쓰레 기 

가 적고 사용이 간편하다.

□ 영국 Lever Brothers사의 BioPack

용액비누의 포장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용기 

로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해 카톤판지에 최소의 플라스틱 재료를 코팅한 

것으로서 용액비누의 재충전이 가능하다.

□ 석수포장용 투명 PET용기

미국 Able Industries사의 PET용기가 근래에 

청량음료나 기존 과일음료 포장용으로 사용되면 

서 석수포장용으로 높은 품위 가 요구되는 Elegant 

dinner table에서도 격식을 갖출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1리터들이 용기는 Kodapak PET재 

료로 에메랄드 초록빛으로 목주위가 변조방지기 

법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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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식품산업

덴마크는 식품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 

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기술관련 전문가가 22,000명이나 되며 약 

2백억 덴마크 크로네（3억 US달러）어치의 식품을 

생 산하고 있고 이중 1백 40억 덴마크 크로네（20억 

US달러）어치의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기계와 장비공급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는데 이회사들의 45 

%가 고용인 50명이하이며 75% 가 400명 이상이 

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주요수출 

시장은 인접국가（스칸디나비아, 서독, 네덜란드 

등）들이며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시아, 북미등 

지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 식품가공기계 및 장비생산 회사구조一

종업원수 <50
50-

100
100-

200
200-

400 >400 Total

회사수 30 16 10 5 5 66

전체종업원수 900 900 1200 1350 5100 9450

생산 (mil) 900 900 1000 900 4600 8300

수출 (mil) 650 750 850 600 3500 6350

수출비율% 722 833 855 66.7 76.1 76.5

이러한 덴마크의 식품가공기술 발전의 뒷받침 

은 고품질의 원재료식품（육류, 우유, 생선, 과일, 

채소）들에 기 인되고 있으며 특히 포장재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포장재료 생산 회사들중 대부분이 거대한 식 

품제조회사들에 의해 소유가 되고 있으며 국제

- 식품포장재료 생산회사구조一

종업원수
50-

1(
100

JO
-200-
200 400 >400 Total

회사수 4 7 2 5 18

전체종업원 215 955 580 3900 5650

생산 (mil) 201 865 700 2680 4450

수출 (mil) 75 230 450 1095 1850

수출비율% 373 26.6 643 40.9 41.6

資料 :Asia Pacific:Food Industry

적인 포장재 생산업체로 발전하고 있다.

덴마크 최고의 식품제조회사는 MD Foods, Da

nis Co, Carlsberg들로서 포장재 생산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식품 첨가물과 식품재료 분야 또한 덴마크 식 

품산업 분야에서 수출비중이 매우크며 국제화되 

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럽과 북미, 일본, 오세아 

니아 등지에 해외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 가스치환 포장의 최근 동향

가스치환 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

ging）^： 포장기술분야에서 Active Packaging” 이 

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로 대변되고 있다.

MAP는 "Passive Packaging” 과는 정반대로 식 

품의 보호를 위해 기계적 혹은 물리화학적 방법 

으로 가스를 주입 또는 홉수하여 포장내용불의 

상태를 유지 • 보존하여 보관수명을 늘릴 수 있게 

한다.

MAP는 포장물의 안쪽면과 바깥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과기능의 조정을 통해 식품의 변질을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MAP기술에는 현재까지 

아래와같은 세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또다른 방 

법이 개발되어 실험중에 있다.

첫째, 식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포장내부의 

Q를 N로 치환하는 방법

둘째, 산화와 박테리아 증가를 피하기 위해 Q 

를 제거하는 방법

셋째, 강력한 정균작용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 

제하기 위해 포장내부의。를 CQ로 치환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실헌단계에 있는 네번째의 방 

법은 프랑스의 Air Liguide사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데 Helium Group(argon, neon, krypton, Xe- 

non)으로 “noble gas”로 불리워지는 기체로 치 

환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MAP기술은 과일 및 채소의 보관수명을 늘리 

기위해 6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로 

유럽에서는 10년전부터 소비자식품 포장을 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 사례

Red Meats： 선적색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기위해 산소가 이용되는 케이스로 20 

% 의 CQ와 함께 40〜45% 의 02,10〜20% 의 N가 

사용된다. 이러한 비율로 햄버거는 6일까지, 육 

류는 10일이상 보관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White Meats ： 육용송아지와 같은 White 

Meats는 50% N2, 50% CQ의 구조에서 7일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Giblerts,Liver etc * 약1 40% 의 CO?, 50~60% 02 

로 6~10일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 

다.

Delicatessen Prcxiucts : 파이 와 같은 식품은 각 

종류별에 따라 방법이 다르지만 21일이상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분야의 식 

품종류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반적 인 가스비율 

의 기준설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보통 CQ의 비율은 20〜50% 사이이며 

N는 50〜80%,。2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색채 유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Fish :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크게 진전을

一식품의 보관수명 및 가스치환법 유통온도一

제 품 가 스 온도 보관수명

Buns, Brioches C02 or N』RT. 3개월

Tea-cakes, Cakes, 
Danish Pastry 50% 刈+50% C02 R.T. 4개월

Croissants, Milk Rolls C02 R.T. 6개월

Crepes 60% Cs+40% N2 R.T. 2개월

Pork Butcher's Meat-Pastry

Cheese Rolls, Bouchees- 
a-la-Reine 50% 用+50% C02 4°C 15 일

Pates, Sausages in Pie Crust 20% N3+8O% C02 4℃ 21 일

Pizzas, Quiches 50% 協+50% Co2 4℃ 21 일

Chinese Rolls 50% 用+50% Co2 4℃ 10 일

Breads

Sliced Bread C02 R.T. 3개월

Precooked Bread C02+Infrared R.T. 2개월

Pasta

Ravioli 80% N2+2O% C032 弥 21 일

Lasagne 30% 用+70% C02 15 일

RT.=Room Temperature 

자료 : WP0（세계 포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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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4〜8일간의 보관수명을 위해 CQ의 비 

율은 약 80%, Q가 20%이며 3七 이하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Fruit & Vegetables ： 과일, 채소, 화훼류는 30〜 

50% CO2, 20〜50%의 Q 그리고 소량의 M의 

사용으로 며칠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의 MAP기술은 프랑스가 세계최 

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 포장재의 소비동향

-PE, PP-

1990년도 전세계의 폴리에틸렌소비는 3천만톤 

이었으며 2000년에는 연 4%의 성장율로 4천5백 

만톤이 소비 될 전망이 라고 사우디 아라비 아 Saudi 

Basic Industries 회장인 Abdullah S. Nojaidi씨는 

말하였다.

특히 앞으로 2년동안의 폴리에틸렌 시장은 불 

투명한 전세계의 경제사정과 소비자들의 환경보 

존과 관련한 폐기물 절감 압력등으로 저조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덧붙여 PE생산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이익이 

최고도에 달했던 1986년도에 제조설비를 확장하 

였으나 그후 PE소비가 늘지않게 되므로써 동업 

체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의 PE와 PP포장재의 '90년도 1인당 평균 

소비는 45/b였으며 일본과 유럽은 30/b로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에 따라 포장재의 소비량도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LDPE는 더적은 폴리머를 사용하면서 뛰어난 

특성으로 기존의 LDPE보다 비싸지만 소비는 앞 

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북미의 '90년도 LL・ 

DPE소비가 LDPE/LLDPE 전체시장의 30%를 차 

지하여 최대의 LLDPE 시장이 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은 평균 15%였다.

1990년대에 HDPE의 세계시장은 필름, 쉬트, 

파이프, 쇼핑백등의 다양한 사용으로 4.5%씩 증 

가되며 LLDPE는 9.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 슈링크 필름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합성수지의 다양화로 포장재 

료분야에서 주요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장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 필름의 

대부분은 슈링크, 스킨, 열성형, 진공포장용으로 

서 이중 슈링크 포장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슈링크포장은 일반적으로 슈링크 피름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재료로서는 FVC나 

PE필등이 개발된후 PP필름이 개발뇌었고 최근 

에는 OPP, CLYSAR, PET와 같은 새로운 재료들이 

슈링크재료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Dupont사가 개발한 CLYSAR은 유럽 

과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에서는 대만시장에서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CLYSAR은 0.015mm 두께에서의 강도가 0.03 

mm두께의 PVC보다 우수하며 PE의 한냉에 대한 

저항성과 비슷하고 식품에 직접 접촉사용이 가 

능하다.

재료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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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슈링크 필름一

• 슈링크온도 65t： 〜140十

• 우수한 투명성

• 열가열시 염소가 방출되며 한냉에서 파손되 기 

쉬움

• 세로 슈링크율은 5〜30%이며 가로 슈링크율 

은 50%

• 인쇄적성이 우수함

• 주둥이형 용기 및 접음상자와 같은 형태의 

사용에 적합

-叩 슈링크 필름一

• 투명성 및 온도의 저항성이 우수함

□ 미국의 성형플라스틱 유형별 수요(1990) 

(50억 파운드)

• 비독성

• 열봉함 및 슈링크 온도 15t

• 세로 - 가로 슈링크율이 50〜70%로 다양함

— PE 슈링크 필름一

• 온도에 저항성

• 저투명성

• 슈링크 온도 150( 이상

• 세로 슈링크율 70%, 가로 슈링크율 15%

• 팔레트로드와 청량음료, 캔식품등의 슈링크에 

적당

□ 폐기용 의료용품 수요(1989)
($ 16.3 Billion)

鑫 카테테르(導尿管), 튜브
白 용 기

= 주사기, 바늘

의 류

彩 붕 대

외과용품
面 장 갑

三기 타
자료 : 미국 Freedon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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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R8 자료명 내 용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3

• 금년초 파리에서 개최된 Salon International 

du Menble에서 선보인 프랑스가구디자인의 

전통미와 새로운 패션

• Foster 디자인 용역회사의 코펜하겐 공항터 

미널 인테리어 디자인

• 광택을내는알루미늄크롬판등코팅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용 의자의 이미지창조 문제를 

해결한 영국의 Herman Miller의 디자이너 

David Carr의 혁신적디자인 콘셉트

• 승용차운전시 허리의 통증을 없앨 수 있도록 

좌석의 디자인을 인간공학 측면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는 Longhborough Univ의 Vehicle 

Ergonomics Group(VEG) 의 프로젝트

• Boots사의 소음제거용 헤어드라이어 “Quiet” 

의 디자인 우수성과 사용의 용이성

novum

Bruckmann Munchen

Germany 

월간 

'91. 3

• 의사, 약품 조제사등의 타겟그룹에 의약품 

광고을 위주로 포장디자인하는 스위스 Casa- 

lini 광고용역회사

• 1980년대부터 크게 인기를 모으는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의 디지탈 컬러 3차원 디자인 

분석

• 독일 프랑크푸르트 광고박물관의 1회 전시 

회에서 선보인 포장디자인사진 및 광고

• 독일의 유명 생명보험회사 Basel의 회사이미 

지 디자인 작업

American Craft

American Craft Counicl

•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네덜란드의 공예품과 

개인용 악세서리

—11—



Brown의 광고, 패션, 순수미술작품

顒 자료명 내 용

U.S厶 

격월간 

'91. 4. 5

• 시카코시 Hokin Kanfam 갤러리에서 선보인 

Jonathan Bomnei•의 금속 및 석제 공예품

Industrial Design

社団法人日本彳：/夕久卜

Japan 

격월간

'91. 3

• 신 국제화시대의 디자인 시스템

• 디자인의 창조, 가치평가와 보호一디자인 창 

조가치의 이해, 디자인 보호 증진을 위한 새 

로운 교육활동, 디자인보호의 최근 문제

• 디자인보호현황一디자인 창작성 보호를 위한 

실용신안권

• 디자인보호의 문제의식과 제언一의장법의 

원점, 효용한계, 창작자의 권리와 국제적 디 

자인 보호

• 해외의 디자인의장 보호제도

• 디자인보호 시스템一현재와 미래

IDEA 

誠文黨新光社

Japan 

격월간 

'91. 5

• 세계적 시각디자인너 Henry Stein의 IBM, 

Hongkong Bank의 CI디자인작업

• 저n회 국제 멕시코 포스타전 수상작一문화, 

사회, 정치, 사상, 선전, 상업, 환경과 공해

• Tadanori Yokoo의 최신 현대포스터 작품

• 현실주의 일러스트레이터 MARVIN MATTE

LSON 의 작품

• 회사이미지 통합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 마케팅, 환경그래픽을 전문으로 취급 

하는 kramer Design Associates의 이미지 창 

조

• 자마이카출신의 사진작가 Trevor Augus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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细 자료명 내 용

Graphis

The Graphis Press

Switzerland

격월간

'91・ 3/4

Communication Arts

S.D.Warren Company

USA
격월간

'91・ 5/6

• 설립 21 주년을 맞는 통합디자인 용역회사 

호주의 CATO Design Inc가 제작한 브리스 

배인 세계 국제 박람회 (World Expo '88)와 

100회 올림픽을 맞는 1996년 멜버른 올림픽의 

시각디자인 작품

• 1992년 올림픽과 Expo가 개최되고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인 바르셀로나의 유명 일러스 

트레이터의 작품

• 핀랜드의 유명 광고디자이너 KyostiVaris의 

교통안전 포스터 작품

• 예일대학 그래픽디자인 대학원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40여년간 그래픽디자인 전공을 하 

고 있는 Sheila Levrant De Brette Ville와의 

디자인 혁신, 기술, 교육관련 대담내용

• 광고디자인 전문가 Gene Federico의 단순성, 

명확성을 강조하여 현대도시에서 크게 어필 

하는 아이디어 작품

• 뉴욕의 Jacob K Javits Center에서 개최된 제2 

회 국제가구전시회의 최신 가구디자인 작품

• 1890〜1900년대의 미국과 유럽의 일러스트 

레이션의 전통과 동향

• 비영리 단체로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출판사업 지원을 해온 American 

Federation of Arts(AFA)의 박물관 디자인 

경연

• 미국 아리조나주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광고 

한 Porsche 911SC와 BMW524, AUDI등의 최 

신 승용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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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直 자료명 내 용

商店建築

（株）商店建築

Japan

월간

'91. 5

• 교또시 북부에 개점한 패선의류 전문점 Vi- 

vre의 14번째 상점

• 홋가이도 사뽀로의 관광지에 개설한 디스코 

텍 King Xmhu

• 오사까 미나미거리의 이태리풍의 레스토랑 

CADORO

Car Styling 

三榮書房

Japan 

월간 

'91. 5

• 일본 34개 미술 및 디자인 관련 대학의 교 

육현황과 졸업작품

• 제네바 춘계 신형차 발표회（참가一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일본）

• 일본인들의 디자인 개발 과정과 집념

• BMW 소형 승용차의 역사

• 승용차 타이어 디자인 개발

Design Perspectives

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 

'91. 2

• 디자인 저작권 문제

• 시카고에서 개최된 최신 가전용품 전시회에

2000업자 참가

• American Paper Institute의 재활용 심볼

• 포틀랜드 폴리스티렌폼 제품 사용규제

• '90년 IDSA제품디자인상 수상작

• 오사까디자인협회 설립소식

• 보스톤에서 '91. 8. 21-24일까지 개최되는

IDSA 디자인 갤러지 참관 요망

Intematr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vtiles

U.S.A 

'91. 3

• 백화점과 디자이너 사이에서 논쟁의 촛점이 

되는 디스플레이 효과와 관심

• 세계적 섬유생산업체 AKZO와 IWS（국제 울 

사무국）가 협력한 최첨단 의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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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直 자료명 내 용

• 세계 주요국들의 직물 무역 동향

• 1992년도 봄 • 여름 cool wool 제품동향

• '91/'92 가을 • 겨울, 파리 - 런던, 남성 - 여성 

용 의류패션

Asian Sources Gifts & Home Products

Asian Mag. Ltd

Honk kong

월간

'91. 4

•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홍콩 장난감들의 전 

망一오리지날디자인 요구

• 중국 공예품 수출 $ lOOmillion이상

• 침실가구一필리핀 : 풍부한 노동력과 원재료 

이용으로 수출 스케일 증가一인도 : 목제사 

용의 정부규제一중국 : 제조업체와 구매자사 

이에 원재료의 품질향상 도모一싱가폴 : 고 

품질 모델 개발一태국 :노동비증가되고 있 

으나 원재료 가격은 평균유지

• 플라스틱제 완구一중국/홍콩 : 중국과의 합 

작으로 QC 및 포장관심 증대一대만 : R&D 

투자활발-태국 : 노동비 증가로 가격 상승

• 오디오 및 시각장치물一고품질 모델이나 고 

가격 위주로 생산

• Hongkong Toy Show-국제 경제 하락 동향 

으로 예상과는 달리 구매자 방문 저조

• 화장실용품一인도 : 상승된 포장디자인으로 

유럽으로의 수출확대一대만 : 새로운 여성용 

개인용품 중심으로 크림 및 비누생산 증가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n Mag. Ltd,

Hong Kong

월간

• 대우전자 멕시코에 컬러TV 연 300,000대 생 

산규모의 공장설립

• 독일 최대의 전자전기제품생산 회사인 Sie- 

mens, 중국에 $138,000투자하여 기술연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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缱 자료명

'91. 5

Journal of the Electronics Industry

Dempa Publication

Japan

월간

'91. 4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3

내 용

터 설립

• 일본 Fuji사의 35mm 자동소형사진기 “red・ 

eye”

• Fujitsu사의 세계 최소형(부피 210cm, 무게 

290g) 포켓 전화기 개발

• 비디오 가라오께 기능을 갖춘 multi system 

TV set 유럽에서 크게 인기

• 길이와 사용 내구력이 향상되고 있는 최신의 

비디오테이프기술

• 1992년 봄부터 월간 비디오테이프생산 3〜5 

백만개 증가를 계획하는 일본의 Victor(JVC) 

의 경영전략

• 26개 국가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KT326 번 

역기 개발

•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지와 접착제 소비증가

• 미국 증착 필름시장 공략을 위한 영국 화학 

제품 제조업체들의 전략

• 미국의 LA에서 4월개최된 Pack Alimentaire 

'91 에서 주요관심을 모은 식품과 음료 포장 

제품분야의 환경과 관련한 재료와 포장디자 

인

• 환경보호 운동으로 리토르트 파우치 포장사 

용 증대

• 폴리에틸렌 세계시장 '90년 연간 4%증가로

3천만톤, 2000년대 에는 4천5백만톤으로 성장 

둔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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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자료명 내 용

Modem Plastic International

Me Grow-Hill Publication

USA
월간

'91. 4

• 컴퓨터 생산업체 IBM사의 플라스틱 가공산 

업을 위한 제품개발 시스템

• 승용차 충격보호용으로 사용되는 Dupont사 

의 NYLON66

• Plastic '91에서본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산업

• 최신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별 기

• 프랑스 PVC재료 주요생산업체 Atochem, 

Shell, Chimice, Solvay의 재활용 시스템

Packaging

Cahners Publication

U.S.A

월간

'91. 4

• 석수포장용 투명 PET용기 개발

• 클립으로 재활용 사용되는 드라이 밀크 파 

우치

• 고형폐기물 절감전략

• 미국내외 300업체가 참가한 South Pack ‘91. 

5월 개최 소식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 Pte Ltd, 

Singapore 

월간

'91・ 1/2

• 덴마크의 식품과 포장산업현황

• 말레이지아 스낵류 식품 생산증가

• 슈링크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기계등의 최 

신동향

• 플라스틱 포장재표의 최신동향

• 1992년도 9월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되는 Asia 

Food Technology '92 소식

Macplas

Promaplast

Italia

월간

• 이탈리아의 열성형 플라스틱 • 고무 자동기 

계의 생산과 수출 규모

• '90년대의 전세계 폴리에틸렌 재료 시장 동 

향

—17—



缱 자료명 내 용

'91. 3 • 인젝숀물딩기계의 품질관리

• 고형폐기물과 관련한 유럽지역국가들의 제 

법규

•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환경침해

• 파이프 및 호스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생산 

고기 술

Packaging News

Maclean Hunter Publication

U.K

월간

'91・ 4

• 코카콜라 음료의 라벨링을 위한 슈링크 랩 

포장사용

• 다양한 기능의 포장용기 뚜껑 개발 사례

늄 호일 개발

Packaging Digest

Delta Communication Inc

USA

월간

'91. 4

• 라벨링을 개선한 Turtle Wax의 PP캔포장

- 미국 유연포장 협회(FPA)가 주최한 포장 경 

연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 마이크로웨 

이브 조리용 제과류를 포장한 Paper/metalli- 

zed Polyester 유연 필름 포장

Packaging 

ENGLAND 

월간 

'91. 2

• 영국 플라스틱 포장재료 현황(전체포장재료 

생산 70억파운드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억파운드)

• 멀티팩, 품질관리등을 주요 촛점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의 포장산업 현황

• 조리식품의 최신 포장시스템

•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사용이 가능한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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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直 자료명 내 용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4

Food & Drug Packaging 

Edgell Communication Inc 

U.S.A 

월간 、

'91. 4

Packaging Horizons 

Packagng Horizons 

Australia 

월간 

'91. 4

Packaging Intematranal 

WPO 

'91. 4

・ 골판지 박스 제조업체들의 노동비, 재료소비, 

공장자동화등 기본 운영비용 절감 문제

• 미국 전지역의 골판지 생산 동향 및 통계

• 나일론과 알루미늄 호일 접시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CPET 트레이 용기

• Campbells사의 인스턴트 마이크로웨이브식 

품 포장에 판지카톤과 폴리프로필렌컵을 대 

체하여 사용되는 PVC와 PS용기

• 신속한 유통이 요구되는 냉장식품의 포장사 

례

• 연간 14억NZ$의 포장산업으로 활황을 보이 

는 뉴질랜드의 포장시장과 주요수출품인 

kiwi의 포장용 플라스틱/종이 재료 생산

•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과일 포장 산업현황

• 골판지상자 제조관련 미국과 호주의 정보 

교환프로그램

• Nestle사가 생산하는 Milo, Nescafe제품의 포 

장전략

• 전세계 가스치환포장(MAP)기술의 최신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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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자료명

Big Pack

5”？八厶、）｛厂

Japan

격월간

'91. 3/4

내 용

• 환경 및 성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장 

품의 특징별 최신디자인 경향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4

包裝技術

JPI

Japan 

월간 

'91. 5

• 신입사원의 식품포장관련 기초지식一식품포 

장의 역사와 개념, 일본 공업규격의 차이

• 용기 포장규제一식품위생법

• 최신 전자레인지용 용기개발 사례

- 포장시대一상품존재의 권리와 보증

• 낙농가공제품 포장용 용기의 규격

• 일본, 최신포장의 경향과 과제一스마트포장 

인기

• 의약품의 포장디자인一의약품의 상품특성, 

최신 의약품 포장디자인의 과제

• 화장실용품, 화장품의 포장디자인一화장품시 

장의 변혁 판매전략

• 최신 제과류 포장디자인一기능 • 형태 차별 

화

• 가전제품의 포장디자인一CI전략, 시장지양디 

자인, 소비자의식과 환경의 변화

• 골판지상자설계一JIS구성, 변형, 종류선정, 

허용 압축강도등의 산출

• 수송포장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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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N)

0 DELCO Company-일본, 1986년 설립

• 주소 ： 4一 16-8 Sakae, Naka-Ku, Nagqya 

City Japan 460 卷(052)264-4831

• 대 표자 : Katsushi - Kunimoto

• 종업원수: 11 명

• 취급분야 : 종합디자인 프로젝트一산업디 

자인, 자동차디자인, 운송장비디자인 도시 

계획, 환경디자인, 건축설계, CIP작업,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 시설 및 장비 : 스튜디오, CAD, 영상편집시 

스템

• 연간 100 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Brother Industry, 

Mitsubishi Motors, Iwaki-Glass, Nikko, Na

goya ~ City - Choro - Q(Toy Car), Sugar 

checker, 자동차 좌석

• Portfolio

O I Design-스위스, 1984년 설립一

• 주소 : Poststrasse 10 4562 Biberist, Switre-

rland 卷(0041)65-32-2812

• 대표자 : Friedrich Solenthaler

• 종업원수 : 30명

• 취급분야:산업디자인 전분야

• 시설 및 장비 : 그래픽 스튜이오, 모델 제 

작실

• 연간 30〜40 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 명 및 개발품 : Ascom Autophon 

AG, Air—Vac Inc, Bioptron AG, Le Clip SA, 

Bucher-Guyer—스토브, 수도꼭지, 장애 

자용 모터 싸이클, 태양열 자동차

• Portfolio

O Busse Design Ulm gmbH -독일, 1959년 

설립一

• 주소 : Nersinger Strasse 18 D-7915 El- 

chingen 3, W/G 卷（07）308-8180

• 대표자 : Annegret Busse-Schroeder

• 종업원수 ： 65명

• 취급분야:산업디자인 종합

• 시설 및 장비 : 모델메이킹, 프로토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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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0 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Henkels, Pegler, 

20jiroshi, Goldstar, Black & Decker, AEG, 

Soehnle-Heating Controllor, Thermo Pot, 

Telephone Box.

• Portfolio

O Design Edge-미국, 1985년 설립一

• 주소 : 14503 Bamm이—N, Houston, 205 U. 

SA 卷（713-440-3260

• 대표자 : Richand Haner

• 종업원수 ： 13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 및 제품개발

• 시설 및 장비 : 휴스턴 본사 및 필라델피 

아지사 설치운영

• 연간 25〜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IBM, Texas Inst

ruments, AT & T, Toshiba, NASA, Conpag 

Computer, Sharp, Shelloil, Del Computer- 

Lentrade Chantal Teakeltle, 휴대 용 컴 퓨터 

III

• Portfolio

O Anspach Grossman Port니gal Inc-미국, 19 

69년 설립一

• 주소 : 711 thind Avenue 12th floor, New 

York, NY10017 U.SA 卷（212）692-9000

• 대표자 : Eugene J. Grossman

• 종업원수 ： 35명

• 취급분야 :통합이미지 개발,

• 시설 및 장비 : 뉴욕본사 및 샌프란시스코 

지사 운영

• 연간 100 프로젝트 개발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ATLT, Bridges

tone, Citybank, Motorela, IBM, Nestle, Re- 

psi—Cola, Renanlt-City bank 심볼, Amex 

신용카드디자인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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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주최 전시회 및 교육안내

□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정 口

가. 목적: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 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1） 제품디자인

2）시각디자인

다. 특징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 

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라. 대상 :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업무담 

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2주

1） 제품디자인 : '91. 6. 10-6. 21

（14： 00-18： 00, 토 일 제외）

2）시각디자인 : '91. 10. 21-11. 1

（14： 00-18： 00, 토 일 제외）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재비포함） 

사. 교육내용

제품디자인 분야 시각디자인 분야

기 획 •제품기획론 기획 • 디자인기획, 기법

• 제품개발과 조사 •마케팅조사의

디자인프로세스 이론/실제

디자인 •국내판매촉진전략 • 디자인과 법률

리서치, • 해외시장의 개론 • 산업디자인에서의

마케팅 마케팅전략 영역 시각디자인

• 디자인과 법률 기법 • 시각디자인의 색채

신제품 • 가전제품류 응용 • 편집디자인

개발사 • 문구류, 가정용품류 • 포장디자인

례 연구 • 스포츠용품류등 • 광고디자인

기 술 • 금형의 이론과실제 • 일러스트레이션

• 신소재 개발연구 • 인쇄기법

사례 사례연구

특 강 특강

□ 디자인 전문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자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포장디자인

2）인테리어디자인

匚卜. 특징 : 인테리어디자인一인테리어, 디스플레 

이, 인테리어소품등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테리어프로젝트 해결능력을 배양 

라• 대상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1주

1） 인테리어디자인 : ‘91. 8. 26-8. 30

（14 ： 00-18 ： 00）

2）포장디자인 : 91. 9. 2-9. 6

（14：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

（교재비 포함）

-23—



A

사. 교육내용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색채계획 

공간구성의 의미와 역할 

가구/조명 디자인 

레스토랑 기획디자인 

판매장 디스플레이등

* 포장디자인 교육내용은 추후 안내

□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口

가.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 

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 

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 

을 양성코자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식품포장一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 

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2）골판지포장一포장기법과정 및 제조기법 

과정으로 분리

匚卜. 특징 :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라. 대상 :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1주

1） 식품포장 : '91. 10. 14-10. 18

（10： 00-18： 00）

2）골판지포장 : '9L 9. 9-9. 13

（10：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사. 교육내용

골판지 포장 식품 포장

포장 

기법

골판지 개론

골판지상자포장설계

자동포장공정

골판지 포장설계실습

보관 

수명 

측정 

기법

식품의 변패 

포장재료의 차단성

보관수명측정 I 

보관수명측정n

제조

기법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접착

골판지제조기계

골판지 인쇄

식품

포장

기법

포장재료 n

포장기법 및 시스템

무균포장기법

레토르트 포장

전자렌지식품포장

공통

과목

수주 및 검수요령

시험 실습
공통

과목

포장재 료I

포장식품유통과위생

포장폐기물과환경

• 문의처 및 접수처: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홍 

부 교육연수과 110 - 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전화 : 742 - 2562/3

FAX ： 745-5519

• 교육수강료 할인대상 : 수강료의 20% 할인 

센터 등록디자이너 

한국포장관리사회회원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 

포장시험실 회원사 

국공립 단체 및 기관

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24—



人

I 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sign

- 디자인에 활용되는 인공지능一

디자인이 현대사회에서 공학과 건축분야에서 

사용이 증가되어 주요 연구주제로 되고 있는 시 

점으로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와 기본과정으로 

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인공지능 응용분야에 

관하 세미나가 영국 EDINBURGH 에서 6월 25일 

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 주제 : representing designs, design processes, 

knowledge acquisition in design, cognitive de

sign models, knowledge-based design sys

tems, user interfaces for design,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engence in design

— 후원 : Butterwort~ Heineman journals know

ledge Based Systems & Computer-Aided De

sign

- 문의 : Linacre House, Jordan Hill, Oxford OX2 

8DP, UK ® （0865）310366

□ West Pack '91

북미 최대의 포장산업전시회인 West Pack '91 

이 9월 10〜12일까지 Anaheime Convention Cen- 

ter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 

영국 등 포장기술 선진국들이 대거참가할 예정 

으로 비용절감포장, easy to use, 환경보호포장, 

포장기술 등 최근에 관심있는 혁신적 포장분야가 

전시될 것이다.

또한 동기간 동안에 재활용, 비용절감, 미래의 

포장디자인 등에 관한 주제로 회의도 개최된다. 

- 문의 : Cahners Exposition Group

999 Summer Street. Stamford, CT06905, U.SA 

•（203）352 - 8478

종합품목

• Interhost Christchurch/hospitality Ind. Exhibi

tion

1） 91. 6（격년） 2）뉴질랜드（Town HaU）

3）요리설비, 실내장식 및 가구, 유리제품, 식 

탁제품, 리셉션 및 빠설비, 서비스산업 전반 

4）서비스관련산업 생산 및 설비 전문전으로 

무역업자 상담위주로 전시됨.

• Mid Year Variety Merchandise Show

1） 91. 6. 15-6. 18（매년） 2）미국（뉴욕,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3）선물용품, 가 

정용품, 장난감, 문구류, 가죽제품, 미용 및 

건강제품 의류등 4）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 상품전중의 하나로 무역업자 상담위주로 

진행됨.

• National Merchandise Show

1） '91. 9. 21-9. 24（매년） 2）미국（뉴욕, Jacob 

K. Javits Convertion Center） 3）선물용품, 가 

정용품, 장난감, 가죽제품, 건강 및 미용품, 

전자제품, 의류등 일반상품전반 4）미국에서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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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규모의 일반상품전

• State Fair of Texas

1） 91. 10. 4-10. 20（매년） 2）미국（텍사스, 

Fair Park, Interstate 30）3）소비재전반

4）텍사스주정부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반 

소비재 전문전

• Vienna Fairs Autumn

1） '91.9.11-9.15（매년） 2）오스트리아（Mes・ 

sepalast） 3）전자, 가정용기기, 정원기구, 취 

미용품, 의상등 4）일반무역업자 관람위주의 

종합박람회

• EXPOFIM/Metz Int'l Trade Fair

1） 9L 9. 27~10. 8 2）프랑스（Mets, Messege- 

lande）

3）종합품목 4）참가업 체 一국내 418, 국외 196

가구 ・ 실내장식

• M. F. M/Montreal Furniture Fair

1） '91.6（매년） 2）캐나다（몬트리올, Place Bo

naventure Plais）

3）주택용가구, 램프, 악세서리 4）무역업자 

에게 공개 출품업체 300개사, 캐나다 최대의 

가구전문전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 11（매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위 

주로 전시되며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Wood Mac Asia

1） '91・ 10. 8T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비전반 4）동남 

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 Inti Funiture Fair T아c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f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 

용직물류, 양탄자, 벽지등

보석•시계•악세서리■선물용품

• Fashion Accessories

1） '91・ 7（매 년） 2）홍콩（Convention & Exhibi

tion Center）

3）보석류, 장식품, 악세서리, 귀금속 4）홍콩 

제조업협회에서 후원하며 갖가지 형태의 보 

석류가 전시됨.

• Hong kong Inti Watch & Clock Fain

1） '91. 9. 3-7（매년） 2）홍콩（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3）완제품시계, 시계부품, 악세서리 4）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계전문 박람회

• Mid-Year Variety Merchandise show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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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 6. 15-18（매년） 2）미국（뉴욕,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3）선물용품, 가 

정용품, 장난감, 문구, 미용 및 건강식품

4）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 상품전중의 

하나 큰 무역업자 위주로 상담

전기 ・ 전자

• Electrotech

1） '91. 7（격년） 2）뉴질랜드（오클랜드, Show

grounds）

3）전기 및 전자제품

4）'86년 최초 개최된 전기전자 산업 전문 박 

람회

• Intemepcon/Semiconductor

1） '91. 7（격년） 2）말레이지아（Putra World 

Trade Center）

3）반도체, 디자인설비 및 시스템, 반도체 관 

련제품, 콤포넌트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 

회

• Electric Indonesia

1） '91. 10. 4-7（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 전기 및 전자공업 설비, 원동기 및 전원 

공급장치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인니의 각종 전 

자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전시회를 통해 

출품 • 공급되고 있음.

식품 ・ 가공

• Asia Pack

1） '91. 6（격년）

2）싱가폴 （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류, 원료, 식품가공기계류

• IFT Annual Meeting and Food Expo

1） '91. 6. 20-25（매년） 2）미국（달라스）

3）식품장비, 써비스, 식품 4）달라스 유일의 

지방식품 써비스 확대를 위한 전시회

• Foodpro/Intl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tition Center） 3）식품가 

공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 

련산업전

•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설비, 식품포장기기, 방 

부재 료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개되며 특히 음식료 

품 포장설비가 집중 전시됨.

• Food Tech China

1） '91. 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중국식품산업 

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 Fine Food/Australian Int'l Fine Food & Drink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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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1）'91・ 9.8-11（격년 2）호주（시드니, Darling 

Harbour Exhibition Center） 3）제과음료수, 

알콜류, 캔음료, 초콜렛, 과자류, 생선, 과일, 

야채, 건강식품 4）일반관람객 입장이 금지 

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임

고무 ・ 플라스틱

• Int'l Cocoutchouc Meeting with Trade Exhibi

tion

1），9L 6. 24—27（격년） 2）서독에센

3）관련학술회의도 병행개최되는 고무관련 

산업 전

• Taipei Plus/Intl Rubber and Plastics show

1） 91. 9（ 격년） 2）대 만（World Trade Center） 

3）원료보완재, 반제품, 플라스틱가공기계 설 

비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11.12-16（격년） 2） 인도네시아（Fairg・ 

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 

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프 

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전으로 기계류 전문 박 

람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 11（ 격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계류 전반 4）일

본최대의 플라스틱 산업전문전

포장재•기계

•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91. 10 2）이집트（카이로, Fairgrounds） 

3）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 New York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9. 24—26（ 격년） 2）미국（뉴욕, Jacok 

K Javits Convention Center） 3）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 91. 10. 22/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각종 정보가 교환

• Asia pack/Print/Plas

1） '9L 6. 18-2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 인쇄기계, 플라스틱 가공기계 및 

기초원부자재, 완제품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포장 인쇄, 플라스틱 

전문 박람회

• Japan Pack/Japan Int'l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10. 11-15（격년） 2）일본（동경, Inti 

Trade Fairgrounds）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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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자료실은 디자인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20 
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라이드 • 비디오 

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30
토요일 09 : 30〜 

12：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 정보자료부 자료실 © 762- 9137



G(DD DE이GN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vrU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ppi 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眺 6

디자인 포장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기술주의

90년대의 플라스틱포장 동향

PP 경용기의 소비추세 

해외우수디자인 포장제품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頃오！유国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센터주최 교육안내

步 한국디자은포장세터



—디자인•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티차인 효창청鱼 회원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센터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彼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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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 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새로운 
출발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가 「산업 디 자인포장개 발 

원」으로 개칭하여 보다 격상된 위상과 확대된 

기능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1970년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을 배경으로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위해 설 

립된 센터는 7월 18일 개발원의 개원식과 함께 

제2의 창업을 맞이하게 된다.

개발원의 출범을 앞두고 센터 20년의 업적과 

함께 개발원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본다.

I . 센터 20년 사업 실적

센터는 지난 20여년에 걸쳐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각 1933건, 1518건, 기술 지도 각 622건, 

826건, 기술 용역 1099건, 4572건 등의 실적을 

통해 특히 디자인 ・ 포장 분야에 투자 여력이 미 

흡한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 및 포장 개발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

또한 진홍 사업으로는 약 160건의 교육 연수 

실적과 100여 회의 전시회 개최, 70여 회의 국제 

회의 유치 및 참가, GD상품 선정, 디자이너 등록 

및 포장관리사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디자인 - 포장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과 

포장 관리사 교육을 통해 배출된 유능한 인력들 

이 현재 산학계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은 이러한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해 주 

는 것이라 하겠다.

정보 제공 사업으로는 90건의 국내외 조사 업무 

및 시찰단 파견, 정기 간행물 및 각종 관련 서적 

발간 등의 출판 업무와 도서 자료실 및 영상 자 

료실을 운영 함으로써 디자인 - 포장 개발에 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시범 공장 운영을 통해 수출상품을 위 

한 양질의 포장재를 공급해 왔다.

II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의 출범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발족은 작년 12월 17 

일 국회에서 통과된「산업디자인 포장 진홍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센터의 설립 근거인 기존의「디자인 - 포장 진 

흥법」을 개정한 이 법률안에는 외형적 변화 외에 

국내 산업디자인 - 포장의 진홍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산업디자인 ・ 포장 진흥법 주요내용

-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가 

수립 • 공고

- 산업디자인-포장 진홍위원회 설치

- 정부 출연에 의한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

- 우수디자인(GD) 상품 및 우수포장 상품의 

선정• 등록을 법제화

-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산학협동을 

장려

- 전문회사의 운영 지원

- 기금의 조성 재원 범위 확대

一 센터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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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재원의 정부 

출연, 보조 근거를 명문화

즉, 이 법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이 산업디자 

인 - 포장의 진흥과 연구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 - 공고하는 동시에 산 • 학 • 연의 관 

련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출연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GD마크 제도를 국가에서 선정, 등록케 함으로써 

이 제도의 권위를 높이게 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디자인 •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 - 조사 분석을 대행하는 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 •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함에 따라 이 분야 

의 저변 확대와 발전 기반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 개발원은 이러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 

나감으로써 보다 격상된 위상과 확대된 기능으로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 포장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견인차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O 개발원의 향후 사업별 주요 내용

개발원은 사업 기능과 조직을 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 개발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 수요 조사와 종합 진흥계획에 입각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생산 현장의 기술 지도 강화

•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 전문 인력 수요 조사 실시 및 양성

•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등록 및 전시 사업

확대

• 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 지원 업무 등에 

주력하면서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연구개발사업

〈디자인 부문〉

가. 고부가가치의 고유 모델 디자인 개발 

나. 미래의 디자인 방향 설정 연구 

다. 중소기업 및 대일 수출 유망 업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지도

라. 한 • 일 공동 디자인 연구

〈포장 부문〉

가. 외국 기술 도입 및 모방을 탈피한 독자 

적인 포장 기술 개발

나. 포장 표준화를 통한 자동화 및 분류 시 

스템의 현대화

다. 해외시장 동향에 부응한 포장 디자인 

개발

라. 중소기업, 대일 수출 유망 업체 포장 개발 

및 지도

2)진홍사업

가.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제 및 우수포 

장 상품 선정 사업 확대

나. 디자인 포장 전문 용역회사 설립 및 육성 

지원

다. 디자인 - 포장 관련 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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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 디자이너 및 포장 전문 인력의 등 

록 • 관리(인력은행 운영)

마. 각종 전시회 개최

바. 홍보 - 계몽 활동 강화

3)교육연수 사업

가. 전문 연구 인력 및 기술 인력 수급 방안 

구축

나. 기존 전문 인력의 재교육 강화

다. 개발원 부설「디자인 - 포장 교육 연수

원」설립 추진

4)정보제공 사업

가.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정보 검색 네트워크 

구축

나. 정보의 수집, 분류, 가공 DB 제작 강화

다. 출판물의 확대 발간을 통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라. 국제 협력 체제 강화

告입口刀인포苗川밀원
KOREA INSni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 인간(Humanity), 창조(Creativity), 

기술(Techn이ogy)의 3대 요소를 3개의 

연결된 타원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지 

속적 연구 개발과 국민 문화생활에의 

기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나타낸 것 

으로 핵의 중심은 한국고유의 태극 문 

양을 완곡히 표현하여 기존의 센터 마 

크와 연결을 꾀하였다.

- 형태상 엇물려진 타원은 DESIGN의 

D와 PACKAGING의 P를 의미하며 디자 

인의 조형성과 포장의 기능성을 Mor- 

dern하게 조화시킨 것이고, 3개의 엇물 

린 타원이 좌하에서 우상으로 상승하는 

형태는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영원한 정 

진올 의미하며

- 산업의 국제화, 정보화추세, 소비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장의 다양화와 

문화수준의 선진화에 부응하는 미래 지 

향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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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과 기술주의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의 기본이념은 목적 

수행형 기술주의에 있었다. 자원이 없는 일본은 

경제부홍을 위해 자원을 수입 하여 고도의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므로써 부가 

가치가 높은 상품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 

책이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때 부터 서구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일본의 기술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 

다. 이 성장과 병행하여 산업디자인은 기술과 

예술의 사이에서 기능주의 쪽으로 정착되어 왔다. 

디자인에 있어 기능주의는 19세기 중엽 미국의 

조각가 호라티오 그리너 (Horatio Greenouph)가 

1851년 그의 논문 From&Function(* 참조) 에서 

최초로 제창했다고 볼 수 있는데「소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것이다. 이 기술주의는 합 

리적인 구조에 물리적인 개념이 받아 들여져 기 

계의 형태는 합리적인 기능의 추구에서 나온다는 

기능주의 디자인을 낳았던 것이다. 현대의 급속한 

행동과학 발달과 함께 디자인은 인간의 행동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느 목 

적에 대응하는 수단, 즉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으로써, 인간을 위한 도구로 디자인이 변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경제적 안정을 수단으로 인간의 정신적 안 

정을 얻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신체f수단-»목적-＞수단—목적f정 

신과 같은 목적 수행형 기술주의가, 공업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로 정착되었으나 현대는 이러한 

목적수행형 기술주의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디자인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만들면 좋 

을까 하는「목적」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기능」을 설계하거나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

공업화 사회에서의 중심은 기술이었으나 현대 

의 정보화 사회는 사회一문화一정보一기술一자 

연으로 중심이 크게 확대되어 인간과 도구와의 

관계가 감성적 대응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 형태주의를 강변한 최초의 논문으로 빅토리 

아시대에 실용적인 기능주의가 자연스럽게 발생 

되어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온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장식이 

필요없다는 사회적 심리가 대두된 것이다. 가구 

의 실용에 홍미를 갖게 되었으며 자연의 기능적 

인 모양으로부터 인체에 적합한 제품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 독일의 IF(INDUSTRIE FORUM DESIGN HA

NNOVER), STUTTGART 디자인 센터

독일의 INDUSTRIE FORUM HANNOVER(IF) 

는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과 제품 개발 시스템의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1953년에 설립된 기관 

으로서 현재 독일에서 디자인 관련 전시회나 공 

모전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IF의 대표적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 HANNOVER 박람회에서는 국제 

적인 전문 심사위원들이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 

정해서 IF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들은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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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고 효과까지 얻고 있다.

IF 마크를 부여받은 제품들은 HANNOVER 박 

람회의 산업 전시관에 소개되어 매년 15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금년에는 국내외 563개 업체의 1340 품목의 

제품들이 출품되어 140개 업체의 280개 품목들이 

IF마크를 획득하였는데 이중 외국제품들이 27% 

를 차지하였으며 최우수 상품으로 10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휴대용 팩스기기로부터 자동차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인 부속품들까지 선정되었다. 디자인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분야의 한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금년 IF 심사위원들은 디자인이 앞으로 

기업의 메니지먼트, 마케팅, 금융분야에 이르기 

까지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STUTTGART 디자인센터는 1849년에 설립된 

유럽 에서 가장 오래 된 디자인 진흥기 관으로 독일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가구, 

가정용품, 기계류들의 품질과 디자인을 검사하고 

홍보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160만마르크의 예산으로 전시회 및 디자이너 

들의 보수 교육 및 세미나등을 개최하며 정보제 

공, 출판사업들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디자인 관련 데이터 뱅크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90년대의 플라스틱 포장 동향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1960 

년대와 70년대 에 개발되 어 사용되던 포장재료 및 

기술들이 도태되어 가고 있다.

포장의 단순화 물결은 새로운 Super Monobar- 

rier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연 포장재료의 생 

산분야에 크게 자극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레토르트 파우치는 기술 

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마 

케팅 전략의 부족으로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것 

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PET/Foil/PP, PET/ 

PVDC/PP, SiOJ/PP 구조로 이루어진 레토르트 

파우치의 세계적인 연간판매량은 1억개로서 환 

경의 보호성과 자원절감, 에너지절감, 무게절감 

효과로 1990년대에는 재인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의 식품 포장용으로 이 

레토르트 파우치를 꼽고 있으며 실례로 일본의 

식품 시장에서는 크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80년대 에 EVOH, Super Barrier nylons & 

PVDC와 같은 수지 재료들이 포장산업에서 인 

기를 모았던 반면 90년대에는 nylon/HDPE, ny- 

lon/EVOH, PVDC/PP 구조와 같은 고차단 폴리 

머가 소개될 것이다.

환경 침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Dupont사는 

자체 생산 식품 포장재료 사용하던 PP/EVOH/ 

PP용기를 “Enviropet”로 불리워지는 PET/EVOH 

/PET 용기로 대체하였다.

PET는 육류나 치츠포장을 위한 유연 필름으로 

1950년대에 최초로 소개된 이후 70년대에는 청 

량음료 포장용으로 사용되오던 유리 용기를 

PET병으로 대체하면서부터 빠른 소비증가를 보 

여 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독성 PET 재료의 2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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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되고 있으며 80년대에는 연간 4억개의 무 

균포장용기가 생산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 

터는 레토르트 포장과의 시장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 호 주 一

호주에서는 알루미늄 캔이 맥주나 청량음료 

포장용으로 1969년도에 Comalco사에 의해 처음 

으로 소개되었다.

현재는 멜번, 시드니, 브리스베인, 퍼쓰 등 대 

도시에 위치한 제조 공장에서 매년 2, 7십억개 

이상의 알루미늄 캔이 생산되고 있다.

Comalco사는 캔 회수 및 재활용 비용으로 23

호주 알루미늄 음료 캔 재활용

캔 재활용 비율 197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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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만 달러 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20백 만 달러는 

캔의 재활용을 위한 remelt 공장에 투입되며 3 

백만 달러는 호주 최대의 캔수집 망（800개）의 

관리유지에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기 탁자를 통한 알루미 늄 회수량이 세 계 

최대인 국가로서 1989년도에는 1560백만개의 캔 

이 재활용을 위해 회수되었다.

과거 6년동안에 약 6.5십억개의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었으며 수집자들에게 약 

115백만 달러를 주었다.

연 방정 부지 원으로 New South Wales, Queens

land,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No- 

them & Australian Capital Teritories에서 알루미 

늄 캔 재활용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있으며 뉴질 

랜드 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1989년에는 호주의 L500개 교육기관이 450,000 

$달러 상당의 캔을 수집하였다.

□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도

一 미 국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버린 고형폐기물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세계 환경 보호의 최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의 매립을 위한 제한된 토지는 수 

년동안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인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약 1.75kg으 

로서 연간 1/2톤 정도이며 미국 전체로 볼 때 연간 

약 150백만톤으로서 2000년에는 180백만톤이 넘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형 폐기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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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미국의 여러 관련 단체 

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첫째 폐기물감량, 둘째 재활용, 셋째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화, 넷째 매립이다. 현재 미국에 

서는 전체 고형 폐기물 양의 80%가 매립되고 

있으며 10%는 소각, 10%는 재활용되고 있다.

미국 환경 보호 협 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1992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이 전체 

폐기량의 2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활용의 예로써 PET 청량음료 용기나 HDPE 

우유 및 쥬스용기에 대한 재활용을 Dupont사가 

시도하여 '90년도초에 재활용 가공시설을 20,000 

ton으로 늘렸다.

또한 에너지용으로서도 Waste-to-energy 소각 

시스템을 통해 38년도에 전체 폐기물 중 10%가 

소각되었으며, 2000년에는 20% 이상으로 기대되 

고 있다.

앞으로 5년안에 미국의 세번째 고형 폐기물 

매립지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식품포장은 물론 여러가지 기존 

포장재료들의 대체용으로 사용되어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왔으나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 PP경용기의 소비 추세

폴리프로필렌(PP)의 세계적 소비가 1983년부 

터 연평균 10%씩 증가하며 현재에는 연 125백 

만톤 생산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간 6%씩 

증가될 전망이다.

남아프리 가 공화국의 Sasol Polymers사의 기술 

부장인 Clive Robertson씨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의 PP경포장 용기의 사용 증가에 따른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omopolymer 분야에서 요구르트, 마가린, 버 터 

포장용으로 ±0・3mm의 아주 얇은 용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청량음료 용기의 알루미늄 

뚜껑 과 마이크로웨 이브 식품의 PVC용기를 PP용 

기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의 PVC재료 사용 

반대에 따른 PP재료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투명 성, 고광택을 가진 Injection Stre

tch blow molded(ISBM) 용기 재료인 random co- 

polymer가 개발되어 차단특성은 낮으나 고열 충 

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 용기가 과일 쥬스 음료 포장용 

으로 PVC보다 선호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ISBM기술이 의료용기나 입자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편이식품에 대한 마이크로웨이브 

사용이 크게 증가되어 이 재료의 수요는 크게 

확장되고 있다.

□ SiO2 코팅시스템

경 PET 용기에 진공코팅시스템으로 산소차단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의 Eastman Chemical사와 Airco Coating 

Technology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된 이 

Dubbed RC-1 시스템은 2년동안의 연구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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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플라스틱 캔이나 쟈등의 겉표면에 Silicon dio- 

xide를 진공침전하는 것으로 비코팅용기와 비교 

하여 3배이상의 차단력을 갖는다. 용기들은 콘 

베 이 어를 통해 진공실에 진입 하여 0.000007874인 

치로 코팅되는데 용기의 크기와 요구조건에 따라 

싸이클 시간이 다양하며 시간당 500〜1,000개의 

용기를 가공할 수 있다.

Electron beam(전자빔) 기술을 사용한 코팅시 

스템과는 달리 SiO2 침전법은 70degF의 낮은 온 

도에서 가능하며 이 코팅 기술은 미국 연방 식 

품의 약국(FDA)로부터 인정을 받아 Eastman 

Kodapak PET재료에 사용하며 재활용도 가능하 

다.

해외우수포장디자인

"라운드형의 디자인과 컬러 버튼을 시도한 휴 

대용 팩스기기로 가정에서의 사용이 적합하다. 

표준의 팩스종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료는 Im 

jection Molded ABS 수지로서 Hong Kong Design

Innovation 사가 디자인 하였다.''

" 전문 직업인에게 멋과 개성을 주는 APPLE사의 

17파운드 무게의 휴대용컴퓨터 “Dynabook”은 미 

국 실리콘 밸리에서 의료장비 및 전자식 장난감 

디자인 업체인 Atrix Product Desi잉ri사와 David 

kelly Design사가 전문기 업 경 영 인들의 시장을 겨 

냥하여 개발한 것으로 재료는 Magnesium Cast 

이다”

“Pour & Seal 기능을 첨가한 설탕입자 포장용 

4파운드 gable top 카톤 Spreckels사의 설탕포장 

용으로 소매시장에서 운반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며 파열 및 흘러내림을 방지하였고 습기에 대 

한 저항력도 높였다. 미국의 북켈리포니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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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처음 소개되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 위치한 Yamazaki 제과회사는 자 

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케익제품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판지/플라스틱 성형재에 2 • 4 • 6개 

단위로 속포장한 후 Pet Tray에 겉포장하고 있다”

□ Japan Pack '91 개최

일본의 포장기계 제조협회 （Japan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 Association） t 오는 10월 

H일〜 15일까지（5일간） 동경 Harumi 전시장에 

서 Japan Pack '91 을 개최한다. 동 전시회에는 

포장과 식품가공에 관련된 최신기계들이 전시되 

며 1964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그 규모가 매회 

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89년도 방문객 현황一

총 : 151,6697명

해외 방문객

L3%

-일본의 시장一

일본의 포장기계 생산은 20년전인 1970년에는 

55.9십억엔（US $35.7백만）이었으며 1989년에는 

77.3배이상이 증가되어 년 8% 의 증가율로 405십 

억엔（US $2.57십억）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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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별 생산

(1989) （단위 : 십억엔）

1. 포장기계 （I） (318.9)

1. 무게측정기 26.0

2. 충전기기 34.1

3. 용기 제조기기 56.6

4. 캔 제조기기 6.4

5. 파우치 포장기기 44.0

6. FFS 기기 182

7. 라벨링기기 26.5

8. 카톤기기 73

9. 오버랩핑기기 322

10. 봉합기기 18.5

11. 슈링크 포장기기 11.0

12. 진공포장기기 143

13. 기타 23.8

2. 포장기계 （II） (86.1)

1. 케이서 19.8

2. 스트레핑기기 252

3. 결합기기 73

4. 기타 33.8

• 품목별 소비

(1989) （단위 : 십억엔）

1. 식품 234.8

2. 화학제품 64.7

3. 기계 - 전기 243

4. 섬유 - 잡화 12.1

5. 기타 45.4

6. 수출 23.7

총 계 405.0

우리생활에는 질과 풍요를,

기업에는 성장을 약속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 

수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가 금년 하반기 

부터 운영 내용올 대폭 보강하여 상공부 주관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산업 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시행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에 GD마크U 획득한 

상품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인정 

하게 됩니다.

마크는 디자인포장 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폼 선정제에서 상 

풍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등욜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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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顒 자료명 내 용

Engineering 

Design Council

U.K

월간

'91. 4

• 컴퓨터응용 3-D 그래픽 디자인 시스템

•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Giorgetto Giugiazo가 

디자인한 최신기종 BMW V12의 특징

NOVUM

Bruckmann Munchen

Germany

월간

'91. 5

• Bournemouth Polytechnic대학의 컴퓨터 응용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기법 및 시스템관 

리 과정 개설

• 샌프란시스코 Sacketf Design 스튜디오의 역 

사와 첨단 디자인 시스템

Ufficiostile

Italia

월간

'91. 4

• 인간공학적 스타일과 ABS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Ares Line 사무용 의자

- 이탈리아 실내 조명기구산업의 생산 및 디 

자인 전망

• 사무용기구의 국제 경쟁 강화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4

• 세계적인 유명 가구전시회一이탈리아 Salon 

del Mobile에 출품된 가구들의 최신 디자인

•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포장디자인 경향

Asian Sources Gifts &

Home Products

Asia Mag. Ltd

월간

'91. 6

• 침실가구 : 태국一숙련 노동자들의 높은 임 

금을 줄이기 위한 생산라인의 자동화 설비 

도입, 싱가포르一해외 생산기지의 비용절감 

전략, 필리핀一30%의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 대만一미국에 대한 일본상품 수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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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買■자료명 내 용

로 수출 실적 저조, 인도一고품질의 원목사 

용으로 경쟁극복

• 전자램프 : 대만一에너지 전략형 생산 및 소 

비증가, 싱가포르一실외벽면에 사용되는 조 

명 생산증가

• 전자악기 : 대만一피아노，드럼 수요증가, 일 

본一아마튜어 및 전문가사용 고급제품의 수 

출증대

Asian Sources 

Fashion Accessorie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7

• 플라스틱 장신구 : 정기적으로 새로운 스타 

일이 소개됨. 홍콩一아클릭과 PS재료의 귀 

걸이 생산, 필리핀一원형조각에 페인트 첨가

• 스키용품 :홍콩一네온색감의 기존모델생산

• 스포츠• 캐쥬얼 가방 :다용도 가방에 생산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시장에 수출

• 스포츠 ・ 캐쥬얼운동화 : 가격인상, 품질향상, 

고품질 재료의 사용 증가

日経CG 

日経BPMt 

Japan 

월간 

'91. 6

• 건축, 토목분야에 서 경 관설계 단계의 CG이 용 

실태

• 자유곡면의 수학적 표현 기법

• 차세대 CAD의 정보제공과 효과적 활용

IDEA

誠文黨新光社

Japan

월간

'9L 7

• 45년〜89년도의 일본의 포스타 100선

• 19()1년 설립된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의 33회 전시회

• 87년〜89년도 스위스 최고의 포스타 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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继 자료명 내 용

Journal of Electronic Industry • Sanyo사의 무역정책과 국제화 전략

Dempa Publication • 일본의 최신 무선전화기 모델 소개

Japan

월간

'91. 5

Travel ware • 여행용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색감 선

Business Journal Inc 택과 새로운 디자인 선호 경향

U・SA

월간

'91. 6

Car Graphic • Citroen BX16 Tzi, Renault 21 TXE, Merce

二玄社 des-Benz 190E, VW Jetta Gli, Peugeot 405

Japan SRI의 동력성능, 조종성, 쾌적성능, 실용성,

월간 조작성 등 비교분석

'91. 7

Motor Fan • Toyota Soarer의 성능과 최신 디자인

三榮書房 • 승용차 동력 성능시험, 연비 성능시험, 소음

Japan 시험, 조종성, 안정성시험 기술 동향

월간 • 세계의 자동차 전쟁一미국의 승용차 시장

'9L 7 동향

商店建築 • 동경 Shibaura 지역의 상업 및 사무실용 복

（株）商店建築 합건물 SEAVANS의 건축과 실내장치

Japan • 마쯔시타 전사회사의 전시장 개관배경

월간

'9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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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買■자료명 내 용

Journal of Packaging 

Technology 

USA 

격월간 

'91. 3/4

• 1959년에 처음 선보인 알루미늄 캔의 수요가 

'91 년에는 소프트음료에는 58십억개, 맥주포 

장용으로는 38.5십억개의 용기 사용

• 알루미늄캔의 운반중 일어나는 캔면의 찌그 

러짐에 대한 보호기술

• 환경보호를 위한 팰리트사용 절감과 재활용 

실태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 Pte Ltd

Singapore

월간

'91. 5

• 25개국이 참가한 Dupont Food Packaging 

Awards '90에 선보인 최신 포장 기술

• EC공동체를 겨냥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 

출포장에 요구되 는 Video Jet Coding-Sell by, 

Expiration day 명기요구

• 태국의 식품가공산업과 수출정책一동남아시 

아지역에서의 우위

• 식품의 보관수명 문제를 해결한 탈산소제의 

개발동향

• Asia Techcon '91 싱가폴에서 9월 개최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6

• Packaging Corporation of America (PCA) — 마 

케팅 포장 디자인 센터개설

・ 포장디자인에 이용되는 컴퓨터 응용一후렉소 

그래픽, 로토그라비어, 옵셉인쇄 가공

• 포장그래픽 효과를 상승시키는 레이져 후렉 

소그래픽

• '91 National Paperbox & Packaging Associa

tion 포장디자인 경연의 수상 작품 소개

• 소련 최초의 포장기술 전문 간행물 Up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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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 자료명 내 용

vka 지 발행

Australian Packaging 

Bell Publication

Australia

월간

'91. 5

• 5회 Dupont 식품가공 및 포장경연에서 대상 

을 수상한 세계 최경량 플라스틱 포장용기

• Able Industrie의 와인용기 형태의 석수포장 

용 PET용기 (Kodapak PET)

• 원통형 복합용기에 포장되는 40년 전통의 

Lombard 스카치 위스키

• 포장용기 라벨링의 디자인 개선 동향

Packaging India

IPI

India

격월간

'9L 2/3

• 포장내용물의 보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료의 영향

• 폴리머 포장 필름의 가스투과성 비교

• 골판지 박스 생산 동향一비용절감 효과

• India Star ‘90 수상작 소개

Modem Plastics International

Me Grow-Hill Publication

USA

월간

'91. 5

• 플라스틱 포장재료의 식품용기一영국 및 유 

럽지역국가들에게 사용감소

• Dow Plastics사의 플라스틱 압출기술-새로 

운 폴리스티렌 폼 쉬트 개발

• 1990년대 세계 플라스틱 가공기계 생산 및 

수요전망

• 대만의 플라스틱 가공기계 생산통계

• NPE(National Plastics Exposition) ' 91 전시 회 

소식

Packaging Review of 

South Africa

• 1973년도 이후 PVC의 포장 및 산업전반에서 

의 사용규제와 재활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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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자료명

The Communication Group 

South Africa 

격월간

'91. 3/4

Food & Drug Packaging 

Edgell Communication Inc 

USA 

월간 

'91. 5

Packaging Digest

Delta Communication Inc

USA

월간

'91. 6

내 용

• PP 경포장용기 생산증대(1983년이래 연 18%

증가 125백만개 생산)

• 파스테르 가공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In- 

temational Paper사의 5층 카톤 용기

• '90년 Ameristar상을 수상한 HDPE 포장용 

기 一 hair color 용품

• 팰리타이징과 포장과정에 사용되는 고속 콘 

베이어 시스템

• Combiloc사의 300, 350ml 성인용 쥬스음료 

포장용 무균카톤용기

• Dannon사의 요쿠르트 포장용컵의 포장 디자 

인 개선一색깔, 로고, 옵 , 일러스트레이션 

첨가

• Pizza 생산업체들의 노동비절감을 위한 로보 

틱 팰리타이징 시스템 도입

• 뉴욕지역 12온스 캔포장용기의 소비증대에 

따른 골판지 겉포장박스 유통의 자동화 시 

스템

• 재활용을 시도한 Clamshell 골프공의 PVC 

투명 포장

• 후로리다주 쥬스 생산업체 Citrusword사의 

분당 90개 생산속도의 재봉함이 가능하고 

주둥이 (spouts)를 장착한 gable top 카톤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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继 자료명 내 용

• 압출/블로우 PET 가공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PET용기 개발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50

• 목재가공一판지의 품질에 관계되는 건조상 

태의 영향

• 미국의 활엽수원목 공급지역의 지리적 특색 

과 생산량 통계

Carton Box 

（株）日報 

Japan 

월간 

'91. 6

• 지기 • 골판지용기 생산을 위한 CAD도입一 

작업의 효율화

• 골판지 인쇄의 美粧化一골판지의 인쇄판, 인 

쇄기, 인쇄적성, 유의점, 디자인

• 인쇄산업의 국내외 정세一1991년의 세계전망 

노동집약형 산업의 대응

Package Design

（株）日報

Japan

월간

'91. 4

• 다품종 소량생산一유통의 합리화, CI전략

• EC주요국의 음료포장 최신 경향

• 일본의 지역 상품별 디자인 현황

• 기업환경과 신문광고의 변천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5

• 건조면류의 숙성 촉진 방법과 포장대응

• 기능성 포장一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대응, 

포장설계, 자외선차단용 PET용기, 항균성 포 

장재 료

• 포장강도설계의 평가시험 방법

• 식품포장의 기초지식一합성수지재료의 용기 

포장, 연포장, 식품별 용기포장의 필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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缱 자료명

Packaging

（株）日本，旬/夕*一$>^夕社

Japan 

월간 

'91. 5

包裝技術

JPI

Japan 

월간

'91. 6

내 용

• 특집 : 최신 화장품 포장디자인

・ 감성시대의 예측 :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 분 

석

• 일본 平成 2년 포장자재, 용기, 기계, 생산, 

출하통계

• 특집 : 완충재의 최신이용기술一발포PP의 개 

발과 특성

• 성형 PET용기의 최신포장디자인

• 전자제품 완충포장재료로서의 PET-펄프 

몰드 완충재의 금후전망

• 팰리트 스트레치 포장시스템의 보급과 배 

경

• 일본의 스트레치랩핑기기의 시장동향一기계 

판매 소요, 업계별 납입실적, 생산판매량, 금 

후의 일본시장

대화는 통일의 길, 통일은 번영의 길 

한사람이지킨질서, 모아지면 나라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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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V)

0 Pro Industria GmbH-독일, 1980년설립

• 주소 : Schloss Lutenbeck 5600 Wuppertal 

11, Germany ■（0202）740011

• 대 표자 : Manfred Lang

• 종업원수：8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 스포츠용품, 산업 

장비

• 연간 50프로젝트 개발

• 주요 고객명 및 개발품 : Happich, Daimler 

Benz, Adidas, Bolt Application tools, Dacha- 

tein-skishoe

• Portfolio

O CGS Creative Design-호주, 1977년 설립

• 주소 : CGS house Comer Foveaux & Bel- 

mores Surry Hills 2010, Australia ・（02） 

212-1800

• 대표자 : Geoff Stuart

• 종업원수 ： 50명

• 취급분야 : 포장디자인 및 기업 CI 작업

• 시설 및 장비 :타입셋팅기, 사진복사기, 

컴퓨터그래픽 장비

• 연간 약 2,000 프로젝트개발

• 주요 고객명 및 개발품 : Nestle dairy fa

rms, Coca Cola, kellogs, Nescafe Coffee 포 

장디자인

• Portfolio

O INVETECH Operations-호주, 1975년 설립

• 주소 : 96 Ricketts Rd, Mount Waverley Vi

ctoria 3149, Australia •(03)543 _ 4333

• 대표자 : T. B. Peacocke

• 종업원수 ： 85명

• 취급분야 : 제품개발 및 디자인, 경영 및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생 산공정개선 용역

• 시설 및 장비 : 본사 4,000而 사무실, 멜버 

른, 시드니 사무실운영

• 연간 약 400 프로젝트 개발

• 주요 고객명 및 개발품 : 3M, Dumlop, Pro

ctor & Gamble, Sydney Water Board, 무 

균포장기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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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folio

O Design Development Group-호주, 1985년 

설립

• 주소 : Suitel09, 118 Church St. Hawthorn

Victoria 3122 Australia ④（03）818-3650

• 대표자 : Dean Holmes

• 종업원수： 4명

• 취급분야 : 제품 그래픽 디자인, 신제품개 

발

• 시설 및 장비 ： CAD, 모델메이킹, Proto 

type

• 연간 30〜40 프로젝트 개발

• 주요 고객 명 및 개 발품 : SQE International, 

CIG, Alcaston Tech, Concept Telephone

• Portfolio

O LEATHERHEAD Food RA-영국, 1919년 

설립

• 주소 : Randalls Rd, Leatherhead Surry KT 

22 7RY, England 皆 0372 376761

• 대표자 : Richard Swift

• 종업 원수 : 250명

• 취급분야 :세계적인 식품전문연구소, 식 

품산업분야의 정보제공, 연구조사

• 주요 고객 명 및 개 발품 : Anglia canners, 

Mars, Birds Eye Wall-Frozen foods in the 

EEC, The Eating Pattens of young adult, 

Effect of Sulphite & storage temperatture 

on the Microbiology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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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주최 교육안내

□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정口

가. 목적 :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1) 시각디자인

다. 특징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 

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라. 대상 :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업무담 

당자

마. 기간 : 2주

1) 시각디자인 ： '91. 10. 21-11. 1 

(14： 00-18 : 00, 토, 일 제외)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재비포함)

사. 교육내용

시각디자인분야

기획 

조사

• 디자인기획,기법

• 마케팅조사의 이론/실제

• 디자인과 법률
론

역

법

 

昌

⑺

• 산업디자인에서의 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의 색채

응용 • 편집디자인

• 포장디자인

• 광고디자인
• €러스트레이션

• 인쇄기법

사례 사례연구

특강

□ 디자인 전문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자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포장디자인

2)인테리어디자인

다. 특징 : 인테리어디자인一인테리어, 디스플레 

이, 인테리어소품 등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테리어프로젝트 해결능력을 배양

라• 대상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1주

1) 인테리어디자인 : 91. 8. 26-8. 30

(14 : 00-18 : 00)

2)포장디자인 : 91. 9. 2-9. 6

(14 : 00-18 :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

(교재비 포함)

人卜. 교육내용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색채계획 

공간구성의 의미와여할 

가구/조명 디자인 

레스토랑 기획디자인 

판매장 디스플레이등

* 포장디자인 교육내용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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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口

가.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 

술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 

으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 

을 양성코자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식품포장一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 

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2）골판지포장一포장기법과정 및 제조기법 

과정으로 분리

다. 특징 :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라. 대상 :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1주

1） 식품포장 : '91. 10. 14-10. 18

（10： 00-18： 00）

2）골판지포장 : '91. 9. 9-9. 13

（10：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사. 교육내용

골판지 포장 식품 포장

포장

기법

골판지 개론

골판지상자포장설계

자동포장공정

골판지 포장설계실습

보관 

수명 

측정 

기법

식품의 변패

포장재료의 차단성

보관수명측정 I

보관수명측정 n

제조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접착

골판지제조기계

식품

포장

포장재료 n

포장기법 및 시스템

무균포장기법

기법
골판지 인쇄 기법 레토르트 포장

전자렌지식품포장

공통

과목

수주 및 검수요령

시험 실습
공통

과목

포장재료 I

포장식품유통과위생

포장폐기물과 환경

• 문의처 및 접수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 

부 교육연수과 110 - 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전화 : 742-2562/3 

FAX ： 745 - 5519

• 교육수강료 할인대상 : 수강료의 20% 할인 

센터 등록디자이너 

한국포장관리사회회원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 

포장시험실 회원사 

국공립 단체 및 기관

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IDdndustrial Design）

• ID는 기술개발의 요소이다.

' • ID는 생활과 환경의 보다나은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 ID는 제품에 부가가치를 준다.

• ID는 보다나은 마케팅 기회를 준다.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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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ICOGRADA '91

제 14회 ICOGRADA ‘91 총회 가 캐 나다의 Socie- 

tedes Graphistes du Qiiebec(SGQ) 와 Society of 

Graphic Designers(GDC)의 지원으로 8월 25일 

몬트리올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Convergence-한점에 모임, 집중”으로 세 

계 각지역의 L500여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인 

데, 문화, 경제, 기술, 생태학 등 디자인과 관련된 

기초 분야로 부터 디자인 실기에 이르는 전문분 

야와 관련된 포름 형식의 토의도 진행된다.

문의 : ICOGRADA Montreal 1991

56 Dawson P.O. Box 1122

Place Bonaventure Montreal (Quebec) 

Canada H5A IG4 

Tel: (514)397 - 0537

제 18회 국제 밀라노 디자인 전람회 개최

지난해 4월 대만에서 개최되었던 ICSID회원국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국제 밀라노 디자인 전람회 

(Palazzo della Triennale) 가 ‘92년 1.16~4.12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참가신청 마감도 '91 년 8월 

31일 까지로 연기되었는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주제 : Life between Artifact and Nature-Design 

and the Envirenmental Challenge(예술품과 자연 

간의 생활一디자인과 환경의 도전)

주 : 1) 기간(주기) 2) 장소 3) 내용 4)성격

문의 : Pallazzo della Triennale

Viale Alemagna, 6 20121 Milano, Italia 

Tel: 02 8900728

ICSID, 아시아 회원국 회의

제품디자인이 산업기술분야에서 중요한 요소 

로서 자리잡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경쟁력 

강화, 이윤증대 등 제품디자인의 요소는 시장에 

서의 판매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91년 7월 9일부터 H일까지 말레이지아 쿠 

알라 룸푸르의 힐튼 호텔에서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ICSID)의 후원과 말레이지아 표준 • 

공업연구소(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주관으로 아시 아 회 원국들이 

모여 동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및 상호교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 기간중 국제디 

자인 Congress와 디자인 전시회도 병행 개최된다.

종합품목

• National Merchandise Show

1) '91921-9.24(매년) 2)미국(뉴욕, Jacob 

K. Javits Convertion Center)

3)선물용품, 가정용품, 장난감, 가죽제품, 

건강 및 미용품, 전자제품, 의류등 일반상 

품전반

4)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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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na Fairs Autumn

1） '91.9.11-9.15（매년） 2）오스트리아（Mes・ 

sepalast） 3）전자, 가정용기기, 정원기구, 취 

미용품, 의상등 4）일반무역업자 관람위주의 

종합박람회

• EXPOFIM/Metz Inti Trade Fair

1） '91927-108

2）프랑스（Mets, Messegelande）

3）종합품목 4）참가업체 一국내 418, 국외 196

• Stage Fair or Texas

1） ' 91.10.4—1020（매 년） 2）미국（텍 사스, Fair

Park, Interstate 30）3）소비재전반

4）텍사스주정부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반 

소비재 전문전

• MIF/Malaysia Inti Fair

1） '91.1L5—H.10（매 년） 2）말레 이 지 아（Putra 

World Trade Center）

3）자본재, 소비용품, 고무목제품 등 종합품 

목

4）건축자재, 화학제품, 산업설비재 등 종합 

품목 전시, 말레이지아 최대의 종합 무역 박 

람회

가구 -실내장식

• Wood Working Machinery & Furniture supply

1） '91.8（격년） 2）미국（아나하임, Convention 

Center） 3）식탁, 장식가구, 침대, 책상 등

4）서부지역 가구 공급협회 주관아래 개최되 

는 목공산업 전문 박람회

• Wood Mac Asia

1） '9L10.8—1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비전반 4）동남 

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 Int'l Funiture Fair Tokyo

1） '91.11（격년） 2）일본（Tokyo Inti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 

공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 

품 조명, 가정용직물류, 양탄자, 벽지 등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

ting & Furniture

1） ‘91.11（매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 

위주로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FIMMA/Int'l Woodworking Machinery Fair

1） ' 91.11.6—11.10（격년） 2）스페 인（발렌시아, 

Palacio Ferial） 3）목재, 합판, 하드보드, 가구 

설비 4）무역업자 위주의 목재산업 전문 박 

람회

보석 ・ 시계 ・ 악세서리 ・ 선물용품

• Fashion Accessories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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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7（매년） 2）홍콩（Convention &Exhibi- 

tion Center）

3）보석류, 장식품, 악세서리, 귀금속 4）홍콩 

제조업협회에서 후원하며 갖가지 형태의 보 

석류가 전시됨

• Hong Kong Inti Watch & Clock Fain

1） '91.93-7（매년） 2） 홍콩（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3）완제품시계, 시계부품 악세서리 4）아시아 

최대규모의 시계전문 박람회

• Montreal Fall Gift Show

1） '91.821〜824（매년） 2）캐나다（몬트리올, 

Place Bonaventure）

3）선물용품, 문방구류, 가방, 가죽제품, 도자 

기류, 수공예품, 악세서리

4）캐나다 동부지역 최대의 선물용품 박람회 

로 춘 • 추계로 연2회 개최됨

• IMAGE/Intl Marketing & Gift Exhibition

1） '91.8（매년） 2）덴마크（코펜하겐, Bella Ce

nter） 3）판촉물, 선물용품전반 4）주재국 판 

촉물 무역 업자 조합에서 후원하는 선물용품 

전문 박람회

전기 ・ 전자

• Electrotech

1） '91.7（격1d） 2）뉴질랜드（오클랜드, Show

grounds）

3）전기 및 전자제품

4）'86년 최초 개최된 전기전자 산업 전문 

박람회

• Intemepcon/Semiconductor

1） '91.7（격년） 2）말레이지아（Putra World 

Trade Center）

3）반도체, 디자인설비 및 시스템, 반도체 관 

련제품, 콤포넌트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 

회

• Electric Indonesia

1） '9LL0.4—7•（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전기 및 전자공업 설비, 원동기 및 전원 

공급장치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인니의 각종 전 

자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전시회를 통해 

출품 • 공급되고 있음.

식품 - 가공

• Foodpro/Intl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 

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U. 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g・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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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설비, 식품포장기기, 방 

부재료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개되며 특히 음식료 

품 포장설비가 집중 전시됨.

• Food Tech China

1） ' 91.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중국식품산업 

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 Fine Food/Australian Inti Fine Food & 

Drink Exhibition

1） '9198-11（격년） 2）호주（시드니, Darling 

Harbour Exhibition Center） 3）제과음료수, 

알콜류, 캔음료, 초콜렛, 과자류, 생선, 과일, 

야채, 건강식품 4）일반관람객 입장이 금지 

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임.

고무 ・ 플라스틱

• Taipei Plus/Intl Rubber and Plastics show

1） '919（ 격년） 2）대만（World Trade Center） 

3）원료보완재, 반제품, 플라스틱가공기계 설 

비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 

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프 

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으로 기계류 전문 박람 

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 11（격년） 2）일본（나고야, Trade&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계류 전반 4）일본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 전문전

포장재 ・ 기계

•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 91.10. 2）이집트（카이로, Fairgrounds） 

3）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 New York Packaging Machinery show

1） ' 91924-26（격년） 2）미국（뉴욕, Jacok K 

Javits Convention Center） 3）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 

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91.1022-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각종 정보가 교환

• Asia pack/Print/Plas

1） '91618-22（격년） 2） 싱가폴（World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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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enter）

3）포장기 계, 인쇄기 겨】, 플라스틱 가공기계 및 

기초원부자재, 완제품

4）무역 업자 상담위주의 포장 인쇄, 플라스틱 

전문 박람회

• Japan Pack/Japan Inti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10.ilT5（격년） 2）일본（동경, Infl 

Trade Fairgrounds）

•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1LL2〜H・16（격년） 2）인도네시아（쟈 

카르타, Fair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 

설비, 식품포장기기, 방부재료등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개되며 특히 음식료품 포장설 

비가 집중 전시됨

• CIP/Int，1 Packaging Equipment & Tech. Exhi

bition

1） ‘91.10（매년） 2）중국（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3）포장재료, 테스트장비, 보조설 

비, 포장기기등 4）최첨단 포장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바이어위주의 상담진행

• Pack Expo/Int* 1 Packaging Week

1） '92.11.9〜 11.13（격년） 2）미국（시카고, Mc・ 

Cormick Place）

3）각종 포장기계 및 재료 4）미국내 포장기계 

및 재료전시회. 제일크고 중요한 전시회로 

일반인 참관 가능

• Euro Pack

1） '91.10（격년） 2）프랑스（리용, Eurexpo） 3） 

포장재료, 포장악세사리, 기초자재, 봉함기계, 

기타 포장관련장비 전반

• Taro Pack/Int，1 Packaging, Storage & Handling 

Exhibition

1） '91.10.6〜 10.10（격년） 2）폴란드（포츠난, 

Fairgrounds） 3） 포장재생산기계, 포장재료, 

창고 및 운송설비, 포장디자인

• Food Pro/Int'l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12（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그, 

Inf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및 설비 4）국내 24, 국외 

3업체 참가, 남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전

• West Pack/The Western Packaging Exposition

1） '91910〜9.13（격년） 2）미국（아나하임, 

Convention Center）

3）포장재료, 포장설비전반 4）무역업자 위주 

의 박람회

• Fine Food/Australian Infl Fine Food & Drink 

Exhibition

1） '9198〜9.11（ 격년） 2）호주（시드니, Dar

ling Harbour Exhibition Center）

3）제과, 음료수, 알콜류, 과자류

4）일반 관람적 입장이 금지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

주 :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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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자료실은 디자인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20 
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라이드 • 비디오 

테이프•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 30 
토요일 09 ： 30〜 

12：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소 장자 료

-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 정보자료부 자료실 ® 762- 9137



GGDD DESIGN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m丿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T、마크는 디자인포장 진흥법에 Ij丄丿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99

耻 7
디자인 포장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발족 및 개원 

사용자 영역과 디자인 

미국의 분해성 플라스틱 수지동향 

이탈리아의 포장기계산업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개발원주최 교육안내

□R인꼬可게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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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向*奇 白/청立 盲豆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수탁자료조사서비스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0 정보자료부 조사과 從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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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 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발족 및 개원

조진회 원장

박대순 이사장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產業디자인 - 

包裝振興法을 '91 년 1월 14일 법률 제4321호로 

개정 공포한 이후, 7월 14일 振興法이 발효됨에 

따라 產業디자인 - 包裝開發院의 발족 및 개원식 

을 7월 18일（목）에 거행하였다”

초대원장에는 趙鎭禧 전이사장, 이사장에는 

朴大淳 현한양대 산업미술대학장이 선임되었 

다.

비상근이사로는 한덕수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김 은상 무협 전무이 사, 이 세 원 두산곡산전무이 사, 

권명광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장, 감사는 한기성 

계원화랑대표가 각각 선임되었다.

3기관 통합과〈한국디자인포장센터〉설립

1960년대의 무역성장기를 통해 각종 무역제도 

의 정비개선과 수출지원 체제가 갖추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수출상품경진운동, 수출상품 제값받기 

운동 등의 시책을 통해 수출업체들로하여금 국 

제무역시장에서 선진각국의 제품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던 디자인과 포장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 

했다.

1960년대 초 - 중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 

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의 수준에는 크게 못미쳐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를 느낀 정부당국에서는 

디자인 - 포장분야의 육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 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수출디자인 

센터〉를 방문하여 디자인 • 포장에 대한 깊은 관 

심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 수출진홍확대 

회의에서 디자인 • 포장 문제가 주요보고 사항으

—2—



로 올려지게 되었다.

이후 동 회의와 관련부처인 상공부를 중심으로 

디자인 - 포장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 

인 정책방안이 논의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 포장연구개발 및 진흥업무를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방침 

이 세워졌으며, 1970년 4월 20일 수출진홍확대회 

의에서 （사）한국포장기술협회, （사）한국수출디 

자인센터, （재）한국수출포장센터 등 3개단체 통 

합을 결정하여, 1970년 5월 19일〈한국디자인포 

장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산업디자인 . 포장 진홍법 개정 배경

산업디자인 - 포장은 당면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가격 경쟁 

력 제고의 최우선 가능요소로서, 비가격 경쟁요 

소중 기술개발과 마케팅등은 투입비용이 막대하 

고 회임기간이 장기간임에 비하여 산업디자인 ・ 

포장개발은 제품차별화를 통하여 적은 투입비용 

으로 단기간에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포장의 수준이 기술등 다른 분야에 비하여, 또한 

일본•대만•싱가포르등 주요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그원인은 산업디자인 -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미홉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산업디자인과 포장을 개발하기 위한 정 

부와 기업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인 산 

업디자인 및 포장의 수준을 향상시켜 무역진홍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1977년에 공포된 디자인 - 

포장 진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디자인 - 

포장수준의 낙후원인을 해소하고,〈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제품디자인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 

인 • 포장진흥법을 개정 - 시행하게 되었다.

개발원의 사업추진 방향

• 지금까지의 진홍위주기능을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제품기 

획을 대행

• 지도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유기적인 지 

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실시

• 전문인력 교육과정과 단기양성 과정을 설치 

하여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재 

교육을 실시

• 산업 디자인과 포장에 대 한 기 업 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전문인력 수급 원활화에 

기여

전 망

정부는 산업디자인• 포장 진홍법의 개정과 

“종합진홍계획”의 마련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산업인 포장수준을 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예정이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 

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산업 

디자인 및 포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인식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우수한 디자인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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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무역환경과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 연구계의 

종합적 공동노력만이 우리의 산업디자인 • 포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產業디자인 - 包裝振興法 主要骨子

1. 商工部長官은 產業디자인 및 包裝의 研究 

開發 및 振興에 관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하여 

公告하고 產業디자인 또는 包裝에 관한 研究開 

發事業을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機關이 당해 研 

究開發事業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工業發展法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 

發事業의 豫算範圍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法 第3條 및 第4條）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工業發展法 第13條 

第1項에 第6號（6. 產業디자인 • 包裝振興法에 

의한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 및 專門會社）를 

新設함.（附則 第6條）

2. 政府는 優秀한 產業디자인 및 包裝에 대하 

여는 優秀디자인商品 또는 優秀包裝商品으로 選 

定 - 施賞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優秀 

디자인 標識을 附着하여 販賣하는등 지원함으로 

써 產業디자인 및 包裝의 開發을 促進할 수 있 

도록 함•（法 第6條）

3. 政府는 產業디자인 및 包裝에 관한 專門人 

力의 養成과 產學協同을 獎勵하도록 하고 產業 

디자인 및 包裝에 관한 研究開發 • 調査 • 分析 ・ 

諮問등을 행하는 專門會社의 設立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8條 및 第9條）

4. 韓國디자인包裝센터의 명칭을 產業디자인 

包裝開發院으로 變更하고 그 機能도 강화하며, 

開發院의 事業遂行을 위하여 政府가 필요한 지 

원을 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5條）

□ 제11차 ICSID 아시아 회원국 회의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지아의 쿠 

알라품푸르에서 제 H차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 

의회 아시아 회원국회의（ICSID AMCOM）가 개 

최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말 

레이지아의 회원국 대표들과 ICSID임원들이 참 

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 저】1회 

말레 이시 아 국제디자인대 회와 전시 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아시아지역의 디자인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내용

0 공동사업추진

- 회원국 전시회 개최 : 차기 회의부터는 

회의 개최지에서 공동 전시회 개최 합의 

（가급적 輕小물건, 판넬전시）

- R&D Project 추진 : 제 1단계로 인쇄물 

을 통한 자료 교환f 차기회의에서 세부 

내용 토의

- 정보 Network구성 : 입력된 자료 상호 교 

환-차기회의에서 세부내용 토의

- 기타 : 디자인 학생 교류, 디자인 Forum 

참가 문제 토의

o 차기회의 개최지 : 호주로 결정하였으며 장 

소 및 시기는 주최국에서 '91. 10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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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회원국에 통보

0 '91 ICSID총회 및 Congress개최 : ‘91. 9월 

유고 루불리아나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고 정치상황때문에 '92년으로 연기

0 제1회 국제디자인대회

（1） 참가자（200）: 외국인（약 50명）, 내국인

（ 약 15限）

（ 2）주제 및 부제

• 주제:디자인을 통한 품질 향상 

（Quality Through Design）

• 부제 : 一 제품디자인과 포장

- 디자인 교육 및 전문성

- 제품디자인과 경영

- 디자인 진홍 및 마케팅

- 디자인 경향

- 미래의 범세계적 디자인 

방향

（3）발표자 : 17명

O 제1회 국제전시회

（1） 전시장 규모 : 부스24（1개부스크기 : 3m2）

（2）참가자（5）：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지 아

（3）전시품 : 각국 디자인 기관 및 업체 홍보 

사진 및 판넬, 전기 및 전자제품

O 동행사는 말레이지아 과학기술 환경처 산하 

표준공업 연구소（SIRIM）주관으로 개최 되 었으며, 

담당장관은 물론 부총리까지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였음.

* 제1회 말레이지아 국제디자인 대회 발표내용 

은 8月 말에 발간될 산업디자인지 117호에 게 

제될 예정임.

□ 사용자 영역 （User Interface）과 디자인

인간이 만든 사물과 인간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에 있어 인간間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 

러난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가 있고 또 기술적 

인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기계의 형태는 닮아가고 있지만 구성된 이미 

지의 “形"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의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User Interface연구의 목적은 기기와 사용자간 

의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명확히 하고 사용법과 

형 태 간의 적 합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태나 소재 혹은 구조를 규 

정하여 표현하는데 이 디자인의 해법은 본래 사 

물의 움직임과 그것에 관련한 인간과의 접촉에 

따른 영역 （Interface） 의 응용이다.

디자인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실현된 인공적기 

능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만남관계에 적합 

성을 생성하는 것이다.

“좋아지는 形, 사용이 간편한 形”의 디자인에 

있어서 특정의 기능과 그것에 관계되는 인간의 

감각이나 적합성이 계획되어 그것이 물건의 형 

태에 표현되다고 말할 수 있다.

“形”은 대상과 완성된 일 각각에 인식가능한 

상태로서 대상의 내적인 구성과 대상전체와 외 

부환경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또 “形”은 인공적기능과 외부의 관계와 만남의 

질에 따라 눈에 감지된 것의 가능한 관계, 결국 

「공간의 형태」와 작동이나 조작과정에 경험된 

「시간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디자인 대상은 가구나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등으로 대표되듯이 인간의 육체적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러한 제품들의 디자인에 있어서 주로 공간의 

형태에 따라 기기와 사용자의 물리적인 결합이 

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 도면, 혹은 모형 

표면등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제품의 

확실한 공간적 성질을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들의 주위에는「인간이 필요한 

곳, 생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기가 등장 

하고 있다. 예를들어 문장의 작성, 편집 혹은 전 

자레인지의 자동조리기능 등이다.

이러한 기기들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 

작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각단계 에서 선택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사용법이 디자인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기와 사용자의「지적인 

관계의 만남」을 규정하기 위한 디자인방법이 필 

요해진다.「지적인 관계의 만남」에서는 연속되는 

조작의 형식이나 조작전체의 문맥구성이 커뮤니 

케이션의 규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의 규칙은 시간적인 순서, 경로, 전체지 

도, 인지적인 구조를 가진 대상으로서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용 

자와 기기와의 만남에 대한 공간적 성질, 시간적 

성질을 조절하는 방법을 포착하여야 한다. User 

Interface라고 하는 디자인의 문제영역이 가리키 

고 있는 과제는 시간적인 성질을 포함하는 새로 

운 형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 

답을 찾는 것이다. 디자인의 연구에 있어서 물 

체와 인간의「물리적인 관계의 만남」이라고 하는 

대상을 한층 넓혀서 양자가 특정의 목적에 따라 

서 의미를 주고 받는 과정, 즉「지적인 관계의 

만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후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기기의 조작과정 사용 

자의 태도와 행동, 혹은 인간 일반의 대화나 창 

조과정등의 연구가 행하여지고 그 성과가 실제 

기기의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다.

또 서로다른 문화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형 

식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요시 되고 

있다.

User Interface연구는 오늘날 정보네트워크 사 

회의 실현과 국제화를 위하여 많은 가능성을 가 

진 새로운 디자인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본 통신원 제공〉

□ 변화하는 디자인

최근 “변하는 디자인의 개념”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디자인이 변한다고 하는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디자인이 인간의 생활도구 및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때 도구와 환 

경이 점점 변해간다는 의미가 될것이다.

도구와 환경은 이미 인간생활의 최초에서부터 

그속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사실 디자인만이 변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함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굳이 사회학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않아도 이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 자신이 느낄 수 있다.

즉 디자인이 변해간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살 

고있는 사회가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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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주목하는 전문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사고에 있어 사물자체만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 

과의 정신적인 교류까지도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물과 인간과의 지적인 교류의 필요성 

및 정적인 상황에서 “사용에 따른시간의 경과”에 

대한 사용 환경의 변화등의 디자인의 개념이 정 

리된후 이제까지 변화해온 개념에 비하여 엄청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가 인간과의 지적인 

대화를 해야한다”는 말은 디자인 대상을 공간상 

에 위치하는 정적인 대상으로 보아왔던 종래의 

시야에서 무형의 정보를 다루는 기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부터 실감나는 의미가 되고 있다. 사실 

정보기기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기록 혹은 기기 

자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기와의 대 

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 정보기 기들은 

대부분 정보를 얻거나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 정 

말로 필요로 하는 행위이외에 너무나 많은 부수 

행위를 요구받고 있다. 즉 사용을 하기위한 구입, 

교육, 사용, 유지등을 생각해 보아도 문제점이나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 현재 과학기술의 총아, 

다음 후기 산업사회一정보화사회를 열어가는 

“정보를 다루는 기기”들이 엉뚱한모양이 되버린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가 만든것이 

아니고 개발자가 만든 물건이기 때문으로 산업 

사회이전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도구를 직접 

만들었던 이후, 대량생산으로 들어서 제조자가 

물건을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후 마케팅 

이라는 수단으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 이션을 통 

해 디자인 개 발문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기들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요 

구에 의하여 태어난 기기라기 보다는 테크놀리 

지가 만들어낸 제품으로 인간중심적이기 보다는 

테크놀리지 중심적 혹은 생산중심적이다.

이러한 정보기기들이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저가격화되어 대량 보급됨에 따라, 경이로왔던 

호기심의 대상이 사용의 실체로 등장하여 소비 

자들은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 

들의 무지를 탓하여 왔다. 즉 사용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이 용이한 도구로써 변환이 요구되어지 

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일부 부응하여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매킨토쉬 컴퓨터의 메뉴대화방식 

PC의 시장보급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들의 제작과 개발의 구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보는 시야를 가진 디자이너의 

필요성은 절대적。i다. 이제까지 디자이너가 사 

용자의 요구와 대상이 되는 사물의 기본 속성인 

구조, 재질, 기능을 모두 이해하였듯이 커뮤니케 

이션 과정을 창조해 내야한다.

〈일본통신원제공〉

□ 미국의 분해성 플라스틱 수지 동향

Freedonia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분해 성 플라스틱 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이 라고 

한다.

토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 

라스틱의 미국시장은 '90년도에 121,000톤이 소 

비되었으며 '95년에는 75% 증가한 212,000톤으 

로, 가격면으로는 1억5천2백만 달러에서 2억6천8 

백만 달러로 95%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UV（화학선）에 의해 고분자와 사슬이 파괴되어 

분해가 발생하며 생분해 성보다 저가생산, 더나은 



특성으로 시장점유율이 더큰 광분해성 플라스틱 

의 미국내 소비는 '90년도에 428,000톤에서 '95 

년도에 851,000톤으로 증가되고 가격면으로는 4 

억8천만 달러에서 9억2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 

다.

미국의 폐기플라스틱

수지별 플라스틱
재활용（000 TONS） 1이89 1994 2000

년간 

증가율 

89/94（%）

PET 88 363 635 32.6

HDPE 59 354 1380 43.1

PVC 68 64 181 563

LDPE 4.5 113 386 90.4

POLYSTYRENE 23 27 68 64.4

POLYPROPYLENE 23 18 45 51.6

OTHER PLASTICS 4.5 104 431 872

TOTAL 167.4 1043 3126 44.1

□ 플라스틱 필름의 실리카코팅

포장산업 관련 업자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가스차단성과 투명성이 우수한 

단층 플라스틱 재료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

“glassy silicon dioxide” 플라스틱 코팅기술은 

열충전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식품이 

나 리토르트 식품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 및 

습기 에 대 한 고차단성을 갖춘 필름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SiO코팅 

플라스틱 재료 생산업체로서는一미국의 Easta- 

pac사 （PET필름에 Plasma Enhanced Chemical Va

por 침전）一미국의 띠ex Product사（PET와 연신 

PP포장필름에 전자빔 침전기술）一일본의 Top- 

pan Printing사（이축연신 PET필름에 진공 침전） 

- 일본의 Toyo Ink사（진공침 전） 등이 있으며 특 

히 Eastapac—사는 plasma Enhanced Deposition 

Process로 0.2 micron（lm의 백만분의 1, u） 보다 

얇은 200 angstrons（lmm의 1000만분의 1） 두께로 

PET필름에 코팅하여 켓첩, 맥주, 과일음료 등 

산소에 민감한 식품 및 음료제품의 포장용 재료 

를 공급하고 있다.

□ 영국產 진공 증착 필름

진공 증착 플라스틱 필름 및 판지에 대한 시 

장성은 대형진공코터에 의한 생산비 절감, 용도의 

다양성, 일반 알루미늄 호일보다 유리한 기능성 

등으로 전망이 밝을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품은 매력적인 시각효과 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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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습기, 빛에 대한 차단성이 높아 식품포장 

분야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진공증착가공법은 크리스마스 장식용 제품으 

로 처음사용된 이후 PET, PP와 같은 플라스틱 

필름과의 배접효과로 용도가 다양하게 변화해왔 

다.

영국에서는 Courtaulds Films사, ICI Films사, 

UCB Film사 등이 증착필름을 제조하고 있으며 

증착 OPP필름은 우수한 차단성을 갖고 있다.

아래의 표는 30micron 공압출 OPP필름과 30 

micron 증착 OPP필름과의 물성을 비교한 것 이다.

습기투과

2我 85% RH

산소투과

23t 85% RH

Co-ex OPP : lg/m2/24hr 1500cm3/m2/24hr

Metallised OPP : 0・2刎2/24近 100 - 200cm3/m2/24hr

Courtaulds Film 사는 Shroko-M 20, 25, 30mic- 

rons와 Shroko-MF 18microns라는 이름의 증착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 Shroko M의 구조는 

OPP층에 진공으로 aluminium/metal층을 형성한 

것으로서 감자칩이나 스낵제품의 포장용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재료는 산소, 습기, 빛에 대한 차단력이 우 

수하며 40% 이상의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스낵의 

바삭거림 (crisps)을 유지시켜 준다.

IQ사는 증착PET인 “Melinex”를 생산하는데 

산소투과는 100cm3/m724hr atm으로 요쿠르트와 

같은 낙농제품의 포장용 컵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알루미늄 호일과 증착필름의 차 

단력을 비교한 것이다.

재 료

습기투과율 

(g2/24h at 

38t 90% rh)

산소투과율

(ml/mm2/ at 

24h atm)

Foil laminates <0.01 <0.006

12pPET/Met/Adh/Met/
0.1 0.6

12|iPET

12pPET/Met/50pLDPE 0.4 0.6

Met/12pPET/Lac 0.6 0.8

12PET/Met 0.7 to 2.0 2.0

365MXXT/Al/Met 3.5 2.6

□ 이탈리아의 포장기계산업

UCIMA—이탈리아 자동포장기계협회는 이탈 

리아의 포장기계 제조산업 이 현재 EEC 지 역 전체 

생산의 4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UCIMA는 이탈리아의 포장관련 45개업체들로 

구성 된 조합으로서 이분야 수출의 80% 를 차지 하 

고 있으며 국제 포장기계 및 기술관련 전시회인 

Packintec의 후원단체이다. '92년에는 밀라노에서

'9이년도 이탈리아의 포장기계 수출 실적

자료제공 : UCIMA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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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최예정〉

수출은 십억달러로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영국 같은 나라들과 우위를 다투고 있 

으며, 이탈리아 전체에는 300여개의 포장관련 

기계 제조업체가 있다.

□ 재활용 Polycarbonate용기

Eurobottle이 라 불리우는 Polycarbonate 플라스 

틱용기가 미국의 GE플라스틱사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충전 유리용기와 종래의 폐기용 플라 

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어 환경보호용으로 청 

량음료의 포장시장에서 크게 어필하고 있다.

Polycarbonate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 라 유리 와 같은 투명 성 과 광택 , 가벼 움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될 수 있으며 고온에서의 세 

척이 가능하고 고열 성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이다.

이 PC용기는 기존의 유리용기 세척, 재충전 

콘베이어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리용기보다 

서로 긁힘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142。〜146。까지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으며 1.5 

리터들이 용기는 동등한 유리용기에 비해 85%의 

무게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 미국의 수지별 플라스틱용기 수요 통계

（6 십억파운드, 1989 년）

「一I HDPE

|因：二;| Polystyrene

I I PET

ldpe

R交& PVC

邑上| Polypropylene

NNSW Other Resins

맑은마음 밝은사회 녋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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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포장 기술 정보조사단 참가자 모집 안내

—일본•중국・홍콩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 일본국제포장기자재전（JAPAN PACK '91） 관람

• 중국국제포장전（International Soft Packing Exhibition） 관람

및 유수업체 방문을 통한 해외 최신 포장 기술 정보 수집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장 

기술 정보 조사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파견 기간: 1991년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참가 경 비: 1,890,000원
★ 항공표, 숙식비（1급호텔 2인 1실） 현지교통비, 입장료, 보험료, 공항세 일 

체가 포함된 금액임.

□ 신 청 마감일 : 1991년 8월 24일까지

★ 중국입국수속관계상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 신청 및 문의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정보자료부 조사과 ■ 744 — 0226〜7

일 정 표

일 자 지 역 시 간

제 1일

10/10（ 목）

서울 

동경

12： 30
14： 30

서울 출발 

동경 도착

제 2일 

10/11（ 금）

동경 09：00 전일 JAPAN PACK 전시회 참관

제 3일

10/12（ 토）

동경 09：00 전일 JAPAN PACK 전시회 참관

제 4일 

10/13（ 일）

동경

북경

09：00
14： 55
19： 15

명소 관람 

동경출발 

북경 도착

제 5일

10/14（ 월）

북경 09：00 전일 INTERNATIONAL SOFT PACKING 전시회 참관

제 6일 

10/15（ 화）

북경 09：00 전일 관련자료 수집 및 상권 시찰

저】 7 일 

10/16（ 수）

경
 진
 

북
 천 06：30

10： 00
14： 00

조식후 북경 출발

천진 도착후 천진시 대외과기교류 센터주최 환영회 참가

공장방문（2개처）

제 8일 

10/17（ 목）

천진 09：00
14： 00

한중 정보교류 간담회 

관련자료 수집 및 상권 시찰

제 9일

10/18（ 금）

천진

홍콩

07：00
09： 25
12： 40
14： 00

조식후 공항행

천진 출발

홍콩 도착

관련자료수집 및 상권 시찰

제 10일 

10/19（ 토）

흥콩

서울

09：00
12： 50
17： 00

오전 구룡반도 시찰후 공항행

홍콩 출발

서울 도착후 해산

漿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어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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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디자인 포장 제품

“영국의 PRC 콘테이너사는 생수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5리터들이 투명 PET와 OPVC용 

기를 선보였다,

이 용기는 기존것 보다 20% 이상 보관공간을 

줄일 수 있고 포장 디자인효과를 살리기 위해 

직 사각형 의 용기형 태로 생수포장용기 로는 최초 

의 사각형 디자인으로 운반시에는 15〜20%의 

운송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

목부분과 뚜껑은 injection molded PP 재료이 며 

손잡이도 부착되어 있다."

"멀티팩(multi pack)은 식품음료 포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청량음료 제조 

업체들은 이포장형태의 어드벤테이지를 얻고 있 

다. 인쇄기법의 향상과 종이판지포장이 가격절 

감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12온스 

유리포장용기의 12개 멀티팩을 시판한데 이어 12 

온스 알루미늄 캔에도 멀티팩 방법을 새롭게 선 

보이고 있다. 포장디자인 방법 증진을 위해 겉 

표면의 광택코팅은 “Extra shine look-별도의 

빛나는 외형”을 첨가한다.

새로운 lithography 인쇄방법이 종래의 옵셑 

인쇄보다 그래픽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12캔의

7-up 제품은 이방법을 적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어 마케팅효과를 크게 증진시켰다.”

"영국의 Cornish Brewery사는 북미지역에 혁신 

적 이미지로 포장디자인을 개선한 맥주를 시판 

하고 있다. 독특한 12각의 유리병디자인과 5가 

지색의 호일스탬프 라벨로 기존 맥주용기의 라 

벨이 닳아 없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12각도의 

움푹패인 홈의 판넬을 시도한 것이다.

California magazine은 이 포장제품을 매우 훌 

륭한 제품이며 저녁파티용으로 적합하다고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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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 내용 소개

细 자료명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7

내 용

•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태국정부 세금 

부과 9% 절감

• 일본의 Toshiba사와 대만의 Inventa Electro

nic^}, 말레이지아에 팩스밀리기기 생산 설 

비를 위해 공동투자

• 중국의 Tonear사, 고대무늬를 이용한 CD 헤 

드폰

• 비디오 카셋트레코더 : hi-fi 스테레오 사운드 

리모트콘트롤, NTSC, PAL 기능 장착 

일본一고품질용 ultra thin film 비디오 생산 

싱가포르一재료공급 원활로 가격 안정 

말레이지아一NTSC, PAL 방식 생산 

자동헤 드크리 닝 , 슬로우모션 기 능, 리 모트콘 

트롤 기능 장착

대만一고임금, 적은 노동력문제 심각 

TV와 조합된 VTR 생산

• 전자건반악기 : 일본一IC 사용모델, 유럽과 

미국지역 중심으로 수출

홍콩一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 첨가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로 일본과 경쟁 

인도一지난해와 비교하여 가격하락 국내수요 

증대

• 무선스피커 : 써라운드 시스템에서의 복잡한 

전기선을 없앰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시장전망 양호

일본一유럽, 미국에 두가지 모델로 판매 

홍콩一다양한 스피커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리씨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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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자료명 내 용

Asian Sources Gifts & Home Product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7

대만一저가격 모델생산으로 일본과 경쟁

• 휴대용 무선전화기 : 컴팩트형의 디자인으로 

경량화 추세

• 부엌용품 : 냉장고 및 오븐에서 보관 및 요 

리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아크릴, 에나멜, 

알루미늄제 재료 생산

대만一포장 및 수출라인 비용 상승 R&D 및 

디자인 개발 증진

홍콩-모든 부엌용품 제조용 재료수입, 고품 

질 재료 판매 확대

• Hi-Fi, 비디오 가구 : 목재, 플라스틱, 금속제 

재료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에 박차 

대만一지난해 수출가격 안정으로 30%의 수 

출신장, 비디오 • 오디오테이프 보관용 케비 

넷 장착형

인도一고충격 보호용 PS재료와 수입 목재 및 

아크릴 재료 사용一개인용 컴퓨터 스탠드로 

도 사용

필리핀一정부의 적극적인 생산지원, 등나무, 

대나무, 일반 목재 재료 사용

싱가포르一hi-fi용 가구 수출국들중 가장 빠른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3천만 달러 생산에 60% 수출

• 가정용•운동기구 —대만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운동기구들이 선보이고 있음 

대만一R&D, 안정성, 다양한 기능의 최근 선 

호 주세로 여행자용 휴대용 제품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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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내 용

• 스포츠 운동화 :고품질 재료 수요 증대와 

임금인상에 불구하고 판매신장, 밝은 색감, 

편안社 공기 주입 모델형 인기

• 스포츠가방 : 디자인과 색감 선택의 다양화, 

공간이용과 기능을 첨가한 고품질 재료 수요 

증대

홍콩一중국에 생산라인설비, 나일론 재료의 

저 - 고급품 중심으로 네온 색감 생산

Asian Sources Fashion Accessorie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8

• 우산 • 양산 : 홍콩, 대만, 중국제조업자들이 

협력 생산 확대

홍콩一남성, 여성, 유아용 뿐만 아니라 골프 

및 해변용의 다양한 기능의 제품 생산 

대만一노동력이 싼 중국과 태국지역으로 생 

산설비 라인 이동

중국一저품질 • 중급의 자동접음 우산 생산

• 벨트 : 고품질의 다양한 디자인 모델과 함께 

세트를 이룰 수 있는 지갑, 핸드백, 손지갑 

등도 생산

필리핀一일반패션제품과 바로크스타일까지 

다양 수공예제품 생산

ICSID NEWS, At The Cross Road

ICSID

No.6 & '91. 7

• 제17회 유고 Ljublijana ICSID총회 유고 내전 

으로 '92년 2월로 개최 연기

• 산업디자이너들에게 요구되는 생태학 정보

ICSID News

ICSID

• 지난 4월 대만의 CETRA 후원으로 개최되었 

던 ICSID Professional Promotional, Edu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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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91・ 8

題 자료명 내 용

월간

'91. 3

nal(PPE) 미팅소식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 발트3 

국의 디자인 문화와 사회

• 통독이후 독일의 디자인계一동독디자이너들 

과의 협력

Car Styling 

三榮書房 

Japan 

격월간 

'91. 7

• 미국 철강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

tute) 주최 포름一'90년대의 긴급과제

• 미국 독립 디자인 연구회사 CDI 디자인

• Citroen ZX 마케팅 증진을 위한 전략 승용차 

디자인 개발

•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 인간의 미래

• 21세기의 개인용 승용차 동향一Nissan RCA 

프로젝트

• 독일의 유명 디자인 용역업체 Phoenix Pro

duct Design사 소개

Car Graphic

二玄社

Japan

• Toyota Soarer 4.0GT, Mazda Sentia 의 동력 

성능, 승차감, 조종안정성, 거주성, 연비

월간

'91. 6

novum

Bruckmann Munchen

Germany

• 광고와 디자인 용역업체의 비교

• 브라질 사웅파울로 Mquina estudio 그래픽

디자인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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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자료명 내 용

商店建築 

（株）商店建築

Japan 

월간 

'91. 7

• Shikoku지역 리조트공원 Roma World, 690, 

000m2의 골프코스 연간 5만이용객 예측

• Kyushu지역 ISHIMATSU호텔一뱃부의 경치 

와 실내디자인의 조화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6, No.724

Fusion Planning

Japan

월간

'91. 7

domus 

domus spa 

Italia 

월간 

'91. 6

• 세계의 의류 및 섬유산업정보와 동향

• '92/'93년 가을 - 겨울 니트류 디자인 동향

• '92년 봄/여름 이탈리아 섬유 동향

• 지상 170m의 공중정원 이미지드로잉

• 세계 각국 도시•거주경관一일본도시의 미 

래

• 일본,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기업 이미 

지와 기능을 대표하는 건물 건축의 새로운 

정책과 이미지통합一기업 문화 구현, 기업이 

념도시구상, 기업문화상징의 건축

• 호텔, 사무실, 회의실 등의 인테리어 전문업체 

이탈리아의 Arcum designs 최근작품

• 시드니 쉐라톤 호텔,북경호텔, 비엔나 플라자 

호텔등 세계유명 호텔의 실내가구 디자인을 

용역한 Cobas Srl

• 우아함과 단순성으로 조화를 이룬 Laxo사의 

최신 벽면 부착 램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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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91. 5/6

Rg 자료명 내 용

Graphis

The Graphis Press

Switzerland

• 독일 아트디렉터스 클럽의 활동과 작품

-TV광고, 포스터, 편집 디자인

Engineering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5

• 모터싸이클 디자인의 90년대一DIY 인간공학 

응용

•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판매된 자동차 Ho- 

nda의 디자인 혁 신 “a rugby player in a busi

ness suit”

• 일본 Mazda 자동차의 항법 도로망 지침기 

(Satellite Navigation) 개발 및 수년안에 장 

착계획 수립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5

• 최근 통독이후 사회 - 경제적 잠재성 증진과 

함께 디자인구조와 커뮤니케이션의 재발견

• 독일 공구 제조업체 Witte사와 TV스튜디오 

카메라 제조업체 Bosch사의 디자인과 기능 

혁신

• 독일 Slany Design 용역 회사 ‘90년도 최고의 

디자인팀으로 선정

•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 국 

가들의 디자인 동향

• 중국 Tianjin Automotive Industrial사의 자동 

차 디자인과 수출동향

Nikkei Design

日経BP社

• '92년 봄 - 여름 여성용의류 해외 선호 색채 

정보一유행색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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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 자료명 내 용

Japan 

월간 

'91. 7

Auto & Design 

Auto & Design srl 

Italia 

월간 

'91. 6/7

Motor Fan 

三榮書房

Japan 

월간 

'91. 8

Commercial photo 

玄光社

Japan 

월간 

'91. 8 No.337

Ilbagno

PEG S.PA

Italia 

월간 

'91. 5 No. 107

Axis

• 디자인의 환경, 사회성의 의식조사

• 독일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예상

• BMW series 3 과거 - 현재 • 미래 디자인 및

성능비교

• Toyota와 Nissan의 최신차종소개

-Corolla, Sprinter, Cedzic, Gloria

• 일본 8월의 최고 광고 및 CM 수상작一신문, 

잡지, 포스터

• 자연공학의 디자인一창조와 방법一인공소재, 

자연, 이차원적세계, 창조활동

• 욕실 및 히팅기기 무역전시회인 독일 Frank

furt Ish 개최소식

• 욕실 사용의 편리함과 우아한 환경을 위한 

가구 및 실내디자인

• 일본 자동차 생산회사들의 세계 각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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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자료명 내 용

'91. No.3

（株）AXIS Inc

Japan 

계간 

'91・ Spring 39

Network 설립

• Oki Electric사의 디자인 전략과 정보디자인

• 미국 디자인 용역업체들의 최근 경향과 미 

래

• Matrix Product 디자인 용역회사의 역사와 

철학

• 색채와 사용자 디자인 관계

Packaging Today

Packaging Council of Australia

Australia

• 재활용 포장제품 수요 증대 문제 

자원경영一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7

• 핀랜드 펄프 및 종이산업과 관련한 수자원 

오염문제 실태

• 골판지 박스 제조산업에서의 컴퓨터화 공장 

설립 스케쥴 시스템

• 플라스틱 폴러머층의 공압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적외선 분광기（分光器）

Australian Packaging 

Bell publication 

Australia 

월간 

'91. 7

• Procter & Gamble사, 유아용 소형 팸퍼스의 

기존재료 20% 절감

• Tetra 우유카톤 포장용기 재활용 시도 계획

• 미국 아나하임에서 9월 개최되는 West Pack 

'91 소식

Packaging Digest

Delta Communication Inc.

• 미국 Campbell soup Co•의 CPET 포장용기 

재활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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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 자료명 내 용

USA 

월간 

'91. 7

Packaging News 

Maclean Hunter Pub

England

월간

'91. 7

• 캐나다 Rich사의 무콜레스테롤 커피 크림 

포장용 8그램들이 파우치 포장

• Wetteran사의 팔렛트 랩핑기기의 새로운 기 

능

• Pillsbury 제과사의 재사용가능 polypropylene 

homopolymer 포장용기

• Plysu Containers사의 윤활유 포장용 250ml, 

500ml, 2리터 HDPE 자동 생산 포장 용기

• 스코틀랜드에 53,000sq ft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 Premier Glass Packaging사의 향수등 

고급제품 포장용 유리용기

• 영국 Omicron plann사의 PET, PVDC, EVOH, 

aluminium 복합 재료 식품 및 의약용품용 

고차단 포장필름

• 마이크로 웨이브 식품 조리용 접시모양의 

공압출 열성형 용기

• 제과류의 포장용 고차단 opp필름一습기 및 

가스차단

• RPC 콘테이너사의 그리터들이 4각 OPVC용 

기一보관 및 운송비용절감

• 종래 에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Polybutylen te- 

rephtalate가 일본 Polyplastic사에 의해 마이 

크로 웨이브용 열저항 용기로 사용

• 비탄산 음료인 생수와 쥬스 포장으로 사용 

되는 Eastman사의 압출 브로우 몰딩 PET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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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내 용

Packaging Strategies 

Packaging Strategies 

USA 
격주간 

'91. 6

JEI

Dempa Publication Inc.

Japan 

월간 

'91. 6

modem plastic Intemation이 

McGraw-Hill Pub

USA
월간 

'91. 6

Food & Drug Packaging 

Edgell

U.SA

월간

'91. 7

• 미국 소프트음료 포장용 PET용기 7십억개 

소비

• 5층 공압출 브로우 몰딩의 차단특성과 생산

• 유럽 의 전자제품시장 동향一 VTR, Camcorder 

중심

• JVC의 VCR제품 소형화, 경량화 조작의 용이 

성을 위한 신기술

• 젊은층시장의 미니 콤포넌트 제품 소형 디 

자인 선호 추세

• 휴대용 무선전화기의 미국시장동향

• 미국 맥도널드 패스트 푸드사 Polystyren 포 

장재료 사용 금지 결정

• 미래의 플라스틱 기술一가전 로봇, PET의 

규사 코팅

• 이탈리아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 감소

• 포장과 환경一고형 폐기물 처리 문제一플라 

스틱, 금속, 종이, 유리

• 변조방지 기능을 첨가한 용이 뚜껑 수요 증 

가

• West Pack '91 미국 아나하임 9월 개최 소 

식

Packaging • 유럽의 포장기계 판매 '95년도에 5십2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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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I 자료명 내 용

Turret Group Plc

England 

월간 

'91. 4

macplas

Promaplast srl 

Italia 

월간 

'91. 6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 Pte Ltd. 

Singapore 

월간 

'91. 6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5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6

러로 증가 예측

• 진공 증착 포장필름의 최근 동향

• 이탈리아 포장 가공산업의 최근 동향

• 미국의 재활용 및 폐기 플라스틱 수지 통계

（1985년〜2000년, 평균 44% 증가）

• '90년대의 압출 브로우 몰딩 플라스틱

• 재활용 Polycarbonate용기 사용실태

• 호주 NSW주의 식품가공산업 一수출입 동향

• 필리핀의 수출용 포장제품과 기술

• Asian Techon ‘91. 11월 싱가포르 개최 소식

• 미국의 포장기계 생산 '94년도까지 3십3억 

달러 예측-Freedonia Group

• 스페인의 포장기계 수출동향

• 지난 6월 McCormic place에서 개최된 NPE 

'91 전시회 소식

• 식품의 포장과 보존一식품의 보존포장기법의 

고찰, 청과물의 선도유지 포장의 최근 동향

• 포장식품의 미생물변패 방지기술

• 수입식품 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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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Big Pack

、丿屮八门/厶、）"，社

Japan 

월간 

'91. 5-6

The Eagle

夕十7經營

Japan 

월간 

‘91・ 7

食品占容器 

兵語技術研究會

Japan 

월간 

'91. 7

Carton Box 

（株）日報

Japan 

월간 

'9L 7

包裝技術

JPI

Japan 

월간

내 용

• 포장디자인의 효과적 연출법一상품의 차별 

화, 상품의 설명, 구매의 쾌적성, 진열의 목 

적과 조건, 상품선택의 용이성

• 최신 남성용 화장품의 디자인 혁신

• 효율적 경영의 전환과 기업사명

• 쾌적 상품군의 기술개발

• 저장식품의 해충방제대책

•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가공기술

• 최근의 무균충진 - 밀봉장치의 진보

• 1991년 식품관련 법규와 입법

• 포장개선사례一주택조명기구의 포장 개선

• UV-EB 경화기술의 세계동향

• 포장시스템 검사공정과 센서기술

• 액량검사의 최근 동향

• 화상처리 기술과 검사시스템

• 화상처리 장치를 이용한 검사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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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자료명 내 용

'91. 7 • 컴퓨터화 산소투과율 측정시스템의 개발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포장산업 동향

• '92년 Tokyo Pack 개최 소식

영상자료

-비디오 테이프一

Using your Creative Brain（42분） 

미국 Art skill 社

Graphic Design（21 분） 

미국 Art Careers社

— 슬라이드 필름一

Graphis（313 컷） 

미국 Art Carreers社

•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잠재적인 창조성을 발 

휘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토의방법, 디자인 훈련 

및 창조를 위한 교육 자료

— 상업용 광고, 포장, 포스터, 산업디자인

• Graphis, Photo Graphis

• Graphis posters

• Graphis packaging

Changing the face of things 

6Part, 203 컷트 

영국, Visual Pub.

• 컬러패턴, 색감의 표현, 파인아트의 응용을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가구디자인, 포 

장디자인, 광고등의 실제기법

Ideas & Design

265 컷트

영국, Visual Pub.

• 초보에서부터 디자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아이디어 창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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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5) |

O Dixon & Parcels Associate-미국, 1959년 설 

립

• 주소 : 521 fifth Avenue, New York. NY10 

175. USA * (212)697-2522

• 대표자 : J. Roy Parcels

• 종업원수 ： 30명

• 취급분야 : 포장디자인, CI, 트레 이드마크, 

제품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작업실, 컴퓨터실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Century Product, 

Austin Quality, 4C Foods Corporation

• Portfolio

O GVO—미국, 19&6년 설립

• 주소 : 2470, Embarcadero Way Palo Alto.

CA94303. USA ・(415)858 ~2525

• 대 표자 : Robert Alber

• 종업원수 ： 35명

• 취급분야 : 포장, 산업디자인, 기계공학

• 시설 및 장비 : 15,000ft2

• 주요고객 명 및 개발품 : Syntex, Interative 

network Synanthic Rumen Injector

• Portfolio

O Walber Group/CNI—미국, 1970년 설립

• 주소 : 320 west 13th St. New York, NY 

10014. USA ・(212)206 - 0444

• 대표자 : Kenneth HWalker

• 종업원수: 135 명

• 취급분야 :종합디자인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Han Yang Dept.

Galeries Lafayette, Duty free shopper Inc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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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arte Yamashita & Forest-미국, 1975년 설 

립

• 주소 : 5735 Melrose Avenue, LA, CA90038 

USA ・(213)462 - 6486

• 대표자 : Tets Yamashita

• 종업 원수 : 20명

• 취급분야 :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CI작 

업

• 주요고객명 및 개 발품 : Adolf Coors, Nes

tle, Fenwick sporting Goods

• Portfolio

O Barly Design-호주 19기년

• 주소 : 9 Ashburn Place Blackbum 3130, Vi

ctoria, Australia ・(03)8942622

• 대표자 : Peter Barly

• 취급분야 : 제품디자인, 운송디자인, 레져 

용품디자인

• 주요고객명 및 개발품 : Aurora—outdoor 

Furniture, Willew Ware—microwave cook

ware, A Goninan & Co Ltd.

Telecom technologies - Business telephone, 

Boat Exports-Leisure craft

• Portfolio

월드스타 '91 （세계 우수포장 경연대회）

• 참가자격 : 1990 또는 1991년도 국내포장분야 수상작품

• 신청마감 : 1991. 12. 5

• 참 가 비 : US$ 480

• WP0회원의 참가시 : US$400

• 업체에서 6인이상 참가시 : US$ 400

추가 6인시 : US$ 220

재추가 6인시 : US$110

• 구비서류

• 신청서（출품분야 명시）, 수상중명서

• 60자 이내의 간략한 작품에 대한 소견

• 500자 이내의 작품설명（업체장의 심사결과에 승복하 

겠다는 서명要）

• 35mm 칼라 슬라이드 6매（간략한 설명要）

• 9X13mm 흑백사진

• 심 사 : 1992. 2. 26（스리랑카, 콜롬보）

• 시상식 : 1992. 6. 2（영국, 버킹검）

• 문 의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조사과

・ 744 - 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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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주최 교육안내

□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화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1） 시각디자인

다. 특징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 

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라. 대상 :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업무담 

당자

마. 기간 : 2주

1） 시각디자인 : '91. 10. 21-11. 1 

（14： 00-18： 00, 토, 일 제외）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재 비포함

사. 교육내용

시각 디자인분야

기획 

조사

• 디자인기획, 기법

• 마케팅조사의 이론/실제

• 디자인과 법률
론
 역

법

 

개
 영

기

• 산업디자인에서의 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의 색채

응용 • 편집디자인

• 포장디자인

• 광고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인쇄기법

사례 사례연구

특강

□ 디자인 전문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자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포장디자인

2）인테리어디자인

다. 특징 : 인테리어디자인一인테리어, 디스플레 

이, 인테리어소품 등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테리어프로젝트 해결능력을 배양

라• 대상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 1주

1） 인테리어디자인 : 91. 8. 26-8. 30 

（14： 00-18： 00）

2）포장디자인 : 91. 9. 2-9.6

（14 ：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

（교재비 포함）

사. 교육내용

* 포장디자인 교육내용은 추후 안내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색채계획 

공간구성의 의미와 역할 

가구/조명 디자인 

레스토랑 기획디자인 

판매장 디스플레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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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口

가.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 

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 

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 

을 양성코자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식품포장一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 

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2）골판지포장一포장기법과정 및 제조기법 

과정으로 분리

匚卜. 특징 :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라. 대상 :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 1주

1） 식품포장 : '91. 10. 14-10. 18

（10： 00-18： 00）

2）골판지포장 : '91. 9. 9-9. 13

（10 ：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人卜. 교육내용

골판지 포장 식품 포장

포장 

기법

골판지 개론

골판지상자포장설계 

자동포장공정

골판지포장설계실습

보관 

수명 

측정 

기법

식품의 변패 

포장재료의 차단성 

보관수명측정 I 
보관수명측정n

제조

기법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접착 

골판지제조기계 

골판지 인쇄

식품 

포장 

기법

포장재료 II
포장기법 및 시스템 

무균포장기법 

레토르트 포장 

전자렌지식품포장

공통 

과목

수주 및 검수요령 

시험 실습

공통 

과목

포장재료 I
포장식품유통과위생 

포장폐기물과 환경

• 문의처 및 접수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진흥부 교육연수과 110- 460 서울 종로구 연 

건동 128-3 ・ 742 - 2562/3 FAX ： 745-5519

• 교육수강료 할인대상 : 수강료의 20% 할인 

센터 등록디자이너

한국포장관리 사회 회 원

포장시험실 회원사

국공립 단체 및 기관

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우수한 포장（Good Packaging）

- 식품 및 기타상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유통되도록 한다.

- 식품을 보존하며 그수명을 연장시킨다.

- 포장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과다한 포장비를 절감한다.

- 천연자원의 이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둥 환경문제에 유의한다.

- 새로운 포장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새로운 인구통계, 환경 및 문화적 필요등의 

변화에 대응, 혁신적인 시스템 및 설계를 구상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 포장실무자의 기술, 숙련도 및 능력에 좌우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 World Packaging Organization, 세계포장기구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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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종합품목

• Vienna Fairs Autumn

1）9. 11-9. 5（매년） 2）오스트리아（Mes・ 

sepalast） 3）전자, 가정용기기, 정원기구, 취 

미용품, 의상등 4）일반무역업자 관람위주의 

종합박람회

• EXPOFIM/Metz Int'l Trade Fair

1） '91. 9. 27-10. 8 2）프랑스（Mets, Messege- 

lande） 3）종합품목 4）참가업체一국내 418, 

국외 196

• Stage Fair or Texas

1） '91. 10. 4-10. 20（매년） 2）미국（텍사스, 

Fair, Park, Interstate 30）3）소비재전반 4） 

텍사스주정부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반 소 

비재 전문전

• MIF/Malaysia Int'l Fair

1） '91. 11. 5-11. 10（매년） 2）말레이지아 

（Putra World Trade Center） 3）자본재, 소비 

용품, 고무목제품 등 종합품목 4）건축자재, 

화학제품, 산업설비재 등 종합품목 전시, 말 

레이지아 최대의 종합 무역 박람회

가구 - 실내장식

• Wood Working Machinery & Furniture sup

ply

1） '91. 8（격 년） 2）미국（아나하임, Convention 

Center） 3）식탁, 장식가구, 침대, 책상 등 4） 

서부지역 가구 공급협회 주관아래 개최되는 

목공산업 전문 박람회

• wood Mac Asia

1） '91. 10. 8-1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 

비전반 4）동남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 

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 Infl Funiture Fair Tok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f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 

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용직물류, 양탄자, 벽지 등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 11（매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 위 

주로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FIMMA/Int，1 Woodworking Machinery Fair

1） '91. 11. 6-11. 10（격년） 2）스페인（발렌 

시 아, Palacio Ferial） 3）목재, 합판, 하드보드, 

가구 설비 4）무역 업자 위주의 목재산업 전문 

박람회

보석■시계•악세서리•선물용품

• Fashion Accessories

1） ‘91. 7（매 년） 2）홍콩（Convention & Exhibi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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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Center） 3）보석류, 장식품, 악세서리, 귀 

금속 4）홍콩 제조업협회에서 후원하며 갖가 

지 형태의 보석류가 전시됨

• Hong Kong Int'l Watch & Clock Fain

1） *91. 9. 3—7（매년） 2）홍콩（Convention & 

E가libition Center） 3）완제품시계, 시계부품, 

악세서리 4）아시아 최대규모의 시계전문 박 . 

람회

• Montreal Fail Gift Show

1） '9L 8. 21-8. 24（매년） 2）캐나다（몬트리 

올, Place Bonaventure） 3）선물용품, 문방구류, 

가방, 가죽제품, 도자기류, 수공예품, 악세서리 

4）캐나다 동부지역 최대의 선물용품 박람회 

로 춘 • 추계로 연2회 개최됨

• IMAGE/Int，1 Marketing & Gift Exhibition

1） '91. 8（매년） 2）덴마크（코펜하겐, Bella 

Center） 3）판촉물, 선물용품전반 4）주재국 

판촉물 무역 업자 조합에서 후원하는 선물용 

품 전문 박람회

전기 ・ 전자

• Electrotech

1） *91. 7（격년） 2）뉴질랜드（오클랜드, show

grounds） 3）전기 및 전자제품 4）'86년 최초 

개최된 전기 - 전자 산업 전문 박람회

• Intemepcon/Semiconductor

1） '91. 7（격년） 2）말레이지아（Putra World 

Trade Center） 3）반도체, 디자인설비 및 시 

스테 반도체 관련 제품, 콤포넌트 4）무역 업자 

상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회

• Intemepcon/Semiconductor

1） '91. 7（격년） 2）말레이지아（Putra World 

Trade Center） 3）반도체, 디자인설비 및 시 

스템, 반도체 관련제품 콤포넌트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회

• Electric Indonesia

1） '91. 10. 4-7（격년） 2）인도네시아（Fairg・ 

rounds） 3）전기 및 전자공업 설비, 원동기 및 

전원 공급장치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인니의 각종 전자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전시회를 통해 출품 • 공급되고 있음.

식품 ・ 가공

• Foodpro/Int，1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중국식품산업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 Fine Food/Australian Infl Fine Food & Drink 

Exhibition

1） '91・ 9. 8-11（격년） 2）호주（시드니, Dar

ling Harbour Exhibition Center） 3）제과음료 

수, 알콜류, 캔음료, 초콜렛, 과자류, 생선, 과일, 

야채, 건강식품 4）일반관람객 입장이 금지 

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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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 플라스틱

• Taipei Plus/Int* 1 Rubber and Plastics show

1） '91. 9（격 년） 2）대만（World Trade Center） 

3）원료보완재, 반제품, 플라스틱가공기계 설 

비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 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

g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 

일한 프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으로 기계류 전 

문 박람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 11（격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 

계류 전반 4）일본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 전 

문전

포장재■기계

•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91. 10 2）이 집트（카이로, Fairgrounds） 3） 

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 

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 New York Packaging Machinery show

1），9L 9. 24- 26（격년） 2）미국（뉴욕, Jacok 

K. Javits Convention Center） 3）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산업

•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 11. 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 

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설비, 식품포 

장기기, 방부재료 4）새로운 포장기법 이 소개 

되며 특히 음식료품 포장설비가 집중 전시됨.

• Food Tech China

1） '91. 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 '91.10. 22—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각종 정보가 교환

• Asia pack/Print/Plas

1） '91・ 6. 18-2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 인쇄기계, 플라 

스틱 가공기계 및 기초원부자재, 완제품 4） 

무역업자 상담위주의 포장 인쇄, 플라스틱 

전문 박람회

• Japan Pack/Japan Infl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10. 11-15（격년） 2）일본（동경, Infl 

Trade Fairgrounds）

• Packaging & Food Processign Indonesia

1） '91. 11. 12-11. 16（격년） 2）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air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 

공설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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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 30 

토요일 09 ： 30〜
12 ：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 정보자료부 자료실 仆 762- 9137



GGDD DESIGN
PPI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m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m 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IjJL丿 의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8199

血

일본디자인 교육의 현재와 미래 

디자인의 향후 10년 

대만의 디자인 국제화 전략 

해외 우수 디자인 포장 상품 

유리재활용 최신 기술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개발원주최 교육안내

6s 시自口月인모苗加밀원
KOREA WSTITUTE OF »OJSn?IALDE^



—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d才。星《셔宜 盲豆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 문의처 因정보조사부 조사과牡 :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 미 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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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 장

□ 일본 디자인교육의 현재와 미래

우리는 최근들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디자인이 구체화 • 세분화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전에는 형태를 만드는 일로 사용되어온 디 

자인이라는 단어가 매일 우리들의 활동에서 그 

것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더욱 고차 

원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 교육은 일반디자인은 물론 

환경과 같은 포괄적인 문제까지도 풀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마음의 풍요를 구하고 

있으며 이것의 진정한 의미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고 디자이너들도 역시 디자인 

대상에 인간성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디자인이 전문적인 철학과도 연결될 것임이 분 

명하다.

1. 일본의 사회와 디자인의 구조적 변화

걸프전쟁이 계속되던 금년초에 TV스크린에서 

의 전쟁상황에 관한 첨단 위성중계는 중년층 이 

상의 모든 일본인들에게 세계 2차대전의 기억을 

회상시키게 하였으며, 1954년경에 전자컴퓨터가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에 와서는 포켓사이즈의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였다.

한국전쟁시기에 일본의 고속경제개발의 첫번 

째 조짐이 있은후 일본인들은 해외 수출 대상 

지역에서 요구하는 제품생산에 열을 올렸다. 이 

러한 사회 - 경제적 배경으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으며 컴퓨터에 의해 통제된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와 제조업자들을 연결시키는 필수 

적인 기능이 되고 있다.

사회가 정보화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보와 관련된 부서를 개설하였으며 이 정보는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정보의 프로 

세싱은 디자인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종래의 기본적인 디자인교육의 커리큘럼은 그 

림으로의 묘사, 표현, 연출, 모방, 복사 등으로 

이것은 미술의 구성주의에서 창조된 것으로써 20 

세기초에 소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교육은 1차세계대전후에 

시작되어 독일의 국내외에서 기능주의와 국제주 

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디자인운동으로 확대되었 

다.

일본의 Masa아liro Yamaguchi는 이기법을 일본 

에 최초로 소개한 인물로서 오사까 시립공예예 

술학교 교사시절 그는 이 바우하우스 기법을 근 

거한 건축방식의 연구를 통해 경험주의로 디자인 

교육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조형건축은 chiba대학 디자인과에서 최초로 

커리큘럼에 소개되었는데 학생들은 종래의 개념 

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신선하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차원 

（평면）, 3차원（입체） 건축으로 더 세분화되는 최 

초의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디자인이 실용 

적인 주체로서 역사, 지역성, 사회적 배경등과 

연관되어져 기술적 요인으로써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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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이후 1953년을 전후로 제 

품디자인의 개념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두번의 세계적인 오일위기에서의 경제 

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40년간 세 

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경제적인 풍요는 사람들 개인의 다양한 욕 

구 산출로 개성화시대를 만들었으며 대량의 에 

너지 소비와 환경의 파괴와 같은 문제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를 부추겼다.

성숙된 사회에서 물건의 가치가 이것의 기본 

기능보다 의미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사 

회적 환경의 변화는 디자인 철학의 팽창을 낳았 

다.

제품은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모양을 생성 

하였고 종전의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마케팅으로 

는 개성화시대에 따른 기능과 가격에 대한 소비 

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디자이너들에게 형태의 전문가가 아 

니라 제품계획능력의 전문가로서 계획성과 경영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경영전반에 점 

점 커지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와 기대는 

최근 10년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건의 가치가 기능보다는 의미에 의해 측정 

되고 있는 현대에는 형태가 기능으로부터 자유 

화되고 바우하우스시대이래 기능주의에서 변화 

되어 제품디자인 기준이 도전받고 있다.

현대의 디자인 콘셉트는 제품의미론으로 발전 

하여 디자인의 전문성 표현 뿐만 아니라 응용 

과학기술과 인간의 감성, 좀더 넓게는 생태학 

관점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활방식까지도 연구 

되어져야 한다.

디자인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좀더 세분화된 커리큘럼과 이론으로 무장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정보화, 개성화）의 출현으로 미 

래생활의 이미지와 미래시나리오를 근거한 제품 

콘셉트의 확립에 의한 창조가 디자인과정의 중 

요한 역활로서 요구된다.

CG, CAD, CAM과 같은 전자기술에 의한 디자인 

교육과 VTR에 의한 이미지 창조교육은 디자인 

교육의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들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의 디자인교육을 고려해보면 직업적인 전 

문교육으로 확대될 것이며,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사회구조변화에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진 

보된 시대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 교육은 어려운 

문제를 풀수았는 새로운 디자인 이념을 생성시킬 

것이다.

□ 디자인의 향후 10년

우수디자인, 적절한 가격과 써비스등의 요건을 

갖춘 제품들이 Triad（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 

국가들에서 수출입과 관련하여 더욱 경쟁이 심 

화될 것이다.

일반제품들의 생산과 소비 비율이 이 Triad지 

역 국가들에 거대하게 집중되는 경향으로 국제 



무역업자들은 이시 장에서의 과당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 Triad지역 국가들사이에는 문화적, 지역적 

상이점이 존재할지라도 이지역의 부유한 젊은층 

소비자들의 기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수는 대략 6억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품생산에 따른 재료구입과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증대는 불경기에 있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조업자와 무역업자들은 적 

절한 어드벤테이지의 시장분담을 얻으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국제시장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 디자인은 효과적인 마케팅의 주요 열쇠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디자인은 다양한 소비자요구, 아이디어혁신, 

기술적 가능성 등에 맞추어 변형시킴을 의미하며 

예술과 과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든 비 

지니스 활동의 주요부분이 될 것이다.

一 국제시장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이 국제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전 

략적 기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디자인 전략 

에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와 관습화(customi

zation) 가 있으며 표준화는 국가적 • 지역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절감, 마케팅 수행효과, 국제화상품개발을 포 

함한 다양한 어드벤테이지를 제공한다.

관습화는 지역별 전망에 맞춘 제품으로 국가 

간의 각기 다른 시장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별로 특성을 잘알 수 있는 다국적기 

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영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은 회사가 제품을 제 

조하여 시장에서 마케 팅 할 때 타제품과 비교하여 

차별화, 고가치화하도록 한다.

표준화 및 관습화 전략사이에서 선택되는 제 

품개발 싸이클이 점점 단기화되어 국제경제의 

다양한 국면에서 커다란 역활을 하며 경쟁시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기술, 경저】, 정부법규, 제품표준, 시장, 경쟁대상, 

공급자,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경쟁적 위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싸이클의 단기화 전략 

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전자장비, 화학 • 과학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디자인은 그분야의 전문 

가들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고급 

전문직의 사용자들은 생산자들보다 그들의 분야 

에서 다음세대의 기술적 전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첨단 설비의 모든 디자인 부분을 이끌어 나갈것 

이다 、

-디자이너의 능력과 역할

미래의, 미래를 위한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경 

험과 미래기술을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축적 

하고 접근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의 

전략적 디자이닝은 개발과정의 속도와 정확한 

시간, 적절한 시장 예측으로효율적인 생산과정을 

돕는다.

디자이너들은 점점 사회적인 전문인이 되어 

창조적인 제품디자인은 물론 경영과 관계된 마 



케팅 활동에 주요한 역활을 하게 될 것이다.

□ 대만의 디자인 국제화 전략

I. 5개년 계획

대만은 1988년 경제부（MOEA） 에서 산업디자 

인을 발전시키고 대만제 상품의 이미지 및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세가지의 의욕적인 5개년 계획 

에 총 1억 7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MOEA는 이 

계 획들을 수행 할 주요 단체 중의 하나로 DPC/CE- 

TRA（디자인진흥센터/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를 

선정하였다.

1. 품질향성을 위한 5개년 계획（예산 : 2천 5백 

만달러）

2. 산업디자인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예산 :

2천 5백만달러）

가. 대만 국제 디자인 교류（TAIDI）

나. 국제 디자인 교류（NADI）

다. 신제품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

3. 대만제（MIT : Made in Taiwan）상품 이미지 

향상을 위한 5개년 게획（예산 : 1억 2천만달 

러）

가. 단체적, 국가적이미지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

나. 굿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프로그 

램

II. 미니一유럽 프로그램

미니一유럽 프로그램은 IDB/MOEA（산업개발 

국/경제부）의 후원하에 1990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호평 받고 있는 유 

럽 브랜드 소비재 상품을 일본에 생산 • 수출할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개발함으로써 대만과 일본의 

커다란 무역 적자를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또한 대만이 자국 

수출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대만 디자이너의 능 

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다.

1. 주요 브랜드의 대만 도입

이것은 유럽一대만 라이센스 합자생산을 장려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궁극적인 판매시장은 일본 

이다. 지금까지 H명의 유럽 브랜드 소유자들과 

20명의 지역 제조업자들이 그 계획에 지대한 관 

심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연구중이다.

2. 유럽 스타일 및 디자인의 대만 도입

산업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일본시장에 적합한 

상품개발을 증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 

디자이너들이 초청되어 디자인과 신제품 개발 

부문의 제조업자들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된다. IDB/MOEA는 각각의 경우에 디 

자인 비용의 5Q%를 부담한다.

3. 대만 디자인 센터의 유럽내 설립

이 센터들은 최근의 디자인 정보수집을 증대 

시키고, 유럽과 대만 제조업자들간의 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외국 상주 사무실이다.

현재 뒤셀도르프, 밀라노, 파리 등에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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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얻게 될 장점들을 검토중이다. 고려중인 

도시는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런던 등이다.

III. ICSID Congress 1995

每 2년마다 ICSID Congress 및 총회가 최근엔 

1989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으며 1992년 5 

월에는 유고의 루불러아나에서 그리고 1993년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유고 

회의는 1991년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유고사태 

로 92년으로 연기되었다.

이 모임은 ICSID 회원들에게 최신 개발품을 

소개하고 함께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DPC/CETRA는 ICSID 집행부에 ICSID Cong

ress 및 총회를 1995년 대만에서 개회할 것을 신 

청했다. 이 대회 개최시 DPC/CETRA가 주관하는 

많은 다른 진흥행사들이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해외우수포장디자인

“Toshiba사가 개발한 무선전화기중 최소형으로 

nickel-cadmium 재충전 밧데리를 장착하였으며 

무게 296g, 부피 165 X 56X18mm 1660c로 65분간 

계속적인 통화(stand by 12시간)가 가능하다. 종 

전의 것과 비교하여 부피 45%, 무게 40%를 절 

감하였으며 미국의 무선 휴대용 전화기 시장의 

17〜1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Braun사가 자체디자인(In house)한 

커피메이커로 원통형 받침대와 안정감있는 소형 

의 받침대가 어울린다.

2〜4컵의 커피를 끓일 수 있다”

"필라델피아 Berssler group0] 디자인한 타 

원형의 팩스기기로 크기와 가격, 디자인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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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증착 PET는 현재 스낵 등의 식품에 

차단 재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습 

기차단 효과도 뛰어나다”

"중국의 헤드폰 전문 제조회사인 Tonear사 

가 선보인 동양의 고전풍스타일의 오디오 

스테레오 헤드폰으로 대만과 미국에서 디자 

인 특허를 받았다. 가죽으로 둘러 쌓여진 스 

피커 부분이 반구（半球）형태이며 머리를 감 

싸는 헤드 밴드 부분의 바깥면에 전통 중국 

스타일의 문양을 첨가한 니트류를 접착하였 

다”

"미국에서 Winston-Salem 담배를 제조하는 

R. J Reynolds Tobacco사는 담배 의 맛과 향을 

오랜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종전의 투명 

PP오버랩 필름을 80-ga 증착 PET로 대체하 

"가정용 분말 청정제를 포장하던 종이배접 

카톤박스를 대체한 고밀도 PET 용기로 독 

일에서 청정제와 포장용기를 함께 생산하고 

있는 Thurm Chemie사가 개발한 것이다.

1리터들이 용기의 무게가 25g으로 두께는 

0.3~0.6mm이다. 종전의 것과 비교하여 50% 

의 가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재 활용이 

가능하다.

Hoechst사의 GH 4765HDPE수지（0.958밀 

도） 재료로 운반 및 충전시에 Screw top（뚜 

껑） 부분이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위부분이 

두껍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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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재활용 최신기술

품질이 좋은 유리는 우수한 재료로부터 만들 

어진다.

서독의 유리재활용 시스템은 1973년도에 정부 

주도 아래 국가적 사업으로 수립되어 현재까지 

경제적으로나 환경 생태학적으로 성공적으로 수 

행되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의 최초 수립을 선도한 세가지 요인 

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출현, 환경문제에 

따른 폐기한계법의 증가, 에너지 및 원재료가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서독의 중고 유리의 양은 1973년도에 연간 60 

톤이었으며 1989년도에는 10억 톤으로 크게 증 

가하였다.

재활용 유리의 장점은 큘렛의 재용해로 원재 

료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용광로의 노쇠 

화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유리가 청결해야되고 양이 적 

절하여야 한다. 수집 장소와 시기에 따른 주의의 

부족으로 매우 불결하게 수집된 것은 유리 품질 

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적당한 조치로 

조절되어 재용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존의 취급 장비로는 불결한 

큘렛으로 고품질의 유리생산이 불가능했었다.

독일의 EME사가 새로이 설립한 재활용 큘렛 

가공 공장은 자동으로 이물질인 금속, 종이, 접 

착제, 세라믹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유리품질에 

영 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대량의 큘렛을 용광로로 

보낼 수 있다.

중고 유리는 보관창고에서 부터 재활용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어져 강자성(强磁性) 재료들은 

콘베이어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磁氣)분리 장치 

에 의해 제거된다.

큘렛크기에 따른 등급 맞추기를 끝낸 후 햄머 

(hammer) 분쇄기로 이전되고, 홉입부에서는 종 

이, 플라스틱, 경량의 뚜껑을 제거한다. 이렇게 

취급된 큘렛은 유체역학적(hydrodynamic) 분리 

기에 당도하여 시간당 1,000m3 물이 약 0.8m/s 

속도로 펌프되는 탱크에서 라벨, 먼지, 소량의 

플라스틱을 세척한다.

이 과정의 물은 다시 순환되는데 이 순환물은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입자 등을 침전장치로 제 

거시킨다.

먼지와 라벨 등으£ 부터 완전히 분리된 큘렛 

은 헹구어져 건조된 후, 금속분리 기에서 자성이나 

비자성의 모든 금속입자를 제거한다.

금속이 완전히 분리된 큘렛은 다시 세라믹 분 

리기로 옮겨진다. 큘렛이 비스듬히 0.7m/s 속도로 

투명표면으로 기우러져 전자장치로 불투명/투명 

(Ceramic/Glass) 을 구분한다.

이 세라믹 분리기는 세라믹 이물질의 97.5〜99. 

5%까지 제거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독일의 재활용 유리 가공 공장은 시 

간당 10〜40톤까지의 수용 범위로 설계되고 있다.

이렇게 세척된 큘렛은 유리로 용해되어 고가 

치의 제품으로 제조된다.

결론적으로 EME사의 재 활용 유리 가공 공장은 

다음의 장점을 제공한다.

- 큘렛으로부터 금속, 종이, 플라스틱, 접 착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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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세라믹 등의 자동제거

- 유리의 품질저하 없이 용광로로 큘렛의 최대 

량 보급

一 큘렛 용해에너지 요구량 절감

- 세첚된 큘렛이 열가열시 생성되는 가스의 무 

해

유리가 플라스틱 및 금속제 용기와의 경쟁이 

심화되 면 유리의 제조비용 절감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재활용 유리 가공 설비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활을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가공된 큘렛의 청결도이다.

曰人 = 
吉H百 a b

유기체 종이, 

플라스틱, 코르크
<400g/t <15g/t

자성금속 <5g/t ca Og/t
비자성금속 <5g/t <5g/t
납 <5g/t <2g/t
세라믹, 석재 <60g/t <30g/t

a-기존의 큘렛

b-세척 및 세라믹분리기로 가공된 큘렛

□ 최신 잉크 젯트 코딩 기술 동향

아시아 지역의 식품제조업자들 사이에서 해 외 

로의 수출판매에 자사제품에 대한 이미지 통합의 

노력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다.

또한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이 지 

역의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제품 포장에 “use-by, 

selLby” 캠페인을 시도해 오고 있다.

세계의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회사들, 특히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식품 

에 수출지역으로의 코딩작업과 이미지 통합 요 

구에 부응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회사들이 그들 제품의 포장외면, 제품에 

직접 또는 라벨에 제품의 수명, 수량 코드 등의 

잉크젯트 인쇄 사용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 

다.

잉크 젯트 기법은 선진국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비접촉 인쇄기술로써 매우 인기를 모은 

것으로 다목적의 인쇄기법이다.

이것은 불규칙하거나 깨지기 쉬운 것 등을 포 

함하여 실제상의 어떠한 표면위에도 정해진 다 

양한 데이터들을 고속으로 정확히 인쇄할 수 있 

다. 프린트헤드가 인쇄표면에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잉크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며 유리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슈링크 랩핑, 금속, 판지 등 

대부분의 포장재료에도 우수한 인쇄가 가능하다.

이 잉크젯트 인쇄의 최신 형태는 CU(Conti- 

nuous Ink Jet)로써 dot matrix(점 선)로 문자, 숫 

자, 로고를 만들어 질 수 있게 한다.

이 잉크젯트 인쇄는 비접촉(noibcontact) 형태 

인 이유로 식품산업에서 특히 이상적 인 기법이다.

이것의 프린터는 균일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 

표면위에 상품 정보를 완전히 인쇄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통, 계란 포장용기, 우유용기 뚜껑, 곡 

류 포장대, 쨈용기 뚜껑, 요쿠르트 용기, 설탕백, 

육류호일 팩, 틴, 슈링크 랩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들의 식품포장에 대한 인쇄코딩 효과가 뛰 

어나다.

또 다른 인쇄기법 인 밸브 잉크 젯트(Valve Ink 

Jet)는 잉크 젯트 기법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75 

mm 이상의 대형 문자의 인쇄에 적당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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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톤 트레이 외면, 대형 슈링크 랩 팩에 적용되고 

분당 100미터 속도의 인쇄라인이 가능하다.

잉크 젯트 기법은 비용절감, 신뢰성, 빠른속도, 

우수한 인쇄적성으로 식품제조 회사들에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에어로졸 용기 재료 동향

에어로졸 포장 용기의 정확한 선택은 제품자 

체의 품질로서도 인정받는다. 용액, 분말, 젤 등의 

판매시장에서 포장관련 업자들은 제품의 보관수 

명과 디스플레이 효과로 이 에어로졸 용기를 선 

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어로졸 용기는 금속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의 세가지 형태 

재료로 구분된다.

이 각각의 용기 재료들은 디자인과 장식, 포 

장제품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다양한 장점들을 

제공한다.

一 스틸 : 스틸 에어로졸 캔은 three piece 형태로 

몸체가 two end 구조이며 용접 봉합이다. 수 

용량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3〜24온스 범위 

이다.

팔렛트 로드에 적당하며, 운반용 카톤의 크 

기와 창고에서의 보관공간을 줄일 수 있다.

* APF（아시아 포장 연맹） 18차회의 개최 *

1. 일시 및 장소 : 1991년 9. 26~9・ 28 싱가폴 

（Packaging Council of Singapore）
2. 주제 : “Competitive food packaging and proce

ssing in the 1990s”
가. 식품포장 : 포장재기술의 새로운 경향, 포

- 알루미늄 : 알루미 늄 에 어로졸 캔은 one piece 

형태로 최대량이 45온스이며, 대부분의 것들 

이 025〜8온스 범위이다.

이 one piece 알루미늄 에어로졸 캔은 디스 

플레이 효과가 뛰어나 개인용품, 머리손질용 

품 등에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 플라스틱 : 플라스틱 에어로졸 캔 중에서는 

PET가 가장 인기있는 재료로 사용범위가 가 

장 넓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형이 될 수 

있도록 투명, 불투명 몰드가 가능하다.

또한 UV잉크, 실크스크린, hot-stamping, 다양 

한 종류의 라벨링과 같은 장식기법이 가능하 

고 오일, 탄화수소, 에스테르, 유약, 알코올 

등에 우수한 화학적 저항성을 가지며 페놀, 

염산에는 견디지 못한다.

一 유리 : 유리 에어로졸 용기는 코팅과 비코팅 

으로 나누는데 코팅용기는 주로 PVC와 결합 

되어 파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유리 에 어로졸 용기는 4온스를 넘지 

않으며 오랜 보관기간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의약용품 포장용으로 적당하다.

그리고 모양, 구조,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고품질의 화장품 및 향수포장에도 사용 

되며 실크스크린, 라벨링 등 여러가지 유형의 

장식기법을 시도할 수 있다.

장경제학

나. 식품가공 : 식품가공 설비의 현대화, 위생, 

자동화

- 문의 : II Dholy Ghant, #15—19 Cathay Buil
ding Singajpore 09232 •（65）338- 4748

TO—



신착자료 주요 내용 소개

顒 자료명 내 용

AXIS

（株）AXIS Inc

• 일본 남부 큐슈지역의 시각 및 건축디자인

Artpolis '92

Japan

계간

‘91・ Summer

• 일본, 후쿠오까 Nexus World project-시 개 발 

및 환경디자인

• 일본 디자인 디렉터회 설립 배경과 의미

Trav이、vare • 여성용 캐쥬얼, 나일론 산업의 최근 동향

Business Journal Inc • 유럽과 미국의 가죽의류•여행용품시장 동

USA 

월간

*91. 7/8

향

USA
격월간 '91. 3/4

Print

Coyne & Blanchard

• 1930년대 미국의 카드一야구시리즈 그래픽

Novum • 몬테카를로 TV페스티발 IMAGINA의 10회

Bruckmann Munchen 설립기념 국제포름一유럽의 컴퓨터 그래픽

Germany

월간 

'91. 7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 유럽통합과 관련한 영국 Dragon Ronge 시각 

디자인 및。용역회사의 전략

Commercial photo 

玄光社

• 9월의 최고인기 AD 및 （，1一신문, 잡지, 포 

스터

Japan 

월간 

'91. 9

• 신사진예술의 개척자 MIREI ABE의 작품

• 제12회 광고음악대전

• 사진 예술 창조방법一Stephen Antonakos

— 11 —



置昌 자료명

Fashion Accessonies

Asia Mag 

Hong Kong 

월간 

'91. 9

商店建築 

（株）商店建築

Japan 

월간 

'91・ 8

Motor Fan 

三榮書房 

Japna 

월간 

'91. 9

내 용

• 란제리一디자인향상, 포장디자인 개선 

대만 : 니트, 실크, pp/rayon재료로 우아한 디 

자인

싱가포르 : 임금이 낮은 인도네시아, 태국으 

로 생산시설 설비, 레이스장식과 고급의 수 

공예품 생산주력

중국 : 생산비 절감주력, 자동화개선, 실크 및 

면재료 이용

• 여행용가방一임금이 낮은 중국으로 생산지 

이동. 다양한 스타일의 악세서리 장착 

대만 : EC지역국가로 수출증대주력, 나일론, 

PVC재료이용 싱가포르 :보관공간 줄일수 

있도록 디자인의 다양성 추구 일본 : 다양한 

기능 첨가（포켓）, 나일론, 가죽, 면 재료이용

• 일본 동경의 물류 터미널 개관 50주년 기념

• 나고야 MATSUZAKAYA 백화점 개관—72,000 

m, 4층 규모의 최신식 실내디자인

• Jaguar J5—유럽의 근대식고전풍 디자인一경 

쾌성, 중후함

• MF 기술정보一소음차량 추적 기술

—12—



월간

'91. 8

鱷 자료명 내 용

日経CF

日経BP社

Japan

• 컴퓨터 그래픽 오사까 '91 수상작품

• 3차원 컴퓨터 그래픽기술 개발과 촉진

md • 사무실가구의 안락함과 호화스러운 재료의

Konradin Verlag

Germany

월간

'91. 8

조화一디자인의 다양성 추구

• BMW의 최신모델 승용차 NSU—동북아지역 

과 유럽지역 시장겨냥

• 스웨덴의 목제가구디자인 최신 경향

Asian Sources • 정수기一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Gift & Home 증대로 수출시장 호조

Products 필리핀 : 정부허가의 제품 생산, 마이크로 필

Asia Mag.

Hong kong 

월간

'91・ 8

터 자외선 이용, 대만 : 3개층의 필터로 기능 

향상, DIY 야이템으로 개발, 홍콩 : UV 빛으로 

정화, 99% 박테리아 절감

• 거실가구一등나무,대나무,금속,화석류재료 

이용

대만 :국내재료가격 상승으로 베트남에서 

재료 수입, 홍콩 : 등나무 모텔의 동양적 디 

자인

• 진공청소기一R&D로 제품 품질향상 추구 수 

출증대 주력

대만 : NT달러 강세로 경쟁약화, 국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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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내 용

월간

'91. 8

모색, 인도 : 제품 품질향상 기대, 호주, 영국 

으로 주력 수출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91・ 6

• 소비자요구의 디자인을 최대한으로 시도한 

Milan Furniture Fail에 출품된 최신 가구동 

향

• 부다페스트 디자인센터 개관

• Taittinger 샴페인 용기의 디자인 개선

International Design

International Design Holdings

USA

격월간

'91・ 7/8

• 일본 Canon사 Photura 카메라의 새로운 디 

자인과 기능

• 미국 Leisure 디자인 용역회사의 스키연습기 

— 압출 알루미늄, 성형 플라스틱 재료

• PP플라스틱 재료의 용기디자인 개선

• 영국 Technophone사의 최초 셀룰라 무선 전 

화기 디자인一Injection Molded ABS, 고무키 

버튼

JEI • 영상질 향상의 레이져 디스크 개발

Dempa Publication Inc 

Japan

• 미국의 무선전화기 시장 동향

Asian Sources Electronics • 일본 피이오니아사, 영국에 레이져 디스크

Asia mag 제작 공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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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자료명 내 용

Hong Kong

월간

'91・ 8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7

Asia Pacific Food Industry 

AP Trade Publication

Singapore 

월간 

'91. 7

Packaging India 

IPI

• 자동차용 스피커一재료품질 상숭, 가격안정 

말레이지아 :생산증대, 대부분의 원재료수 

입, 중국 :저가격모델 생산, 수출시장확대 

모색, 대만 : 고급제품으로 라운드형의 디자 

인 개발

• 무선전화기一자동응답기능 장착제품 인기 

대만 : 홍콩, 중국, 말레이지아의 저품질 제 

품과의 경쟁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 홍콩 : 

수요증대, 유럽지역으로 수출확대

• Klaus Steilmann-패션과 환경, 의류, 섬유산 

업의 주요영향

•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일본 

최대의 섬유전시회인 Tokyo Pre・Tex의 최신 

패션동향一섬유, 가죽, 벨트, 악세서리

• 컴퓨터 응용디자인(CAD)-섬유디자인 과정 

에 급속히 사용 증가

• 호주 왕립 멜번 공과대학의 섬유디자인

• 필리핀의 비알콜 음료시장의 전망

• 미국 식품산업중 스낵판매 증대, 1990년도 1 

백2십억달러 판매(작년과 비교하여 62% 증 

가)

• 인도의 포장기술 교육

• 포장에 사용되는 BOPP재료의 기계적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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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 자료명 내 용

India 

격월간 

'91. 4/5

적 특성

• 종이와 판지 제조의 특성一접착, 형태

• 과일의 수출포장안내

• 식품포장산업에 이용되는 프린트 잉크

• 포장성형一스킨, 블리스터, 진공, 슈링크 랩핑 

포장기술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lication

• 박스•카톤 제조업자들에게 중요시되는 품 

질과 물적유통 채널

U.SA 

월간 

'91. 7

• 유럽지역 포장산업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는

Preprint 기술

격월간

'91・ 1/2

Modem Plastics International

McGraw-HUI Pub

• 폴리에틸렌 풀리머화 기술의 향상

• 최소두께, 가벼움一고밀도 폴리에틸렌 용기

U.SA 

월간 

'91. 7

의 비용절감

• 듀폰사의 새로운 압출 브로우 몰딩 SelarPTX

267 homopolymer 주류포장용로 사용

Glass Machinery Plants & 

accessories

EDITRICE ARCHE s.r.l

• 유리, 플라스틱, 금속, 알루미늄, 종이등 유럽 

의 포장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재료들의 제품 

내용물별 정부에서의 사용 규제 예

Italia • 독일의 유리 재활용 기술개발과 통계

一］6 一



額 자료명 내 용

Food & Drug Packaging

Edgell

U.SA

월간

'91. 8

Packaging Digest

Delta Communicaltion Inc

• Microrave사의 디저트 포장용 1회용 카톤의 

포장디자인-HDPE/NYLON/Sulyn 파우치

• 포장과 환경一포장재료 재활용 문제 용기 

무게 절감

• 담배의 맛과 향기 보존용으로 PP 필름을 대 

체하여 사용되는 80ga 증착 폴리에스터

USA 

월간 

'91. 8

• Golden Guernsey사의 우유분말 포장용으로 

자동봉함 콘베이어 사용

• 농화학제품 포장용 2.5gal HDPE용기의 기능

輸送展望

日通總合研究所

• 식품산업의 신기술一식품산업의 위치, 식품 

기술 개발의 특수성, 선도유지기술

Japan

계간

'91.夏 No.219

• EC의 도로 화물정책一공동 운수 정책의 동 

향, 도로 화물 정책의 특이성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일본의 최근 경제와 수송 동향

Packpia

（株）日報

• 환경보호와 관련한 이산화 탄소 배출세 구 

상

Japan 

월간 

'91. 7

• 환경보호용 음료용기의 동향과 금후의 과제 

一주요 음료용기의 특징, 용기의 소개

• 액체포장 : 유리용기의 시장 및 기술 동향

• 금속관, PET, 종이, 판지 용기의 최근 동향과 

폐기 처리 문제

• 내열 PET용기 수요 증대

• 수입식품의 포장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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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자료명 내 용

Carton Box

（株）日報

Japan

월간

'91. 8

— 단행본 一

Packaging Users Handbook

Blackie & Son

England

1991

• CAD/CAM의 호환성과 포장디자인 이용

• 수입자유화 시장시대의 포장개선 추진

• 제10회 ICCA(Intemational Corrugated Case 

Association) 국제 경영자회의 개최 一 포장폐 기 

물 문제

• 포장산업에서의 기술개발, 물적유통, 재료, 

기계, 보관, 하역등 전분야의 경영기법과 통 

제에 관하여 학생 및 전문가에 게 최신 동향을 

안내

Careers as a Model Maker

McGraw HU

USA
115 컷트

Whaf s new?

American Ceramics since

1990. The Alfred & Shand Collection

American Craft Conncil

U.S.A

73 컷트

• 신제품(자동차, 컴퓨터) 개발을 위한 전문 

모델 메이커의 이미지 창조 방법, 포장디자인 

모델등 소개

• 미국의 유명 세라믹 예술 전문가 51명의 조 

각작품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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顫 자료명 내 용

Viewing Graphis

U.S.A

191 컷트

Looking at things

U.S.A

344컷트

Changing the face of things

Visual Publication

England 

203 컷트

The language of colour

Visual Publication

England 

352컷트

Ideas & Design a

study of Applied art in School

Visual publication

• 대학의 디자인과정 학생 및 전문가에게 그 

래픽 디자인 센스, 아이디어, 폼 등의 창조를 

돕기위해 세계 각국의 포스터,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등과 금세 기 그래 픽 디자인 발전 과정 

등을 예로 들어 제시

• 시각적 측면의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의 건물, 

공장, 주택 등의 건축과 가구의 실용적 인 창 

조방법

• 컬러패턴 색감의 표현, 파인아트의 응용을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가구디자인, 포 

장디자인, 광고등의 실제기법

• 디자이너 및 과학자에 게 색감의 표현과 영향 

등을 제시

Colour illusion, colour observation, colour inte

raction

• 5세부터 디자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의 디 

자인 아이디어 창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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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皿）

0 Peterson & Blyth Associates-미국, 1967년 

설립 一

• 주소 : 2521 East 45st. New York. NY10017, 

USA 甘 ⑵2）557-556

• 대표자 : J. Blith, R Peterson

• 종업원수 ： 30명

• 취급분야 : 포장디자인, 마케팅조사 CI작 

업

• 시설 및 장비 : 자택근무 시스템

• 주요고객 명 : Welch Foods, Nestle, General 

Mills, Delmonte, Monsanto

• Portfolio

• Portfolio

O ISIS-호주, 1987년 설립一

• 주소 : 204 clarenc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02）261-3500

• 대표자 : Kevin Lindsay

• 종업원수:H명

• 취급분야 :그래픽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컴퓨터 맥킨토시 디자인 

장비 전반

• 주요고 객 명 : AD News Magazine, Aust- 

rade, IBM

O HMK Design—핀랜드, 1967년 설립 一

• 주소 : Valliantie 27, SF-00510, Helsinki, 

Finland 358 - 0 - 739774

• 대표자 : Heikki Metsa_Ketela

• 종업 원수：30명

• 취급분야:산업디자인 종합

• 주요고객명 : Heco Hennel, Otto Maier 

Verloy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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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erbst Lazar Bell-미국, 1962년 설립 一

• 주소 : 345N Canal st. Chicago IL.60606 U.S. 

A ・(312)454-1116

• 대표자 : Walter B Herbst

• 종업원수 : 40명

• 취급분야 :산업디자인 종합, 그래픽 • 포 

장디자인

• 시설 및 장비 :컴퓨터 맥킨토시 디자인 

장비 전반

• 주요고 객 명 : Raytheon, Hilton, GBC, Gille

tte Black & Decker

lecom

• Portfolio

• Portfolio

O Westwood Design Group-호주, 1980년 설립 一

• 주소 : Unit 3, 38~40-Prospect st. Boxhill 

Victoria 3128 Australia ・898—0693

• 대표자 : k)hn Westwood

• 종업원수 ： 10명

• 취급분야 : 제품, 그래픽, 포장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3,500ft2(제도실, 컴퓨터실, 

작업장)

• 주요고 객 명 : APV Baker, Ansett Tech, Te

O Kinner Dufort Design—영국, 1977년 설립 —

• 주소 : 7 Cumberland Groue, Bristol 

BS65LD England, UK 00272 554376

• 대표자 : Ross Kinneir

• 종업원수： 6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 종합

• 시설 및 장비 : cad, 스튜디오, 프로토타 

이 핑

• 주요고객 명 : Rolls Royce, BBC, British Te

lecom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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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주최 교육안내

□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40명

1） 시각디자인

다. 특징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 

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해외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라. 대상 :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업무담 

당자

마. 기간 : 2주

1） 시각디자인 ： '91. 10. 21-11. 1 

（14： 00-18： 00, 토, 일 제외）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70,000원（교재비포함）

사. 교육내용

시각 디자인분야

기획 

조사

• 디자인기획, 기법

- 마케팅조사의 이론/실제

• 디자인과 법률

개론 

영역 

기법

• 산업디자인에서의 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의 색채

응용 • 편집디자인

• 포장디자인

• 광고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인쇄기법

사례 사례연구

특강

□ 디자인 전문교육과정 口

가. 목적 :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전문지식의 습득 및 최신정보의 교환 기회를 

마련, 관련업계 발전에 기여코자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포장디자인

2）인테리어디자인

匚卜. 특징 : 인테리어디자인一인테리어, 디스플레 

이, 인테리어소품 등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테리어프로젝트 해결능력을 배양

라• 대상 :기업체 실무디자이너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 1주

1） 인테리어디자인 : 91. 8. 26-8. 30 

（14： 00-18： 00）

2）포장디자인 : 91. 9. 2-9.6

（14：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

（교재비 포함）

사. 교육내용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색채계획 

공간구성의 의미와 역할 

가구/조명 디자인 

레스토랑 기획디자인 

판매장 디스플레이등

* 포장디자인 교육내용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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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口 □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 口

가. 목적: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 

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 

므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 

을 양성코자 함.

나. 분야 및 교육정원 : 각 30명

1） 식품포장一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 

명 측정기법 과정으로 분리

2）골판지포장一포장기법과정 및 제조기법 

과정으로 분리

匚卜. 특징 :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라. 대상 : 관련 업무 담당자

마. 기간 : 분야별 각 1주

1） 식품포장 : '91. 10. 14-10. 18

（10： 00-18： 00）

2）골판지포장 : *91. 9. 9-9. 13

（10 ： 00-18： 00）

바. 수강료 : 분야별 각 130,000원（교재비 포함）

사. 교육내용

골판지 포장 식품 포장

골판지 개론 보관 식품의 변패

포장 골판지상자포장설계 수명 포장재료의 차단성

기법 자동포장공정 측정 보관수명측정I
골판지포장설계실습 기법 보관수명측정H
골판지 원지 포장재료 II
골판지 접착 식품 포장기법 및 시스템

제조 골판지제조기계 포장 무균포장기법

기由 골판지인쇄 기법 레토르트 포장
시 电

전자렌지식품포장

「토 수주 및 검수요령 、 포장재료I

시험실습
후훈 포장식품유통과위생

과목 과"1 포장폐기물과환경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디자이 

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올바른 인식 재고를 위 

하여 관련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시 및 수강료 : 세부교육일정

X 하반기교육 : '91 년 9월 9일一11월 8일（9주）

매일 15： 00—18： 00

교육과정 금 액 시 간 9 10 11

기초교육

CAD

3D 그래픽

200,000

170,000

250,000

15： 00-18： 00

15： 00-18： 00

15： 00-18： 00

7-27

30 11

14 8

2. 신청방법

가. 전과정 신청（상반기 또는 하반기）一할인 

대상

나. 교육과정별 선택수강

3. 참가대상 : 실무디자이너, 컴퓨터관련업무종 

사자, 학생, 기타

4. 할인대상 : 20%

강반기교육 9주 전과정 또는 하반기교육 

9주 전과정 신청자

나. 등록디자이너, 포장관리사, 디자인포장정 

보제 공회원 （사）

다. 1개업체 3명이상 신청시

5. 장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층 컴퓨터교

6. 교육인원 : 과정별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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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Adobe Illustrator

각종 형태의 서체 및 로고디자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각종 Ef- 

fect기능이 있으며, Postscript의 출력용 언어로 

다양한 출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Pixel Paint

L600만가지의 칼라를 이용하여 각종 형태의 

시안을 제작하여 다양한 패턴의 변화를 이용 

하여 디자이너의 표현력을 최상화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출력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제작을 필요로 하는 시안작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NISUS

각종문서, 보고서, 제안서, 교재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능을 갖추어 문서편집에 접합 

하며 각종 양식제작에 풍부한 표현력과 사용 

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그래픽 워드프로세서로 

텍스트와 그래픽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편집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 Quark XPRESS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한 페이지 내에서 종 - 횡서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체 및 변형서체 

제공 및 자간과 행간의 자유로운 조절 및 기타 

특수 기능에 의한 완벽한 출판물 제작이 가

능하다.

* Swivel 3D •

화면 분할 기능으로 제품의 형태를 디자인하 

고 각종 렌더 링 및 칼라변형 기타 특수효과를 

지원함으로 위치 관점에 대한 제품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 Object편집이 가능하고 애니 

메이션 기능의 자체보유로 제품의 시뮬레이 

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Dimension

제품의 모형을 제작하지 않고 특성 및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3D디자인기능이 우 

수하며, 디자인 한계를 제품에 국한 시키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표현 영 

역이 제한이 없는 3D 소프트웨어이다.

* Strata Vision 3D

CAD 및 3차원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모델링 및 렌더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 및 형태, 기능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표현을 완벽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어 표현영역에 거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이다.

* Animation

광고제작시 스토리보드의 제작, 검토,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의 공정을 컴퓨터로 미 

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 문의처 및 접수처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교육연수부 110- 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3 • 742-2562/3 FAX : 745-5519

• 교육수강료 할인대상 : 수강료의 20% 할인一센터 등록디자이너, 한국포장관리사회회원, 포 

장시험실 회원사, 국공립 단체 및 기관, 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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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조직개편에 따르 인사단행

당 개발원은 금번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인사를 지난 8월 21일 단행하였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職 責 姓名 電話番號

院 長 趙鎭禧 742 - 0001

祕書室長 安昌運 742-2566

監査室長 愼乙宰 742 - 2565

研究開發本部長 朴漢裕 762-9135

產業디자인開發部長 沈孝変 762-9130

包裝開發部長 李大成 762 - 9134

研究開發調整室長 李明鎔 741-4662

振興情報本部長 金忠徽 766 - 6704

振興弘報部長職務代理 李淇成 766-6705

振興課長 745-7249

展示課長 趙榮相 745 - 7249

弘報課長 李圭憲 762-9136

情報調査部長 李泰相 742- 2564

調査課長 金賢鎭 744 - 0226

出版課長 李敦圭 744 - 0227

電算課長 權五範 745-5518

資料管理課長 李亨 762-9137

敎育研修部長 孔宰洪 742 - 2562

職 責 姓名 電話番號

敎育1課長 金善行 742-2563

敎育2課長 申成鎬 742-2563

總務部長 申東佑 742-9132

總務課長職務代理 崔亨奎 762-9461

經理課트 金炳植 762-9131

企劃管理室長 朴重根 762-6702

企劃總括課長 李性均 762 - 9465

制度管理課長 李俊榮 766-6703

豫算課長職務代理 朴泰烈 766-6703

示範工場

工場長 尹景植 862 - 6778

管理課長 朴光一 856-6102

生產課長 金忠昊 856- 6103

業務課長 呉得天 855-610K7

會計課長 金龍植 855-6107

釜山支部

支部長 韓相煥
（051）

92 - 8485 〜7

課長 李昌國
（051）

92 - 848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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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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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마크는 우리생활에는 질과 풍요를, 기업에는 성장을
” 약속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 진홍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 

수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가 금년 하반기 

부터 운영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상공부 주관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시행하게 되며 법 시행 이전에 GD마크를 획득한 

상품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인정 

하게 된다.

마크는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포장센 GU 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 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정성, 품질둥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 하반기 선정제 : 50개 업체 224점 신청

- 심사 : 9월중 一 발표 : 10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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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The 5th Interstoff Asia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섬유 전시회인 In- 

terstoff Asia가 '91 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4회는 25개국 303전시참가사와 44개국 12,350명 

의 무역업 관련자들이 참가하여 이지역의 직물 

프로세싱과 의류제조동향에 대한 섬유무역 전시 

회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금년 전시회는 IWS（Intemational Wool Secreta- 

riat）의 후원을 받아 유럽지역의 전시업자와 무 

역업자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으로 스포츠의류, 

아동의류, 남• 녀 야외복 뿐만 아니라 최근의 

Wool제품이 전시되 어 '92/'93년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Isa Hoffnan

Tel: 49 69 7575-6174, Fax : 49 69 7575- 

6950

Second Mexico International Poster Biennial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멕시코 국제 포스터 비 

엔날레가 오는 '92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다.

모집부문은 문화, 정치, 사상, 사회, 공공부문과 

'500년후 미국의 오늘'을 주제로한 포스터작품 

으로 타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은 

수상작품에서 제외된다.

참가신청은 '91 년 3월 31일부터 '92년 3월 31 

일까지이며 작품은 '92년 5월 30일 이전까지 비 

엔날레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세계적인 디자인기구의 대표자들로 구성한 국제 

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수상자들은 다음 비엔날레 프로그램중에 있는 

작품 전시회에 초청될 예정이다.

— 문의 : TRAMA VISUAL AC, Fuente dela Vida 

30, Fuentes del Pedregal, Mexico 14140 

Tel: 652 - 9143, Fax : 652 - 4939

종합품목

• Vienna Fairs Autumn

1） '91. 9. 11-9. 5（매 년） 오스트리아（Mes・ 

sepalast） 3）전자, 가정용기기, 정원기구, 취 

미용품, 의상둥 4）일반무역업자 관람위주의 

종합박람회

• EXPOFIM/Metz Infl Trade Fair

1） '91. 9. 27-10. 8 2）프랑스（Mets, Messege- 

lande） 3）종합품목 4）참가업체一국내 418, 

국외 196

• Stage Fair or Texas

1） '91. 10. 4-10. 20（매년） 2）미국（텍사스, 

Fair, Park, Interstate 30）3）소비재전반 4） 

텍사스주정부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반 소 

비재 전문전

• MIF/Malaysia Infl Fair

1） '91. 11. 5-11. 10（매년） 2）말레이지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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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ra World Trade Center） 3）자본재, 소비 

용품, 고무목제품 등 종합품목 4）건축자재, 

화학제품 산업설비재 등 종합품목 전시, 말 

레이지아 최대의 종합 무역 박람회

가구 ・ 실내장식

• wood Mac Asia

1） '91. 10. 8-1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 

비전반 4）동남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 

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 Infl Funiture Fair T아c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t'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 

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용직물류, 양탄자, 벽지 등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11（매년） 2）홍콩 （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 위 

주로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FIMMA/Int'l Woodworking Ma사linery Fair

1） '91. 11. 6-11. 10（격년） 2）스페인（발렌 

시 아, Palacio Ferial） 3）목재, 합판, 하드보드, 

가구 설비 4）무역업자 위주의 목재산업 전문 

박람회

• SIMB/Infl Furniture Fair Busseis

1） '91. 11. 10-11. 14（매년） 2）벨지움（Parc 

des Expositions） 3）가구류전반 4）무역업자 

에게 공개되는 벨기에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 

전으로 무역업자 상담위주로 전시됨 

보석, 시계, 악세서리, 선물용품

• Hong Kong Infl Watch & Clock Fain

1） '91. 9. 3一7（매년） 2）홍콩（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3）완제품시계, 시계부품, 

악세서리 4）아시아 최대규모의 시계전문 박 

람회

• Montreal Fall Gift Show

1） '91. 8. 21-8. 24（매년） 2）캐나다（몬트리 

올, Place Bonaventure） 3）선물용품, 문방구류, 

가방, 가죽제품, 도자기류, 수공예품, 악세서리 

4）캐나다 동부지역 최대의 선물용품 박람회 

로 춘 - 추계로 연2회 개최됨

• IMAGE/Int，1 Marketing & Gift Exhibition

1） '91・ 8（매년） 2）덴마크（코펜하겐, Bella 

Center） 3）판촉물, 선물용품전반 4）주재국 

판촉물 무역 업자 조합에서 후원하는 선물용 

품 전문 박람회

• Inti Minerals & Fossils Exchange

1） '91. 11. 9-11. 10（매년） 2）독일（베를린, 

Messegelande）

3）귀금속류, 원광석

4）각종 귀석의 판매교환, 정보교환등이 이루 

어짐, 매년 만명이상의 박물관, 대학, 수집가 

가 참가함

주） 1） 기간（주기） 2）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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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자

• Electrotech

1） *91. 7（ 격 년） 2）뉴질랜드（오클랜드, show

grounds） 3）전기 및 전자제품 4）'86년 최초 

개최된 전기 - 전자 산업 전문 박람회

• WESCON/Electronic Exhibition

1） '91. 11. 19一21（격년） 2）미국（샌프란시 

스코, Moscone Center） 3）산업용고기능 콤 

포넌트, 콘트롤 시스템 4）캘리포니아주에서 

아나하임과 교대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미서 

부지역 최대의 전자전

• SCAN TECH/Automatic ID. Trade Show

1） '91. 11（매년） 2）미국（산호세, Convention 

Center） 3）자동아이디장비 및 시스템 4）일 

반인 관람 가능

식품 ・ 가공

• Foodpro/Int，1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 Packaging & Food Processing Indonesia

1） '91. 11.12—16（격년） 2）인도네시。｝（Fair- 

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공설비, 식품포 

장기기, 방부재료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 

개되며 특히 음식료품 포장설비가 집중 전시

됨.

• Food Tech China

1） '9L 10（격년） 2） 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 

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중국식품산업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 Fine Food/Australian Int' 1 Fine Food & Drink 

Exhibition

1） '91. 9. 8-H（격년） 2）호주（시드니, Dar

ling Harbour E가libition Center） 3）제과음료 

수, 알콜류, 캔음료, 초콜렛, 과자류, 생 선, 과일, 

야채, 건강식품 4）일반관람객 입장이 금지 

되는 상담위주 전문 식품전임.

• NAFEM

1） '91. 10（격년） 2）미국（시카고, Convention 

Center） 3）식품가공설비, 포장기자재 4）국 

제식품관련 생산장비 전문전

고무-플라스틱

• Taipei Plus/Int，1 Rubber and Plastics show

1） '91. 9（격년） 2）대만（World Trade Center） 

3）원료보완재, 반제품, 플라스틱가공기계 설 

비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 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 

g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 

일한 프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으로 기계류 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29-



문 박람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11（격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 

계류 전반 4）일본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 전 

문전

포장재 ・ 기계

•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91.10 2）이 집트（카이로, Fairgrounds） 3） 

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也 포장기계 4）포 

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 New York Packaging Machinery show

1） '9L 9. 24-26（격년） 2）미국（뉴욕, Jacok 

K Javits Convention Center） 3）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 Packaging & Food Processign Indonesia

1） '91. 11. 12-11. 16（격년） 2）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air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 

공 설비, 식품포장기기, 방부재료등 4）새로운 

포장기법이 소개되며 특히 음식료품 포장설 

비가 집중 전시됨

• Food Tech China

1） J91. 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 

전반 4）미국 동부지역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박람회로 산업제품 및 식료품 포장자재 

전반이 전시됨.

•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 '91.10.22- 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각종 정보가 교환

• Asia pack/PrintTlas

1） '91. 6. 18-22（격년） 2） 싱가폴（World 

Trade Center） 3）포장기계, 인쇄기계, 플라 

스틱 가공기계 및 기초원부자재, 완제품 4） 

무역업자 상담위주의 포장 인쇄, 플라스틱 

전문 박람회

• Japan Pack/Japan Int'l Packaging Machinery 

show

1） '91. 10. 11—15（격년） 2）일본（동경, Int'l 

Trade Fairgrounds）

• Packaging & Food Processign Indonesia

1） '91. 11. 12-11. 16（격년） 2）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airgrounds） 3）포장설비, 식품가 

공설비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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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30

토요일 09 ： 30〜
12 ：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정보조사부 자료관리과 ® 762- 9137



「n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w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T、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vrU 의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제품콘셉터의 역할 

산업디자인의 개발전략 

환경과 디자인 

알루미늄호일의 시장경쟁 성 

냉동식품의 포장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包포장 용역회사 소개

개발원 교육안내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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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百%奇 a■쳥立 ■皂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 복사서비스

•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 장비사용（주1회 4시 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 문의처 □정보조사부 조사과社 :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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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 장

□ 제품콘셉터의 역할 口

일본의 坂井直樹는 concept。!*라는 직종을 정 착 

시킨 장본인으로 Nissan 승용차 Be~l의 성공적 

인 판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성능과 메카니즘의 

결합으로 경쟁하는 자동차의 세계에서「귀여움, 

사랑스러움」을 주구하는 새로운 쟝르를 열어 사 

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의 concept making 

（개념제작）을 하고 있으며 젊은층들의 시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conceptor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는가를 디자인 하는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 획 하고 성공까지 끌어가는, 

말하자면 “유행청부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히트상품이라 할지라도 판매되어 성공 

할 때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획 단 

계에서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잘 팔릴까 안팔릴까하는 예상은 누구도 분명히 

할 수 없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인 

공유영역의 충분한 이해가 된 경우에는 제품판 

매가 성공하게 될 확률이 많다.

concepts는 최초에 제품개발을 기획할 때 시 

대감각에 대한 예리함과 현대 패션의 상징을 예 

측해야 한다.

과거에는 어떠한 자동차라도 소유하는 것이 

풍요의 상징이었으나 현재의 일본은 세명중 한 

명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이므로 자동차의 

소유가 풍요의 상징이 되기 어렵다.

이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량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을 충족시카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conceptoi■가 양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개념상의 히트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아마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종전의 어프로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하는 concepts의 프로젝트는 기 업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본의 conceptoi들은 기업들에게 국제시장개 

척을 위해서는 이제 서서히 해외 기업과의 경쟁 

을 초월해서 동반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하며 

동반자가 되는것이 비용이 제일 적게들고 희생이 

적은 경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통신원 제공〉

□ 산업디자인의 개발전략 口

미국경제에 산업디자인의 역할이 요즘같이 중 

요하게 여겨진적이 없다. 기술변화의 가속화 경 

향과 외국과의 과다경 쟁은 국제시장에서 고품질, 

경쟁력있는 가격,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 

생산에 영 향을 끼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성공과 실패에 주요 열쇠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경쟁에서 실제로 공헌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제품 제조기간 동안 

에 중심역할을 하여 품질과 디자인에 새로운 차 

원 즉, 촉각, 청각, 시각, 후각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산업디자이너는 공학, 제조, 구매, 공급, 소비 

-2-



자요구등의 시스템 통합자로서 제품을 설계하며 

각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과정에서 

커다란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 디 자이 너들은 

잠재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가격 

을 낮추며 제품의 마켓적성을 증대시킨다.

미국의 제품 생산업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은 외 

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미국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장벽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와같은 관세의 

장벽은 미국제품들의 경쟁력 보호에 실제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가격이 더 비싼 외국의 제품디자인을 선 

호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수입된 외국의 많은 

제품들이 미국내 디자인 용역회사들에 의해 디 

자인된 것으로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의 회사들이 

미국시장에 전략적인 개척을 위해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써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가격전문가, 공학인, 마 

케팅 전문가에 의해 제품디자인 기획을 한후 마 

지막라인에서 디자이너들이 컬러, 로고,형태등의 

작은 분야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의 일류 브랜드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미국 

또한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재정립 시켜야 할 것 

이다.

□ 환경과 디자인 口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1980년대의 산업사회에 

서 주요 핵심단어였다면 1990년대에는 환경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모그현상의 도시, 산업폐기 

물, 자동차로부터의 매연, 상품의 과대포장一특히 

식품一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지난 10 

여년동안 일반소비자들이 모인 단체들로부터 이 

와같은 환경의 보호에 대한 우려에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영국의 디자이너협회（CSD）는 회원들에게 그 

들의 작업에 생태학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직 

간접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보존, 

중고상품의 재 활용, 포장과 재료에 대 한 환경보호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 왕립 건축가협회 （RIBA）는 환경 및 

정책 위원회를 두어 건축가들에게 저에너지, 고 

효율성의 장비를 권장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미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가 이 

문제의 최대 해결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7 

년에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환 

경보호청）을 설치하여 일반사회와 정부가 공동 

으로 자연환경의 보호와 천연자원의 장기간 활 

용을 위한 균형있는 생태보호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자동차 밀도（Motor Vehicle den- 

sity）가 미국의 15.1 배, 영국의 2.37배로 대기오염 

이 최대문제이며, PET용기, 자동차 타이어, 캔, 

수은밧데리등의 폐기제품에 대한 형태별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환경보호 정책인 4가지 “Rs”는 Re-duc- 

tion（감소）, Re-use사용）, Re・cycle（재 활용）, 

Re-generation（재생）으로 환경오염자 벌금을 신 

설하여 법제화하고 있으며 엄격한 환경보호 법 

규를 제정하였다. 현재 대만의 많은 제조업자들은 

적은 임금뿐만이 아니라 느슨한 환경보호법규를 



이유로 중국 본토에 지사설립을 하고 있다.

일본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형편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의 약 50%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습관화가 깊이 잠재해 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ICSID（국 

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의 디자인 전문, 진홍 

및 교육을 주제로한 회의에서도 각국에서 모인 

디자인 전문가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 미래의 디자인 口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자이닝은 물건의 형태와 

색채의 표현으로 아직까지 인식되고 있으나 21 

세기의 디자인은 인간삶 자체의 통합과 기획의 

컨설트 역할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문화 • 문명사회에서 사회적 중심으로 물건이 

우선이 되는 가치센스로부터 인간우선으로의 가 

치센스의 변화에 따라 제품제조회사와 개인 모 

두에게 더나은 미적요소와 삶의 풍요로움을 제 

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형태의 문화가 요 

구되고 있다.

21세기로 향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는 

각종 정보의 확대와 물적공급의 풍요, 그리고 

개인의 존재가 지금까지 보다 더 사회시스템안 

으로 깊숙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개 

발되어 구조화된 사회시스템안에서 좀더 편리함 

과 안락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 인적 인 

불안과 근심, 압박의 정신상태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 지금보다 더 증가되는 우려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물질의 풍부함을 넘어 심리적 풍요 

로움이 요구되어지고 자기 표현과 자기만족 시 

대가 대두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세대에는 사람의 정신과 활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 자유시간에 삶의 합리주의, 효율성의 필요 

욕구

2. 정신적, 육체적 복잡성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안정에 대한 욕구

3. 레저활동등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

4. 사람과 자연, 감성으로부터의 인간성 회복 

추구

□ 동남아시아지역국가, 자동차용 CD플레이어 口

일본의 동품목 제조업자들은 더욱 섬세한 기 

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자동차용 CD플레이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계속해서 하락추세 에 

있다.

주요자동차용 음향기 기 제조업 체들은 기타 자 

동차용 오디오제품들과 함께 이 자동차용 CD플 

레이어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품목의 가격 

과 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된 이 CD플레이어들은 세계 각국으로의 수 

출에 활황을 보이며 국내판매 역시 활발하여 중 

소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이 품목의 미래를 낙관적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Yamaha Corp（일본） : 설립년도 1897, 자본금 

115백만달러, 연간매출액 2,739백만달러, 종업 

원 12250명. 주요생산제품一CD플레이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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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가정용 전자제품, 음악장비, 스포츠용품, 가구 

들을 제조하는 일본 유수의 기업이다. Shi

zuoka Prefecture지역에서 자동차용 CD플레 

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생산이 

두배로 늘었다. 고급의 자동차용 CD플레이어 

의 판매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JVC（일본） : 설립년도 1927, 자본금 244백만 

달러, 연간매출액 : 4,562백만달러, 종업원 13, 

350명 주요생산제품一Hifi 콤포넌트, CD플레 

이어, 개인용스테레오, 컬러TV, VCR, 캠코더 

Gunma Prefecture지역에서 자동차용 CD플레 

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싱가폴과 프랑스에도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동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고 소형화 추세로 비 

용절감형 모델이 계속 소개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주요 수출지역은 북미와 유럽이며, 선진국에 

서는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가 

격, 고품질의 제품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navigation system（항법 장치 ）와 오디 오 • 

비디오 시스템 장착형의 고급CD플레이어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Sansui（일본） : 설립년도 1947, 자본금 363백 

만달러, 연간매출액 1688백만달러 종업원 500 

명.

일본과 한국에서 이 자동차용 CD플레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 

다.

- Arrow（일본） : 설립년도 1963, 연간매출액 6 

백만달러, 주요생 산제품一자동차용 스테 레오, 

스피커

설립초기부터 자동차용 오디오를 전문으로 

생산해 오고 있으며 동품목의 중소 공급업체 

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CD- 

9000모델이 세계 자동차용 CD플레이어시장 

에 최근 진입하였다.

프랑스로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와 오세아니아지역으로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 자동차용 CD플레이어가 1992 

년도부터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Proton（대만） : 설립년도 1972, 자본금 7.18백 

만달러, 연간매출액 80백만달러, 종업원 800 

명

Hifi 컴포넌트를 주로 생산하며 설립된 이회 

사는 OEM 수출방식으로 서유럽지역에 수출 

해 왔다.

대만에서 컬레》, Hifi 오디오제품 생산의 주 

요업체로 명성을 얻고 있다.

- Ortek（대만） : 설립년도 1986, 자본금 7.65버耳 

만달러, 종업 원 110명 자동차용 라디오 카셋트 

플레이어와 스피커 생산업체로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지역국가, 

개인용 스테레오 시장 동향 口

개인용 스테레오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디자인 

요구에 맞추어 최신의 기능을 장착한 소형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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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밧데리 사용시간은 약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고 있으며 각국에서 생산되는 동품목의 기능이 

현재 평준화된 상태에서 보다 화려한 외형과 다 

양한 색채의 사용으로 디자인개발에 관심을 기 

우리고 있다.

- 일본 : 가격안정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으로 중소규모의 제조회사들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고가 

생산가격을 이유로 아시아지역으로 제품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다.

각 회사들은 크기 와 무게를 줄이고, 고감도의 

음향기술개발과 함께 무선헤드폰 개발에 집 

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고품질 모델과 함께 기본기능의 저가격 제품 

이 모두 판매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싱가포르• : 가격안정, 수출증대, 지난해의 판 

매가 계속 증가추세였으며 한 업체가 동품목 

에 대한 미국시장의 16%를 차지하였었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디자인 요구로 소형모델과 

최신의 기능을 첨가한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몇몇 모델들은 자동 reverse 카셋트 메 

카니즘과 스테레오 레코드 기능을 첨가시켰 

으며 밧데리 사용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증 

가시 켰다.

- 홍콩 : 지난해에 동품목의 가격이 7-8% 내 

렸으나 생산가는 내리지 않았으며 제조업자 

들의 품질유지 노력으로 현재의 가격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업체들은 재 

료의 가격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기술적인 개발은 그리 많지 않으며 기본의 

AM/FM 스테레오 라디오, 자동 reverse, one 

-touch recording unit을 갖추고 있다. 최소형 

모델로써 25mm 두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 중국 : 오디오 기기제조업체들이 수출이익이 

적은 이유로 수출을 위한 개인용 스테레오 

생산에 큰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AM/FM 라디오, 카셋트 플레이어 기능의 단 

순모델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고품질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저품질 모델의 수요가 아직은 적지 

않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동지역이 중국 

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금년초에 있은 걸프전 

쟁으로 약간의 타격도 받았었다.

현재 50업 체미만이 이 개 인용 스테 레오를 생 

산하고 있으며 50,000개가 수출되고 있다. 대 

부분의 수출업체가 Shanhai에 위치하며 라디 

오, 카셋트, 레코드와 함께 개 인용 스테 레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Guangdong지역에서는 

해외업체와의 협력투자가 활발하며 해외업체 

의 디자인과 함께 국제시장에 대처할 수 있 

도록 이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 인도 : 1988년도에 개인용 스테레오가 소개된 

이후 3개 업체가 이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1개업체만이 자신의 디자인 모델로 수출시장 

에 내놓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시장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일본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 

산되는 것은 라디오가 없는 단순 카셋트 플 

레이어 형태로 자동스톱과 AC/DC 전력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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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델로 가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싸다.

□ Biotable 사무용 가구 口

비지니스사무실에서 기능성, 효율성, 합리성과 

함께 개성화, 대중화된 종래의 가구디자인이 현 

재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세이다.

좀더 유연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창조력의 개 

념을 채택한 BiotableII 씨리즈는 인간과 환경사 

이의 조화와 안락함을 주는 창조적인 사무용가 

구이다.

이 테이블은 일본의 가구제조업체인 Isao Ho- 

soe가 이태리 밀라노의 Isao Hosoe 디자인 지사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기본형태는 “Curves”이 

다.

종전의 사무용가구들이 직선과 사각형 형태의 

획일성이었던 점에 반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eye touch와 자유스러 운 느낌을 제공한다.

개인의 노동공간으로의 사무실의 역할이 인간 

과 인간의 만남이 중요시 되는 사무실의 특징으 

로 종전 4각형의 디자인이 수정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때는 테이블을 접을 수 있으 

며 고정도 가능하다. 이 Biotable의 주제는 “Play 

Office”로 이 감각은 인간적인 요소를 제공하며 

미래 사무실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시장경쟁성一영국一 口

영국 알루미늄 제품 제조자협회 (The Alumi

nium Rolled Products Manufacturers Association) 

에 따르면 지난 5년에 걸쳐 1인당 알루미늄의 

소비가 대략 22% 증가하였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알루미늄 호일은 독특한 포장재 

료로서 인식되어오고 있는데, 유연하며 자르기와 

성형이 쉽고 경(硬)용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의 장점을 제공한다.

알루미늄 호일은 고급의 화장품팩에 금속느낌 

의 광택을 부가시켜주며 건조스프의 향기를 보 

호할 수 있다.

알루미늄 호일은 과거에 초코렛, 과자등의 랩 

(Wrap)포장 사용에 최초로 소개된 이후, 현재는 

포장분야에서 사용의 다양성을 갖춘 제품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종이와 호일의 배접으로 UV빛에 의한 맛 

변패의 영향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 호일라미 

네 이트는 고급 주류의 장식용 카톤 박스에서부터 

식품쏘스, 의약품의 포장에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식품내용물 보존에 변조방지 포장의 중 

요성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봉함 tear

open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도 있어 알루미늄 호 

일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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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루미늄은 재활용 포장재료중 최고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은 원재료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호일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5%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이미 알 

루미늄 캔이 널리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영국 알루미늄 제품 제조자 

협회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고 

있다.

알루미늄 호일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또다른 

형태는 우유용기 뚜껑, 요쿠르트 • 크림 뚜껑이다.

일반적인 포장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들과는 

대조적으로 알루미늄은 자원낭비를 하지 않으면 

서도 지구전체에서 세번째 많은 자원으로 포장 

에서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원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살균식품의 호일포장 

용기로 가공식품포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무균포장은 이재료의 잠재시장으로 오랜 보존기 

간동안 빛, 습기, 가스에 차단성을 갖는다.

□ 냉동식품의 포장 口

식품의 냉동기법은 식품을 一20°C 이하의 온도 

에 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세균의 활동을 저 지 한다.

냉동식품은 운송 • 보관 - 진열시에 一20°C 이하 

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하며 이와같은 방법 

으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보관이 가능하다. 

- 냉동가공식품:영국의 냉동 식품분야에서 가

공식품류는 연간 3,500백만 파운드가 소비되 

는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 냉동 

가공식품류는 알루미늄 호일과 CPET 트레이 

에 포장되어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재가열되어

먹을 수 있게 된다.

- 가계류 :슈링크랩 포장된후 냉동된다. 이분 

야의 새로운 개발제품으로 Dupont사의 anti 

fog polyolefin 필름의 슈링크 랩 포장이 개발 

되어 투명하면서도 내구성이 있어 소비자들 

에게 어필하고 있다.

- 아이스크림 :영국의 아이스크림 시장은 연간 

800백만 파운드로써 새로운 아이스크림 팩 

포장은 “Quartic”제품으로 1리터 용량의 아이 

스크림 포장의 직사각형 행태로 Whitepolyst- 

yrene의 열성형 재료로써 6가지색의 옵셑 프 

린트 인쇄가 가능하다.

— 생선류 : 냉동생선류는 일반적으로 냉동후 

polyethylene팩에 포장된다. form-fill-seal기 

계로 pre-fabricated bag이나 pillow pack으로 

포장된다.

영국의 전체 냉동식품 포장산업은 연간 35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으며 영국전체 식품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 Sio코팅 포장필름 가격 하락 예상 口

투명성, 가벼움, 재활용가능, 고차단성의 포장 

적성을 갖춘 Silicon Oxide의 형태가 개발되어 

상업용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재료는 알루미늄 호일의 차단성과 가격을 

비교하여 경제성 경쟁이 아직은 불가능하나 가 

까운 장래에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게 되어 우 

수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차단성, 투명성을 가진 이 Sio 코팅 제품은 

일본에서 최초로 상업화시키기 시작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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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pan Printing, Toyo Inks, Oike & Co가 호박 

색의 glassy-coated필름을 생산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이 glass-coated 필름은 현재 

일본에서 식품포장용으로 판매가 시도되고 있 

다.

미 국에 서 는 일 리 노이 즈주의 Rollprint Packa- 

ging사가 이assy-coated 필름을 의약용품 포장용 

으로 공급하고 있다.

캘 리 포니 아주 Airco Coating Technology와 Eas

tman Chemical社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Sio 코팅재료를 개발, 가격이 곧 하락될 전망으로 

경쟁력있는 가격의 제품을 시판할 것이다. 이 

새로운 코팅 필름은 plasma 침전기술로 제조된 

것으로 가스가 진공실에 주입되어 무선주파수에 

의해 가공되는 것이다. 투명성, 가격절감, 고차단 

성을 부가시키는 이 진공 침전 유연 포장기술은 

아직까지는 포장재료시 장에서 경 쟁력이 불투명 

한 상태에 있다.

□ 접음상자 포장의 우수성

접음상자(Paperboard folding carton)는 소비자 

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장재로써 다이나믹한 

마케팅 도구로 인식되오고 있다.

이것의 그래픽 효과는 구조디자인의 다양성과 

함께 제품의 마케팅 가치를 증대시킨다. 식품의 

포장형태로 다층 필름 라이너와 함께 easy-open 

peelable 뚜껑의 새로운 판지 트레이는 냉장식품 

의 보관수명을 늘릴 수 있는 고차단성을 제공한 

다. 또다른 구조는 안쪽면의 bag/tube의 조합형 

태로 곡류에서 부터 용액 비누까지의 다양한 제 

품들을 포장할 수 있다.

또한 gable top형태의 주둥이 (spout) 장착형은 

소비자들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소비자 

가 개봉후 재봉함사용이 가능하고 변조방지기능 

도 첨가된다.

판지는 다른 필름이나 호일과의 배접으로 빛, 

습기에 대한 차단효과는 물론 인쇄적성도 높일 

수 있다.

□ 미국의 포장재료 • 용기소비 100대 기업 口

포장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흡수병합활동과 환 

경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난 몇년동안에 포장산 

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경향이 미국의 Packaging 잡지사가 조 

사한 1991년도 미국의 100대 포장기업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90년도에 100대기업의 포 

장재료 • 용기의 소비가 293억달러이상으로 미국 

전체 포장재료 • 용기 생산액의 40.5%를 차지하 

였다.

특이한 사항은 1980년대말의 소비증가율에 비 

해서 이번 packaging지가 조사한 100대 기업의 

소비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987년 

도와 1988년도사이의 주요 기업들은 24%이상 

증가소비를 한 반면 1990년도에는 소비가 1989 

년도에 비하여 겨우 103% 증가되었다.

또한 세계의 지역별 포장제품 판매가 북미와 

유럽이 각각 26%, 라틴아메리카가 20%, 태평양 

주변지역국가가 14%, 동유럽이 10% 아프리카 • 

중동이 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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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는 미국의 포장재료 용기 소비 100대 회사와 전체 소비량의 연도별 비교표이다.

미국의 포장재료• 용기 소비 100대기업

'91

등급

，90
등급

회 사 명 지 역

포 장 

소비액 

（백만달러）

%（'90 
대비）

1 1 아lilip Morris Cos.f Inc., New York, NY 2,605.00 1.42

2 2 Anheuser-Busch Companies, Inc., St. Louis, MO 2,435.00 5.87

3 3 PepsiCo, lnc.f Purchase, NY 1,577.00 7.95

4 4 Procter & Gamble Co., Cincinnati, OH 1,557.00 12.38

5 5 Coca・C이a Co., Atlanta, GA 1,258.00 8.29

6 6 Coca-Cola Enterprises, Inc, Atlanta GA 1J 28.00 3.78

7 7 RJR Nabisco, Inc” New York, NY 987.00 8.60

8 8 Seagram Co. Ltd., Montreal, Quebec 731.00 2.54

9 19 ConAgra, Inc., Omaha, NE 635.00 8.29

10 10 Unilever US Inc” New York, NY 630.00 21.20

11 9 Sara Lee Corp., Chicago, IL 585.00 1.74

12 14 Nestle USA, INC., Glendale, CA 565.00 8.11

13 11 Adolph Coors Co., Golden, Co 531.30 8.50

14 17 Eastman Kodak, Rochester, NY Z424.00 11.58

15 13 Brown-Forman Inc., Louisville, KY 421.00 1.32

16 16 Campbell Soup Co., Camden, NJ 408.00 7.09

17 15 Borden, New York, NY 402.00 .50

18 18 Stroh Brewing Co., Detroit, Ml 395.00 8.52

19 23 American Home Products Corp., New York, NY 380.00 19.12

20 24 General Mills, Minneapolis, MN 356.00 13.02

21 26 Grand Metropolitan plc, Minneapolis, MN 331.00 11.99

22 28 Cadbury Schweppes Inc., Stamford, CT 323.00 15.36

23 27 Clorox Co” Oakland, CA 322.00 9.15

24 22 G. Hoeman Brewing Co., La Crosse, Wl 300.00 -7.69

25 — Del Monte USA, San Francisco, CA 294.00 5.00

26 29 Revlon Group Inc” New York, NY 280.00 5.09

27 12 Whitman Corporation, Chicago, IL 278.00 -35.14

28 30 H.J. Heinz Co., Pittsburgh, PA 261.00 8.75

29 32 Ocean Spray Cranberries, Plymouth, MA 248.00 7.54

30 31 Quaker Oats Co., Chicago, IL 239.00 .12

31 33 S.C. Johnson & Son, Racine, Wl 226.00 4.53

32 34 Kellogg Co., Battle Creek, Ml 222.0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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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등급

，90
등급

회 사 명 지 역

포 장 

소비액

（백만달러）

%（'90
대비）

33 34 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J 212.00 10.99

34 35 Dean Foods Co” Franklin Park, IL 195.00 8.33

35 35 Du Pont de Nemours & Co” Wilmington, DE 194.90 5.35

36 — Sherwin-Williams, Cleveland, OH 189.00 7.39

37 — Allied-signal Inc., Morristown, NJ 188.00 .65

38 46 Colgate-Palmolive Co., New York, NY 187.00 3.89

39 43 Hershey Foods Corp., Hershey, PA 180.50 12.13

40 37 Dow Chemical USA, Midland, Ml 180.00 0.00

41 42 Warner-Lambert Co., Morris Plains, NJ 178.50 10.49

42 38 Geo. A. Hormel & Co” Austin, MN 175.17 5.38

43 41 Bristol-Myers Squibb, New York, NY 170.00 8.21

44 54 Tyson Foods Inc” Springdale, AR 173.91 44.32

45 39 American Cyanamid, Wayne, NJ 172.50 5.76

46 40 CPC International, Englewood Cliffs, NJ 169.50 5.94

47 45 Ralston-Purina Co.f St. Louis, MO 163.00 5.54

48 50 Dr. Pepper/Seven-Up Co” Dallas, TX 161.00 21.35

49 47 Castle & Cooke lnc.f Los Angeles, CA 160.00 10.13

50 20 Avon Products Inc” New York, NY 150.00 -55.64

51 44 General Motors Corp., Detroit, Ml 149.00 -6.88

52 49 Diat Corp” Phoenix, AZ 142.00 3.65

53 — Pet, Inc, St. Louis, MO 136.00 4.82

54 54 Mars, Inc, Hackettstown, NJ 135.00 3.85

55 55 Iowa Beef Processors, Inc., Dakota City, Ne 134.50 11.90

56 52 Keebler Co., 티mhurst, IL 134.00 3.13

57 53 3M Co. St. Paul, MN 133.00 2.69

58 59 Exxon Corp., Irving, TX 121.00 13.58

59 5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Armonk, NY 120.50 6.02

60 56 Ford Motor Co” Dearborn, Ml 120.00 .10

61 — Bayer USA Inc., Pittsburgh, PA 109.50 5.29

62 60 American Brands, Inc” Old Greenwich, CT 108.00 3.35

63 — McCormick & Co., Inc., Hunt Valley, MD 100.00 5.26

64 64 Schering-Plough Corp., Madison, NJ 93.00 8.14

65 62 PPG Industries Inc., Pittsburgh, PA 92.00 .55

66 — Chevron Corp” San Francisco, CA 91.00 14.65

67 65 Mobil Corp., Fairfax, VA 90.50 10.37

68 63 General Electric Co., Fairfield, CT 9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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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등급

*90 
등급 회 사 명 지 역

포 장 

소비액

（백만달러）

%（'90 
대비）

69 — Motor이a, Inc., Schaumburg, IL 88.00 8.64

70 — G이d Kist, Inc., Atlanta, GA 86.50 -1.84

71 68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Cincinnati, OH 85.50 7.72

72 61 Pfizer, Inc., New York, NY 85.00 1.19

73 — Cosmair, New York, NY 84.00 5.33

74 66 Tenneco Inc” Houstosn, TX 83.00 2.09

75 69 Sunkist Growers, Inc” Sherman Oaks, CA 82.00 10.07

76 — Bausch & Lomb, Rochester, NY 76.50 9.41

77 74 Morton International Chicago, IL 76.00 17.83

78 — Reckitt & Colman plc, London, England 75.50 16.15

79 67 Texaco, Inc, White Plains, NY 75.00 -6.37

80 82 The Black & Decker Corp., Towson, MD 73.00 35.19

81 77 Merck & Co., Rahway, NJ 70.50 15.57

82 70 Land O'Lakes, Inc., Arden Hills, MN 70.00 0.00

83 73 Gerber Products Co” Fremont, Ml 69.50 6.92

84 72 Monsanto Co” St. Louis, M0 69.00 1.47

85 75 Baxter Healthcare Corp., Deerfield, IL 68.00 10.46

86 79 Shell Oil Co” Houston, TX 62.00 3.33

87 76 Chrysler Corp., Highland Park, Ml 61.50 -.10

88 78 Universal Foods Corp., Milwaukee, Wl 60.50 .33

89 80 SmithKline Beecham plc, Philadelphia, PA 60.00 10.29

90 83 Alberto-Culver Co., Melrose Park, IL 58.50 10.84

91 84 Amoco Corp., Chicago, IL 58.00 16.00

92 89 이in Corp., Stamford, CT 55.00 16.12

93 81 The Sta이ey Works, New Britain, CT 54.50 .46

94 88 Wm. Wrigley Jr. Co” Chicago., IL 52.00 7.18

95 — Levi Strauss & Co., San Francisco, CA 51.00 4.19

96 86 Whiripool Corp., Benton Harbor, Ml 50.25 1.01

97 85 Riceland Foods, Inc., Stuttgart, AK 50.00 0.00

98 91 Abbott Laboratories, Abbott Park, IL 49.93 13.84

99 98 Corning Inc, Corning, NY 47.80 20.09

100 90 Interstate Brands Corp., Kansas City, M0 46.5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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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의 총소비액

29.3

（십억달러）

• 미국의 음료용기수요一1990년도一

（170십 억개）

• 미국의 플라스틱 가공기계 판매一1989년도一

13%

맑은마음 밝은사회 녋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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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 내용 소개

I • 해외통신원 수집자료

-미국지역, 윤여항 통신원一

* 관련기사 p-200자 원고지 기준

1. 디자인이 시장 점유율을 신장시킨다.

（LA Times '91・ 6. 21 기사）

（관련기가 3p.）

2. Promosedia社의 종합카탈로그 

이탈리아, 유명가구 제조업체

3. Design News誌 기사내용 

미국의 디자인 전문지

Designed6 Comer의 내용（관련기사 6p.）

4. Review 8호（'91 년 여름호）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발간하 

는 계간지

-일본지역, 박영목 통신원一

1. 東京都의 CI계획 

（관련기사 44p.）

• 소규모 회사의 경우, 디자인이 잘된 제품을 

갖는것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

• 올바른 포장과 상표는 많은 상품중에서 자 

사의 제품을 눈에 띄게 함으로써 판매실적 

증대

• 시스템가구,사무용가구,주방가구,간이의자, 

테이블, 악세서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제품 소개 책자

• 이탈리아 가구제품 특유의 디자인, 색상, 형태 

및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제품디자인에 있어 필수적인 엔지니어링과 

Me사lanism측면의 신기술 재료, 공법에 관한 

자료

• 최근에 발표된 학생들의 디자인작품

• 특집一60년 전통의 학교설립기사

•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국제화, 성숙화의 진 

보하는 다면적 도시추구

• 계획내용一3개의 Leading Project와 7개의



Theme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2. 認知디자인론 

디자인뉴스誌 213호

Hitachi社 디자인연구소에서 기고 

（관련기사 26p.）

• 認知디자인이란 전등과 같이 단순기능인 기 

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마는 전화기, A/V기기, 

정보기기등과 같이 다기능화되면 사용자가 

기기조작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기 스 

스로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저절로 알아서 

조작되도록 한것을 말한다.

-독일지역, 김미래 통신원一

1. BMW—Electro자동차 

（관련기사 4p.）

•，91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 자동 

차전시회에 출품된 BMW社의 Electro자동차 

에 관한 기사

중량 900kg, 소재一경금속과 합성물

2. Mercedes Benz社의 300CE —24 

（관련기사 3p.）

• 220Ps의 3—1—6 실린더를갖추고있으며 8.7 

초내에 100km/h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최고

* 속력은 220km/h이다.

3. Mini-el-City Electro 자동차 

덴마크-EL • TRANS社가 개발 

（관련기사 6p.）

• 환경보호용 자동차인 이모델은 시내교통과 

레져용으로 디자인되었다.

•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환경보호용 

승용차 사용의 법제화계획

II. 정기간행물

缱 자료명 내 용

Asian Sources Electronics • 대만의 HDTV（고화질） 개발을 위한 정부의

Asia Mag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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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자료명

Hong Kong 

월간 

'91・ 9

Car Styling

（株）三榮書房

Japan

월간

'91. 9

내 용

• 개인용 스테레오一최신 기능을 장착하고 원 

색을 사용한 소형모델 생산 추세

- 일본 : 최신 모델 생산증대, 고품질의 다 

양한 기능첨가, 가격안정

- 싱가포르 : 재충전 밧데리사용, 고품질 제 

품 생산

— 홍콩 : 25mm두께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형모델 생산

- 중국 :저가격제품생산, 수출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 자동차용 CD 플레이어

- 일본 : 고가격, 고품질 모델생산, 다양한 

기능을 첨가한 새로운 모델 개발중

- 대만 : 1992년도부터 생산예정, 기존 라디 

오 카셋트 플레이어 수출 부진예상

• Volkswagen Vario I, H-기능성과 사용의 

간편성을 추구한 새로운 도전

• 제품과 제품이미지의 통합디자인

• 미국의 독립 디자인 연구회사一Industrial 

Design Research Inc 소개

• 유럽지역 소형 밴 시장에서의 최대 인기브 

랜드-Renault Espace

• Bio Table II-가구디자인의 실용성

• 이탈리아 Architects Dalia Torre & Cappiello 

디자인 용역사의 신혼부부용 화장실의 디자 

인 개선

• Architect Maurizio 디자인 용역회사의 흑백 

색채의 욕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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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 포장 디자인 최신 작품

继 자료명 내 용

Ufficiostile •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Rudi Von Wedel의 디

Italia 

월간 

'91. 6

자인 경력과 문화 • 정보 • 커뮤니케이션과의 

디자인 접목

• Tecs사의 실내디자인과 가구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

• 제32회 국제 가구전시회 “Perspectives” 파리 

개최 소식

Print • 체코슬로바키아 일러스트레이터 Peter Sis의

Coyne & Blanchard

U.S.A

격월간

'91. 5/6

유럽과 북미의 이미지 액센트를 부여한 정 

신적 메시지의 예술품

• LP 레코드판의 쇠퇴로 CD포장디자인 활성 

화一보석박스（소형화） 형태의 디자인 개선

Car Graphic

二玄社

• Nissan Cedric의 동력성능, 연비, 조종, 안정 

성

Japan 

월간 

'91・ 9

' • 일본 최고 판매승용차 Toyota Corolla의 성 

능과 인테리어 디자인

• 휴대용 전화기의 보급과 추이一자동차용 전 

화기의 계약시 비용예一각제조회사별 비교, 

3분간 통화요금 비교

IDEA

誠文堂新光社

• The World Masters 10 ： 스페 인 바르셀로나 

태생의 Josep Pla~Narbona 광고의 그래픽

Japan 

월간 

'91. 9

디자인 접목

• 미국 뉴욕 Art Directors Club의 70회 기념, 

제5회 국제 전시회 입상작품 소개

• Shozo Nishigori, Albion사 디자인 실장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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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I 자료명

商店建築

（株）商店建築

Japan

월간

'91. 9

내 용

• 요코하마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一600게 

스트룸, 5레스토랑, 31층

• 동경의 유흥가 Rocpponggi에 위치한 디스코 

테크 Nu의 실내디자인

Asian Sources Gift & Home Products

Asia Mag.

Hong Kong

월간

'91. 9

Ilbagno 

PEG S.P.A

Italia

월간

'91. 8

• 아동용 가구一목재사용 절감 추세, 등나무, 

버드나무, 강철 재료사용 증가

— 대만 : 노동비 증가로 자동화 생산증대, 안 

전성을 제고한 비독성 재료와 라운드형의 

모서리 디자인 一인도 : 목재를 주로사용 저 

노동비로 수출가격 경쟁력 증대 一태국 : 금 

속제의 분리형 스타일 생산, 노동비 증가로 

자동화 생산 모색 一필리핀 : 대부분의 디자 

인이 소형화추세 유럽시장 개척에 주력

• 식음료一판매증대

— 대만 : 맥주, 와인, 과일쥬스 생산에 컴퓨 

터화 시스템 설비, 해외 수출시장의 환율인 

상과 노동비 증가이유로 국내시장 판매에 

주력

— 중국 : 수출신장을 위해 서구취향 스타일의 

신제품 개발

• 이탈리아 Architect Stefan Ruhle 용역회사의 

아파트형 가구를 위한 목욕탕 디자인 개선

• 바르셀로나 중심부 Golden Sguare에 위치한 

Art Quitect 쇼룸의 2층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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维 자료명 내 용

商品設計與包裝 

中華民國對外貿易 

發展協會 

中華民國

'91・ 7

gold+silber 

Konradin Verlag 

Germany 

월간 

'91. 9

International Design 

U・SA 

격월간 

'91. 9/10

md

Konradin Verlag 

Germany 

월간 

'91. 9

• 제품명의 국제 마케팅 전략

• 대만국내 정보산업의 개발• 미래 동향

• Tidex '91 우수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수상 

작

• 마켓팅 전략의 주요요인一전문지식 개발

• 미래 건축디자인의 패션과 컬러

• 제품디자인에 응용되는 인간공학

• 기업 브랜드 이미지一마케팅 전략, 새로운 

브랜드 개발 전개

• 화훼류 포장디자인

• 12세기 로마네스크 기간의 금속장식 예술과 

건축

• 현대디자인의 교육문제

• 램프디자인의 혁신一무게절감, 궁형（弓形） 

디자인

• 독일 스튜트가르트 신공항 설계

• 사무용가구의 새로운 혁신一King Omega

• 핀랜드산 목재를 이용한 가구의 향 이용과 

디자인 개발

•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지역을 관통하 

는 독일의 고속전철디자인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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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 자료명 내 용

Popular mechanics

The Hearst Corporation

USA

월간

'91. 8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7

Crafts

The Crafts Council

England

격월간

'91. 9/10

Car Graphic

二玄社

Japan

월간

'91. 10

• 스웨덴 서쪽 Oijared 골프크럽의 라운지와 

플레이 그라운드 설계

• 21세기 스타일 미국의 올스 모빌 Silhouette의 

디자인과 기능

• Subaru, Ford, Mitsubishi, Buick사의 최신 승 

용차의 기능 비교 분석

• 일본의 디자인 현황一디자인과 소비의 관계, 

디자인의 역할, 미래동향

• 동경전자시장 Akihabara의 최신 소비자용 전 

자제품 디자인

• 일본의 유명 디자인 잡지 AXIS의 경영이사 

Eizi Hayashi와의 대담

• Japan Festival 1999-일본의 공예디자인 기 

법과 역사

• BMW 325i/318i의 안전성, 다기능 탑재, 주차 

의 용이성

• Mercedes-Benz 500E, BMW M5의 도로주 

행성, 연비, 조종성, 안전성등의 비교

• 1992년형 미국 생산 자동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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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내 용

Paper Film & Foil Converter

Mclean Hunter Publication

USA
월간

'91. 6

• 미국의 지역별 포장산업과 관련한 경제동향

• 북미지역의 1995년도 포장용 Polystyrene 수 

요 예측

• LLDPE재료 대체용 포장재료 High—Molecu- 

lar Weight(HMW)-HDPE 수요증가

• 열감성 종이재료의 인쇄에 적용되는 Flexo— 

Ink 시스템

• 제8회 Converting Machinery & M간erial 회의 

및 전시회 개최 소식一미국, 시카고

• 재활용 PVC 재료 이용 증대一영국

• 멕시코로 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일과 

채소의 포장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과 판지 배접재료

Packaging Strategies 

Packaging strategies Inc 

USA 
월간 

'91. 8

• Dupont사의 고차단 적용 플라스틱 폴리머 

시장에 대한 경영전략

• Silicon Oxide 증착형 플라스틱 필름의 상업 

포장용 사용 및 생산증가로 동품목의 가격 

하락 예상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8

• 골판지 박스 생산 공정에 컴퓨터화 계획 시 

스템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

• 박스 및 카톤제조산업의 세계화 전략一1992 

년도 예측

•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Print '91 전시회一 

환경보호 주제로 세계 최고의 인쇄 기술 전 

시

• CMM Japan 3-제3회 아시아 포장기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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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내 용

전시회 ・ 총회一92년도 4월 일본 동경 개최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8

• Tappi 회원들의 '90년도 봉급 체계와 학력등 

통계

• 미국의 종이와 펄프 재료별 가격 동향

• 인도의 종이 및 펄프산업

• 종이와 펄프 생산 공정장비의 특별한 문제

• 미국 종이제조산업에서 물사용 절감을 위한 

기술적 진보

• 플라스틱 포장 필름용 수성 잉크

Packaging(英)

England 

월간 

'91. 6

• 냉동식품의 포장동향一쏘시지, 육류, 제과류, 

생선, 아이스크림

• 포장용 알루미늄 호일재료의 시장에서 판매 

증대一변조방지기능, 알루미늄 호일의 미래, 

재활용

• 체코슬로바키아의 포장산업 현황

Packaging(H)

Cahners Pu비ishing Co 

USA 

월간 

'91. 8

• 미국의 Carnation Coffee Mate사의 슈퍼마켓 

판매용 포장용 캔의 그래픽 디자인 개선

• 전구 보호용 완충포장재료로 사용되는 몰드 

펄프

• 미국의 100대 포장재료• 용기 소비회사 실 

태

• 실크스크린 라벨의 보드카 포장용 최신 PET 

용기

• 화장품과 화장실용품 포장산업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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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자료명
내 용

• 폴딩카폰（접음상자）의 미래 포장디자인 방 

향연구

• West Pack '91（ 미국, 아나하임） 개최 소식

Packaging Horizons 

'91. 8

• 플라스틱 포장기술의 미래 동향

• 포장산업과 관련한 운송 포장의 혁신

IOPP • 개발도상국에서의 포장기술 진보요인

Institute of Packaging Professionals • 1992년 유럽의 포장산업과 시장 예측

• 정치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는 폴란드의 

포장 시장 동향과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 전략 

-펄프, 종이, 인쇄, 금속, 알루미늄, 유리

Packaging India

IPI

• 인도의 포장기술 현황

• 포장에 사용되는 BOPP 재료의 기계적성, 물

India

월간

'91. 4/5

적특성

• 과일의 수출 포장기술 안내

• 식품포장 산업에 이용되는 프린트 잉크

• 포장성형一스킨, 블리스터, 진공, 슈링크, 랩 

핑 포장기술

Modem Plastics International

McGraw-Hill Pub

• 일본 Asahi Chemical사, 미국 Gain Techno- 

logy사의 가스 인젝션 몰딩 포로세스 합작개

USA 

월간 

'91. 8

발

• 열성형 플라스틱 복합쉬트의 시장동향一서 

유럽에서의 소비증가

• 식품포장용기 인젝션 몰딩의 최대 생산율과 

최소두께를 가능하게하는 Dow사의 고밀도 

（0.952 density） PET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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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 자료명 내 용

• 압출 블로우 몰딩 PET용기의 다양한 시장 

개척과 제조기기별 특성

Australian Packaging

Bell Publication

• 호주의 환경 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에서 NSW주와 Victoria주 경계인 Wodonga

Australia

월간

'91. 8

지역에 설립한 5백만 달러 규모의 PET 용기 

6천만개 재활용 공장설립

• APMA Pack '91 10월, 11월 시드니 개최소 

식

食品容器

缶詰技術研究會

Japan

월간

'91. 8

• 식품원재료의 오염방지 기술一식품의 가공 

처리와 방균대책

• 1990년도 출현한 식품, 음료, 제품의 분석, 

냉장 식품 건강음료, 유제품

• 1991년도 식품 관련 법규와 입법의 예측一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보호, 국제무역과 관련 

한 식품규제, 농약문제

• 최근의 전자레인지 이용 조리식품一맛과 부 

가가치의 추구

包裝技術

JPI

• 수용성（水容性） PVA 필름의 응용一물적, 기 

계적 특성 우수, 고가스차단, 솔벤트, 그리스,

Japan 

월간 

'91. 8

오일에 대한 저항성 우수

• 진공 증착 필름-용도별, 기재별 출하추정, 

연속식 진공증착 설비, 산소투과율

Big Pack

Japan

• 포장디자인의 효과적 연출법一정보제공 표 

현, 신제품의 강조, 미적연출, 편이성, 차별화

• 최근의 미네랄 워터시장 동향, 소비구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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继 자료명 내 용

월간

'91. 7/8

一일본인 연간소비량 1.6L

glass machinery plants & accessories 

'91・ 3/4

• 라틴 아메리카의 유리재활용

• 중국유리제조산업의 동향一“China Glasstech

'91”

macplas

Proma Plast Srl

• 이탈리아 플리스틱 및 고무 상반기 수출, 지 

난해 동기간과 비교하여 14.1% 증가

Italia 

월간 

'91. 8

• 유럽의 플라스틱 제조 및 수출전략

• 북미 폴리스틸렌 수요 1995년까지 매년 3% 

증가예상

• “1991 TPE Europe" 제5회 국제 열성형 일 

레스토머 시장과 제품一룩셈부르크 io월 개 

최

• 포장 : 화장품용기 의 몰드, 고특성 슈링크 필 

름, 산업용 용기, 오늘의 환경문제를 위한 

차단용기, 오일, 와인, 식초 포장용 PVC 용기 

개발

Packpia 

（株）日報

• 포장 폐 기 물과 포장자재 용기 의 관계 一 배출 • 

처리 현황

Japan 

'91. 8

• 인스턴트 커피의 제조사별 포장디자인과 포 

장 구조

• 포장강도 설계의 평가방법一연포장대

경제파탄 예고없다 절약으로 미리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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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皿）

0 Skolos Wedell Raynor-미국, 1980년 설립 一

• 주소 : 529 Main st. Charlestown, Massa

chusetts 02129, USA • （617）242-5179

• 대표자 : Nancy Skolos, T.Wedell

• 종업원수： 7명

• 취급분야 : 그래픽, 포장디자인, CI작업

• 시설 및 장비 : 5,000ft2, 컴퓨터（4조）

• 주요고객명 : Digital Equip Corp, SBK Re

cords James River Corp

• Portfolio

O Communication By Design—영국, 1978년 설 

립 -

• 주소 : 6 The courthouse, 38 kingsland, Rd, 

London E2, 8DD, U.K

倫（02）739 - 4000

• 대표자 : Geoff Aldridge MCSD

• 종업원수 ： 18명

• 취급분야 : 그래픽 디자인, 전시사업

• 주요고객 명 : BBC. T.V, British Aerospace, 

Lloyd's Register of Shipping

• Portfolio

O ZIBA Design-미국, 084년 설립 一

• 주소 : 7853 S.W. Cirrus Drive, Beaverton, 

Oregon 97005, U.SA ・（503）643 - 5791

• 대 표자 : Sohrab Vossoughi

• 종업원수: 12 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종합, 그래픽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7,500ft2

• 주요고 객명 : Dow Chemical, Emerald Co

mputer, Denver Instruments, Nike

• Portfolio

O Designamite—호주, 1986년 설립一

• 주소 : Suite 2, 83-85 Foveaux st. Surry

Hill. N.S.W. 2010 Sydney Australia



e（02）281-5155

• 대표자 : Lee David Blattnann

• 종업원수： 7명

• 취급분야 :제품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CAD, 모델메이킹, 프로토 

타잎, 참고자료실, 작업장

• 주요고 객명 : Adtex, Citybank, Sydney Ho

spital

• Portfolio

0 NUCLEUS Design—영국, 1979년 설립 一

• 주소: John Loftus house Summer Rd, 

Thames Ditton, Surry, K77, ORD. UK 

⑥ 01-398-9133

• 대표자 : Peter Matthews

• 종업 원수 ： 25명

• 취급분야 : 그래픽 - 포장디자인, CI작업

• 주요고객명 : Safeway plc, Marks+Spen

cer, Caustauld's plc

• Portfolio

0 ASHCRAFT DESIGN—미국, 1986년 설립 一 

• 주소 : 11832 West Pico Blvd, LA, CA, 900

64, USA •213- 479- 8330

• 대표자 : Daniel Ashcraft

• 종업원수： 9명

• 취급분야 :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2400ft2

• 주요고객명 : Harman Kardon, Art Center

College of Deisgn, Cyrex, Maxxam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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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주최 교육안내

□ 포장기술 단기 전문과정 口

1. 목적 :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포장기술 

에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므 

로, 분야별 단기교육을 실시, 포장관리사 재 

교육은 물론, 관련업계의 포장전문 기술인을 

양성코자 함.

2. 분야 및 교육정원 : 30명

1） 식품포장一식품포장기법과정 및 보관수명 

측정기법과정으로 분리

3• 특징 :심도있는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최신 기술 및 동향 소개

4. 대상 : 관련 업무 담당자

5. 기간 : 분야별 각 1주

1） 식품포장 : '91. 10. 14-10. 18 

（10： 00-18： 00）

6. 수강료 : 130,000원（교재비포함）

7. 교육내용

식품 포장

보관 식품의 변패

수명 포장재료의 차단성

측정 보관수명측정 I
기법 보관수명측정 II

포장재료 I
식품 포장기법 및 시스템

포장 무균포장기법

기법 레토르트 포장

전자렌지식품포장

공통
포장재료 I

0 O 

과목
포장식품유통과 위생

1 1
포장폐기물과 환경

□ 기업디자이너 보수교육과정 口

1. 목적 :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재교육 및 새로운 

동향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제반 상황에 맞는 

기획능력을 개발하여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분야 및 교육정원 : 시각디자인 40명

3. 특징 : 이론, 실무, 기법, 마케팅, 정보 등 전 

반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해외 최신정보 및 동 

향소개

4. 대상 :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업무담 

당자

5. 기간 : 2주, '91. 10. 21-11. 1

6. 수강료 : 170,000원（교재비포함）

7. 교육내용

시각 디자인분야

기획 

조사

• 디자인기획, 기법

• 마케팅조사의 이론/실제

• 디자인과 법률

개론 

영역 

기법

• 산업디자인에서의 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의 색채

응용 • 편집디자인 • 포장디자인

•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 인쇄기법

사례 사례연구

* 문의처 및 접수처 :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교육연수부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3

@ 742-2562/3, FAX : 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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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종합품목

• Vienna Fairs Autumn

1） '91. 9. 11-9. 5（매년） 오스트리아（Messe・ 

palast） 3）전자, 가정용기기, 정원기구, 취미 

용품, 의상등 4）일반무역업자 관람위주의 

종합박람회

• EXPOFIM/Metz Int'l Trade Fair

1） '91・ 9. 27-10. 8 2）프랑스（Mets, Messege- 

lande） 3）종합품목 4）참가업체一국내 418, 

국외 196

• Stage Fair Texas

1） '91. 10. 4-10. 20（매년） 2）미국（텍사스, 

Fair, Park, Interstate 30）3）소비재전반 4） 

텍사스주정부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반 소 

비재 전문전

• MIF/Malaysia Int'l Fair

1） '91. 11. 5-11. 10（매년） 2）말레이지아 

（Putra World Trade Center） 3）자본재, 소비 

용품, 고무목제품 등 종합품목 4）건축자재, 

화학제품, 산업설비재 등 종합품목 전시, 말 

레이지아 최대의 종합 무역 박람회

가구-실내장식 ・ 악세서리

• Wood Mac Asia

1） '91. 10. 8—12（격년） 2）싱가폴（World 

Trade Center） 3）가구 및 가구제조기계 • 설 

비전반 4）동남아지역의 목공산업관련 전문 

박람회로서 관련 정보 교환 및 회의가 병행 

개최됨.

• Int'l Funiture Fair Tok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t'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 

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용직물류, 양탄자, 벽지 등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 11（매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 위 

주로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FIMMA/Int，1 Woodworking Machinery F血

1） '9L 11. 6-11. 10（격년） 2）스페인（발렌 

시아, Palacio Ferial） 3）목재, 합판, 하드보드, 

가구 설비 4）무역업자 위주의 목재산업 전문 

박람회

• SIMB/Intl Furniture Fair Busseis

1） '91. 11. 10-11. 14（매년） 2）벨지움（Parc 

des Expositions） 3）가구류전반 4）무역업자 

에게 공개되는 벨기에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 

전으로 무역업자 상담위주로 전시됨

• Int'l Minerals & Fossils Exchange

1） '91. 11. 9-11. 10（매년） 2）독일（베를린, 

Messegelande） 3）귀금속류, 원광석 4）각종 

귀석의 판매교환,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짐, 매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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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명이상의 박물관, 대학, 수집가가 참가함

전기 - 전자

• WESCON/Electronic Exhibition

1） '91. 11. 19-21（격년） 2）미국（샌프란시

스코, Moscone Center） 3）산업용고기능 콤 

포넌트, 콘트롤 시스템 4）캘리포니아주에서 

아나하임과 교대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미서 

부지역 최대의 전자전

• SCAN TECH/Automatic ID. Trade Show

1） ‘91. 11（매년） 2）미국（산호세, Convention 

Center） 3）자동아이디장비 및 시스템 4）일 

반인 관람 가능

식품 ・ 가공

• Foodpro/Int，1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 12（매 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 

버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 Food Tech China

1） '91. 10（격년） 2）중국（북경, Technical Ex

change Center） 3）축산가공 기계류, 육류가 

공기계류 및 설비, 제과 및 식품음료 가공기계

4）중국식품산업시장 진출에 유망한 박람회

• NAFEM

1） '91. 10（격년） 2）미국（시카고, Convention

Center） 3）식품가공설비, 포장기자재 4）국 

제식품관련 생산장비 전문전

고무 ・ 플라스틱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 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 

g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 

일한 프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으로 기계류 전 

문 박람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11（ 격 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 

계류 전반 4）일본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 전 

문전

포장재•기계

• Cair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Wrapping and 

Packaging

1） '91.10 2）이 집트（카이로, Fairgrounds） 3） 

포장재료, 비닐, 폴리에틸렌, 포장기계 4）포 

장산업 관련 도소매업자참가

• Ausplas/Australian Packaging Exhibition

1） '91.10.22-25（격년）

2）호주（시드니, RAS showgrounds）

3）각종정보가 교환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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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30
토요일 09： 30〜

12 : 00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 • 포장관련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0®

문의 :정보조사부 자료관리과 © 762- 9137



G(OD DESIGN
PPI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IjU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ppi 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5L，의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10

새로운 영역 認知디자인

TV의 화면폭 확대 

독일의 디자인시 프랑크 푸르트 

국제디자인센터 설립계획（日本） 

90년대 유럽의 포장산업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인포장 용역회사 소개 

개발원 교육안내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인모刊加빌원NSEUTE OF NXHRIAL DESIGN & FMKAGNG



—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 문의처 刁정보조사부 조사과岔 ：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 미 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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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포 장

□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 認知디자인 口

- 인지디자인의 필요성

인간의 주변기기가 전부 전등같이 단순하다면 

인지에 관한 문제도 없고, 인지디자인 등의 분 

야도 필요없을 것이다.

전등은 불을 밝혀 준다고 하는 기능외에는 다 

른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점등 상태에 있어서도 

불이켜져 있거나 꺼져있으므로 현재기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전화기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현재와 같이 

전자식 다기능 버튼 전화기가 되기전의 다이얼 

전화기에서는 기기의 상태로서 비사용상태, 수 

화기를 들었을때, 다이알을 돌려 전화를 걸고 

있을때, 수신벨이 울리고 있을때, 그리고 통화할 

때와 같이 5개의 상태가 있고 각각의 상태에는 

다른 기능이 결정되어 있다. 예를들어 수화기를 

얹어놓은채인 비사용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수화기를 든 다음 다이알을 

돌려야 효과가 있는것, 단순히 수화기를 들어서 

다이알을 돌리고 있는 도중에는 누구와도 통화할 

수 없다는 것 등등, 열거하면 꽤 많은 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화기의 조작을 특별히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도 첫번째는 전화기의 

사용방법을 두가지의 짧은 순서로써 전부 외우고 

있으면 되었다는 것이다.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서와 자기가 전화를 거는 순서로서의 두가지 

방법이다.

또 해제 수단인 Hook Button은 그것이 필요한 

상태에만 사람의 눈에 띄도록 수화기를 들었을때 

나오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이와같이 다이알 전화는 처음에는 그 기능범 

위가 적고 필요한 수단도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 쉬운 기기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러한 종래의 전화기가 다기능화되면서 부터 서 

서히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예를들어 부가（附加）기능이나 전송기능이 첨 

가되고 단축번호의 등록순서나 사무실에서 전송 

순서에 관한 조작의 순번이 적절한 조작 부위로 

서 해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전화기 뿐만이 아 

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다기능화해온 기기들 전 

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활 관련기기중 세 

탁기의 경우에는 회전식 Timer가 있어 그것이 

작동시간의 지정수단과 운전시간 표시수단의 겸 

용이었으나 전자동이 되어 세탁방식의 선택방법 

이 늘어서 조작부와 표시부가 확장되고 조작의 

수도 늘었으며 시간제어도 복잡해졌다. 그외에 

에어콘이나 히터도 시간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순서가 복잡해졌다.

A/V（오디오 - 비디오）기기의 경우 최근의 비디 

오는 편집기능이나 화면조정기능등 30〜40개의 

기능이 있고 조작부위도 거의 같은 정도의 수가 

있다. 또 순서도 길어져서 예약녹화의 경우에는 

최소한 1） 예약개시 2）일자지정 3）개시시각 

지정 4）종료시각 지정 5）채널지정 6）조작 완 

료지시와 같이 6단계의 순서가 필요하다.

A/V기기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리모콘의 경 

우에는 제한된 크기에 여러가지 기능을 넣기 위 

하여 1개의 버튼에 여러가지 기능을 넣어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

정보기기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나 워드 프로 

세서의 조작부가 다른 기기와 같이 전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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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나 숫자, 

도형 key 등을 써 서 복잡한 순서 에 따라 조작해 야 

한다.

또 화면상에 나온 표시도 초창기에는 사용자 

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기술자 지향의 메시 

지였으므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난해한 인상을 

주어왔다.

최근의 컴퓨터 메뉴얼의 두께를 보면 기능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는 잘 사용되는 기능도 있지만 사용 

자에 따라서 전혀 관계없는 기능도 있다. 사용 

자는 많은 기능들 중에서 자신과 관계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조작부위의 수도 늘었다.

다기능 리모콘 버튼수가 그 전형적인 예로써 

사용자는 갖고 싶은 기능의 명칭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턴, 어느 스위치가 좋을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시스템의 기본 대화처리가 늘 

었기 때문에 조작순서도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一 인지디자인이란?

인간의 인지과정 즉, 인간의 정보처리 특성으 

로부터 Interface（공유영역）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어프로치 이다.

User Interface（사용자 영역）의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이나 난이한 문제의 배후에는 인간의 인 

지적 특성을 무시한 설계방법이 있다는것을 최 

초로 지적한 사람은 인지 심리학자인 “노만”이 

었으며 인지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구체화하기위한 시도이다.

인지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눈이나 귀와같은 

감각기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각 감각 고유의 처 

리부를 지나 단기기억이라고 불리우는 일시적인 

정보 저장소에 축적된다. 여기에서 처리된 정보는 

장기기억이라는 인간의 데이타베이스에서 입력 

정보와 맞추어 본다. 즉, 체험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것과 같이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은 꼭 100% 

이론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도, 욕구 또는 감정, 기분 혹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동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운동처리부를 연결하여 손이나 입과 

같은 운동기에 지령이 내려져 움직이거나 이야 

기하는 행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의 각단계의 기본적 특성 

안에 User Interface（사용자영역） 디자인에 관계 

된 부분과 대응하여 디자인의 원칙이나 사고를 

지시한다.

〈일본 통신원 제공〉

□ IV의 화면폭 확대 口

TV 생산업체들이 수년간의 연구개발결과로 8 

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베를린시에서 개 

최된 국제TV전시회（IFA）에 새로운 제품들을 소 

개 하였다.

TV의 영상화면폭을 늘린 새로운 시스템 개발 

을 통해 TV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시장에서의 

구매자극으로 판매향상을 꾀하고 있다. IFA전시 

회에서는 새로운 영상화면 폭 시스템을 통해 색 

다른 TV모델들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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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스테레오음, 위성 리씨버등을 갖추었으며 종 

래의 4：3（가로 : 세로） 형태에서 16：9（가로 : 

세로） 형태로 변형되어 가로 영상폭이 넓어졌다.

금년 가을부터는 유럽의 TV 생산업체들이 판 

매하는 TV가 소비자들이 영화관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각을 최초로 소개된다. 이 16： 9 영상 

형태의 시스템을 갖춘 TV의 가격은 약 9,000DM 

（약 400,000원） 가량이며 위성방송 안테나나 

DBP—Cable을 필요로 하여 프로그램제공이 다 

양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아직 가지고 있으나 앞 

으로는 이 16 ： 9형태를 사용하는 캠코더나 비디 

오 레코드들이 개발되는등 이 기술이 보편화되어 

대중화가 예 상된다. 이 시스템은 HD TV（고화질） 

기술응용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금년 

후반기 부터는 EC규정으로 16 ： 9형태의 위성방 

송이 표준시스템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 독일 디자인시一프랑크 푸르트 口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는 건축분야에서 뿐만아 

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Design - Heute” （1988）, “Design Horizonte” 

（1989）개최이후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국 

제디자인 전문가들과 관객들로부터 디자인 관련 

주요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90년도에는 유명 디자인/건축 잡지인 "AR

CHITECTURE & WOHNEN” 기 사에 서 프랑크 푸 

르트가 독일 디자인경향의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디자인 수도라고 다루었다.

프랑크 푸르트시 주변은 오랜 디자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명디자인 제품으로 세계적인 명 

성을 얻고 있는 BRAUN사가 프랑크 푸르트에서 

창립되었으며 지금은 이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KRONBERG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의 공업 

디자인 지원기관인 German Design Council과 디 

자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수공예 박물관도 프랑크 

푸르트시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 푸르트시민들이 디 

자인 수도에서 산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도시에 가구 생산업체나 소비품 생산 

업체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크 푸르트시는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용역 서비스나 디자인상담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메니지먼트업체, 실내 장식 서비스회사들 

과 디자인 갤러리들이 독일내에서 최고밀도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도시로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8월（금년 8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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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월 27일)에 디자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독일 자동차시장의 동향 口

— IAA전시회 一

프랑크 푸르트에서 개최된 '91 년도 국제 자동 

차 전시회(IAA)는 자동차 시장이 새로운 개척기 

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환경보호, 절약성, 새로운 에너지의 응용과 자동 

차 폐기물처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된 과제이다.

최근의 독일 자동차시장은 통독으로 인해 20% 

정도 판매율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러나 여타 

EC지 역은 소득세 증가, 유가상승, 주차문제등으로 

구매력이 낮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해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주요 자동차 모델은 다 

음과 같다.

- 큰트렁크와 새로이 Front디자인된 Audi 80

- BMW사의 넓은 내부공간과 트렁크를 갖춘 

모델

— Benz사의 4인승 소형 Coupe

- VW사의 Golflll ： Oval형의 헤드라이트

- CITROEN(프랑스)사의 Golf Format ZX- 

뒤좌석 전후 조정

— Peugost 106소형자동차

- Fiat사의 500형 소형 立델

- 스페인 SEAT사의 소형 저가모델 등 

환경보호, 주차문제 해 결을 위 한 소형 차 개 발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특히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 

수이나 전문잡지인 TUV 리포트와 ADAC등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독일 통신원 제공〉

□ Samsonite가방 口

여행용 가방류 중 특히 Samsonite제품이 산업 

디자인의 영향으로 마케팅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후 몇년동안에 미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가방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1966년도 Samsonite사가 선보인 신세대의 슈 

트케이스는 종전의 기본 목재 프레임 (Wooden 

frame)을 완전히 대체하여 구조적인 가벼움과 

내구성을 갖추어 인젝션 몰드 플라스틱과 마그 

네시움 쉬트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1973년도에는 유럽시장에 특별한 디자인 제품 

을 내놓았으며 1976년도에는 장거리를 여행하는 

비지니스맨들을 위한 “Prestige”를 선보였다.

이 가방은 유럽지역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 

된것으로 인젝션 몰딩기술로 제조된 것이다.

70년대 말에는 Chrome—plated 하드웨어로 대 

체하여 가방 디자인의 다양성을 선보였다.

1980년대에는 CAD기술과 견고성 및 내구성을 

갖춘 “Oyster”라는 혁신적인 가방을 시장에 선 

보였는데 세계의 가방산업가운데 성공적인 제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시장을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미 

—5-



국과 일본시장에서도 크게 어필하였다. 일본에 

서는 이 “Oyster”가 이것의 혁신적인 기능으로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있다.

□ Toshiba LX410 휴대용 컬러TV □

컴팩트형의 휴대용 컬러TV로 스크린 사이즈는 

4inch이며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이 가능하다.

이 LX410 TV는 A/V 터미날로 사용되며 스크 

린은 비디오 테이프와 레이져디스크 관람도 가 

능하기 때문에 플레이백과 레코딩을 비디오 레 

코더로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 인습적인 것을 무시한 high-tech형 

으로 소프트하고 공학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

중에서 시간과 분량에 구애없이 어떠한 문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팩시밀리기기는 개인 사용형의 데스크 탑 기 

기로 변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선 휴대용 전화기 

와도 접목되 어 어느지 역 에 국한되 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전화기와의 사용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디 

지인 콘셉트가 필요했다. 소형, 가벼움, 단단함 

등의 특성이 필요했고 제품디자인에 있어서는 2. 

5〜3kg의 무게와 60mm의 두께로 혁신적인 디자 

인 콘셉트로서 실제기능과 함께 미적기능, 현대 

이미지, 스마트한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Mobil통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 팩시밀리 기기가 시장에서 크게 어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디자인 센터 설립계획（日本） 口

□ 무선전화기용 팩시밀리 口

팩시밀리 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사무기기들

1989년도가 일본 상무성 （MITI）에 의해 “Dsign 

Year”로 선정되면서 나고야시에서 개최되었던 

World Design Expo（ICSID '89총회）에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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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의 설립 계획(1991—1995)이 세워졌 

다.

口 개요

연구개발■ 연수 - 기업 육성시설

- 개방형 연구실

최신의 CAD시스템 완비, 산 • 학 • 관의 신제 

품 기획, 디자인 지원을 위한 개방형 연구실 

- 기업육성실

기업의 디자이너 및 기획자의 연구개발을 지 

원

— 연수실

일반소비자의 디자인 인지 향상을 위한 디자 

인교육, 경영자 양성

- 디자인학교

고수준의 특별디자인 교육 실시

박물관

- 상설전시장

국내외의 디자인 자료 수집, 산업디자인 샘 

플공간마련,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을 위한 

미래콘셉트 전시

- 다목적홀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디자인 관련행사 개 

최

정보수집-전파-교류

一 디자인 도서실

디자인관련 최신정보자료, 슬라이드등 영상 

자료 관람 시설

- 데이타 베이스실

국내외 디자인 명람, 공모전, 출판물의 데이

타화 작업

- 교류실

국내외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

마케팅

- 상점

- 국내외 공동개발 제품의 시장, 디자인 도서 

전문점, 디자인 재료 판매

건설후보지

- 장소 : Nagoya시 Nakaku

- 면적 : 8271m2

口 5개년 설립일정

- 1991년 : 법인설립, 기본설계

- 1992년 : 시행설계

- 1993년, 1994년 : 공사

- 1995년 : 준공

□ '90년대 유럽의 포장산업 口

'90년대에 유럽의 포장산업은 4가지의 주요 

토픽으로 나뉘어진다.

• 유럽 단일시장

• 유럽 시장에서의 국가간의 차이

• 환경보호운동

• 동유럽 국가들의 동향

- 유럽의 단일시장

포장산업에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며 유럽국가들사이에 증대되는 경쟁의 결과로 

산업화 재구조의 가속화와 함께 국제상품시장에 



서 다양한 제품생산의 이유로 소비자 선택의 폭 

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시장경제는 각국의 특수한 차이점에 

따른 수용이 요구된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17개 

국, 10개의 다른언어와 제품의 크기, 형태, 식품 

분야, 포장분야가 국가별로 매우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90년대에 유럽에서 포장폐기물에 관한 

환경문제가 포장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대의 포장전시회인 Inter

pack '90에서 포장폐기물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 

을 다루어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독일과 유럽에서 환경보 

호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요쿠르트 팩이 플라스틱에서 판지나 유리로 포 

장이 바뀌며 슈링크 필름의 대 체용으로 골판지가 

사용되고 고밀도 PS의 대체용으로는 목재 펄프가 

이용된다.

서유럽의 포장시장은 독일이 전체시장의 26% 

를 차지 하여 주도권을 잡으며 그다음이 이 탈리 아, 

영국, 프랑스순으로 1992년에는 '90년도와 비교 

하여 5% 증가한 8백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독일은 통합의 영 향으로 9%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포장재료측면으로는 플라스틱 이 최 고증가가 

계속될 것이며 목재 및 종이가 그들시장의 위치 

에서 안정추세이고 금속과 유리는 감소될 것이다.

유럽의 포장시장은 매우 복잡다양하여 중소규 

모의 회사들이 70%를 차지하고 30%가 규모가 

큰 대기업이 차지한다.

-독일의 포장재 재활용율一

서유럽의 포장시장一1992년一

1993： 유리................................................60%

틴플레이트..................................... 40%

알루미늄,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30%

합성재료.........................................20%

1993-1995

재활용율.........................................50%

1995 ： 유리, 틴플레이트, 알루미늄.............90%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합성재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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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용기 사용동향 口

一 오일, 와인 포장용 一

다양한 형태의 식음료 제품（생수, 과일쥬스, 

와인, 식초, 식용유）들이 PVC용기에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다음의 포장적성을 요구하고 

있다.

- 운반 및 보관중에 내용물이 보호되어져야 

한다. 02, C02와 같은 가스와 향기, 습기 에 충분한 

차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과의 접촉에서 현재 법규와 적절성을 

갖춘 비독성이어야 한다.

— 운반이 쉽도록 가벼워야 하고 포장제품에 

안전하고 저가격포장이어야 한다.

PVC는 우수한 가격경쟁과 물적특성을 제공하 

며 재활용이 가능하다. 위생적으로 PVC용기는 

최고의 안전한 재료중의 하나로 현재 유럽과 미 

국의 표준에 맞추고 있으며 최고의 안전한 재료 

들중의 하나이다.

- 와인 一

프랑스의 와인시장은 약 5십억리터에 달하며 

PVC가 테이블 와인 포장에 1.5〜0.5〜025리터 

크기로 널리 사용된다.

유리는 고가격의 와인 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오랜 보관수명은 물론 혁신적인 포장디자인으로 

서 마케팅에 크게 작용한다.

프랑스의 연간 테이블와인의 PVC포장은 2억5 

천만개이며 8000ton의 PVC재료가 사용되어 최대 

보관수명은 6개월로 전체 와인 포장시장의 10% 

를 차지하고 있다.

- 과일음료 一

특별한 포장특성의 요구를 갖는 비탄소제품들 

은 산소와 UV로부터 보호되고 무균화 포장이 

되어져야 한다.

특히 PVC는 UV에 특별한 차단력을 가지며 

보관수명은 산화의 문제로 제한된다.

PVC미완성품（preform） 에 PVDC필름을 이축연 

신으로 블로우 몰딩하여 물적특성과 보관수명을 

높인다.

- 식용유 一

프랑스에서는 1%4년도에 최초로 식용유 포장 

용 PVC가 출현하여 기술적, 경제적 장점을 이유 

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에 따라 대부분의 식용 

유제품이 PVC포장으로 채택되어져 현재는 이 

식용유 포장을 위한 대부분의 PVC용기들이 1리 

터 용량으로부터 2—3—5리터 용량까지로 증대 

되고 있다. 기타 플라스틱 재료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PVC는 프랑스의 식용유포장에서 연간 

10,000톤의 소비로 주요 플라스틱 재료로 자리잡 

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PVC가 이것의 본래특성으로 

seed oil의 50%, olive oil의 70%의 포장재료로 

사용되고 현재는 미국으로의 olive oil 수출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도 사용되고 있다. PVC의 

사용증대는 가벼움, 저가격운송비용（유리와 비 

교하여）이 가장 큰 이유로 봉함특성, 투명성, 

UV차단, 저가격 투자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 

한 용기형태의 디자인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Solvay, EVC, Enichem등 플라스틱 제조업 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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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노력으로 PVC/PET용기를 

수집하여 재가공한후 파이프, 건축구조물등의 

재료로 사용한다.

□ 유럽낙농식품의 叩포장 口

폴리프로필렌（PP）용기가 유럽에서 마가린, 버 

터 기타 낙농제품의 소매포장으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것은 타재료와의 가격 경쟁력, 가공의 용이 

성, 고도의 특성, 환경에 대한 적응성에 기인되어 

유럽과 호주의 포장관계자들은 이 PP용기를 마 

가린, 아이스크림, 요쿠르트등의 포장시장에서 

적극 채용하고 있다.

유럽의 마가린 포장 용기시장은 PVC뚜껑의 

ABS용기에서 전체 PP용기로 실제적인 대체가 

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한 낙농포장시장에서 포 

장업자들에게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마가린시장의 85〜90%가 이 

PP용기로 포장되고 있으며 250g, 500g, 1,000g, 2, 

000g의 포장용기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Shell 

Chemical사의 인젝션몰딩 PP copolymer가 영국 

시장에서 운반동안 냉동상태유지를 가능하게 하 

여 저온 보관수명을 증대시켰다.

호주의 아이스크림 용기의 거의 대부분은 폴 

리에틸렌 뚜껑과 pp copolymer재료를 사용한 얇 

은 용기로서 인젝션 몰드 제품이다.

이 시장에 pp가 사용되는것은 호주 Shell Che- 

mical지사와 Smith & Nephew plastics사의 합작 

개발 결과로 다른 폴리머들과 비교하여 이 pp의 

사용증대는 고도의 특성이 그 이유이다.

또한 Shell Chemical사는 HDPE에서 pp로의 

대체가 무게절감과 함께 25%의 포장가격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 pp재료가 요쿠르트 포장용기시 

장에서도 자리잡고 있다. 100ml〜200ml용기로 

인젝션몰드와 열성형되고 있는데 가격장점과 투 

명성의 이유로 어필되고 있다.

□ 알루미늄의 재활용 口

알루미늄은 부패되지 않는 비싼재료로써 이것 

의 재활용은 중대한 경제적 장점과 생산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는다.

（재활용시 알루미늄 원재료 가공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1/2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60년대 중반부터 알루미늄 재활용 

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어 왔는데 미국에서는 사 

용된 알루미늄 캔의 61%가 재활용되며 이것은 

포장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재활용율이 높은 

PET보다 35% 높다（'90년도에 미국에서 음료 

포장용캔이 약 90억개가 생산되었다）. 미국의 

Reynolds사는 1965년부터 수집된 캔에대한 비용 

산출의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캔재활 

용이 크게 늘어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는 이 알루미늄캔등의 포장재료의 환경 

영향에 커다란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국가로 알 

루미늄 재료의 용기와 호일등이 가정에서 부터 

수집되어 재활용 시스템으로 운반되어진다.

독일에서는 Alcan사가 최근 캔의 재활용을 위 

한 호일 및 용기를 세척하는 기계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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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Elopak사에 의해 최근에 개발된 

판지/호일 포장재료는 오슬로에서 마켓 시도가 

되어 낙농제품 생산사인 Felles meicriet에 1리터 

용 purepak카톤 1천만개를 제공하였다.

신선한 파스퇴르제품의 마이크로 웨이브 사용 

시장에서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여 21일간의 

보관시간을 늘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전체 알루미늄 호일 사용량중 

50,000톤(가격 1백만파운드)이 가정 쓰레기에서 

유출되어 매립되고 있는데 이 호일들은 캔과 기 

타 금속과의 합성물이기 때문에 캔 수집소를 통 

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Reynold Metal사는 최근 볼티모어, 샌 

프란시스코, 시애틀등 5개 주요도시에 캔 수집 

계획을 시도하여 소비자들의 알루미늄캔과 호일 

의 재활용인식을 높이고 있다.

□ 일본의 플라스틱 용기 소비 口

1989년도에 일본 포장재료의 전체 출하액은 2 

백6십억달러로 1988년도와 비교하여 4% 증가하 

였으며 수량으로는 20.76백만톤으로 1988년도에 

비해 역시 4% 증가하였다.

종이와 판지의 소비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포장 

시장분담이 증가되어 전체시장의 25%에 도달하 

고 있다. 1989년도에 종이와 카톤은 우유포장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21.9십억개의 카톤이 생산되 

었다.

음료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는 크기 면에 서 매우 

다양하며 경플라스틱 용기의 재료소비는 350,000 

톤이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평균 무게를 

가정하면 30g이고 연간생산은 11.9십억개였다.

□ 과일 및 채소 운반 포장용 상자(crates) □

이탈리아에서는 연간 260〜270백만개 의 cra- 

tes가 과일, 채소의 소비시장으로의 운반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몇년동안에 이 crates는 유럽통합시장에서 

사용확대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그 수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몇해전까지만해도 crates의 사용목적은 단순히 

제품의 운반을 위해 사용되어졌으나 보관기능도 

추가되어 다양한 재료의 선택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목재는 비용이 적게들고 가능한 한도내에서의 

제품보호로 실제사용이 가장 많았었으나 경 플 

라스틱, 발포PS등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 

다. 가벼움, 습기에 대한 저항, 팔렛트 이용의 용 

이, 박테리아 침입방지, 냉동 보관 창고에서 상 

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등의 특성이 기대되고 

있다.

□ PS사용증대 口

북미의 Polystyrene수지의 수요가 연간 3%의 

증가로 1995년에 2.77백만톤에 이를것으로 예상 

된다.

이 PS는 기본적 인 주요성형 플라스틱 재료로서 

고도의 특성 등으로 가전제품 제조 재료, 소비 

용품, 포장재료 등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 11 —



품질이 향상된 이수지는 ABS와의 시장공유를 

계속 높이며 PP와 같은 수지와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북미에서는 ps의 생산이 1995년까지 매년 2.9 

%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재료가격의 

상승으로 제품가격 또한 증가될 것이며 미국은 

북미의 PS생산과 수요의 93%를 차지할 것이다.

압출과 인젝션 몰딩은 다양한 제품생산에서 

주요 가공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다.

북미 PS 

수요 

（톤）

1990 1995 2000

연간 

증가율% 

'90/'95

포 장 1081 1243 1406 28

소 비 재 432 505 583 32

가정용품 327 372 421 2.6

건 축 230 270 308 33

기 타 266 313 363 33

총 계 2336 2703 3079 3.0

□ 이탈리아의 상반기 포장관련산업동향 口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고무 가공기계 제조업 

자협회 （Assocomaplast）에 의한 통계자료에 따르 

면 이탈리아의 이분야에 대한 수출이 전년도의 

1/4분기 통계와 금년과 비교하여 342에서 390십 

억리라 즉 14.1% 증가로 기록되었다.

유럽지역국가들로의 수출이 전체액중 267십억 

리라로 684%를 차지하였으며 북미가 54, 남미 

23.6, 아시아 425십억리라였다.

주요5개국가는 프랑스（47.5십억리라+32.3%）, 

소련（38.8십억리라+23.8%）, 독일（38.3십억리라 

+314%）, 미국（278십 억 리 라一82%）, 스페 인（26. 

7십억리라+15.8%）이었으며 크게 증가한 국가들 

은 불가리라（ + 173%, 21.8십억리라）, 인도（+438 

%, 16.6십억리라）이었다.

기계유형별로는 몰드가 최고의 비율로（84십억 

리라, 전체의 21.6%）+58・3% 증가되었고 국가별 

로는 독일（19십 억 리 라）, 프랑스（16십 억 리 라）, US 

（74십억리라）순으로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몰드 

의 최고 소비 국가등이다. 인젝션 몰딩기계류들은 

55십억리라에서 49십억리라로 감소되어 전체적 

으로 11.6% 감소되었다.

이 기계들의 주요시장은 영국（93십억리라）, 

프랑스（82십억리라）, 스페인（6.3십억리라），소련 

（3.4십억리라）, 미국（3.1십억리라）, 브라질（2.2십 

억리라） 이다.

공압출기계류는 전체 수출이 32십억리라로 소 

련（7십억리라）, 프랑스（5.1 십억리라）, 독일（3.4십 

억리라）, 중국（2.3십억리라）, 체코（1.6십억리라） 

이며 블로우몰딩 기계류는 1990년에 9.9십억리라 

에서 금년상반기동안에는 15.6십억리라로 증가 

하여 주요수출지역은 벨기에/룩셈부르크（3.5십억 

리라）, 프랑스（2.5십억리라）, 브라질（2.1십억리 

라）, 스페인（1.9십억리라）, 영국과 미국이（각 1.1 

십억리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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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기!

I. 해외통신원 수집자료

—미국지역, 윤여항 통신원一

1. Luigi Colan :

자동차 디자인 전시회

（사진 14매）

2. California Dreaming

（관련기사 3p）

3. 주방용 환풍기

-Raised Ventilation System

（팜플렛 2점）

• Art Center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Luigi Co- 

lani를 초청하여 디자인 전시회 개최, “이 세 

상에 직선은 없다”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 

으로 세련되고 개성있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 美 Time지（'91. 9. 23）에 실린 미래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원문기사

• 미국통신원이 LA지역의 주방기구 전문회사 

인 Daoor•사를 위해 디자인한 주방용 환풍기. 

특징은 사용시에는 올라와서 연기 및 가스를 

빨아들이고 비사용시에는 내려가서 Cooktop 

과 동일면을 이룸으로써 좁은곳에서 사용하 

기에 적합

—독일지역, 김미래 통신원一

1. IFA 전시회 소식

（관련기사 4p）

2. Panasonic 휴대용컬러TV

（관련기사 4p）

3. 신제품 정보

（관련기사 7p, 카다로그 4종 6점）

- NORDMENDE사의 SPECTRA TV

• 독일 베를린에서 '91. 8. 30-9.8까지 개최된

IFA（국제 TV 전시회）에 관한 자료

• IFA 전시회에 눈에 띈 내용

• 이 신제품 TV의 색상은 시대의 경향과 구매 

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색상（10종류）을 제공하고 있는것이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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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SONIC사의 SC-FX 

OPT-Digital-CD 스테레오

• 연결코드가 단순하고 쉬운 진열, 품위있는 

포장, 디지탈 방송시스템의 고감도 등으로 

미래의 스테레오 결합기술을 가능케 한다.

- Toshiba사의 LX410 컬레V • Compact형, High-tech형, Soft하고 인간공학 

적인 디자인

AV—Terminal을 사용하며 스크린은 비디오 

테이프와 레이져 디스크의 시청도 가능

II. 정기간행물

'91. 10

額 자료명 내 용

Commercial photo

玄光社

Japan

'91・ 10

• 10월 월간 최고의 AD—신문, 잡지, 포스타, 

CM

• '91 해외 광고상 (IBA) 카타로그

• 사진 기술 창조의 방법

American Craft

U.S.A

격월간

'91・ 8/9

• 미국 공예 협회(ACC) '91 수상 대전

• 공예가 Glen Kaufman의 동아시아 지역 전통 

예술 연구

• 지 난 5월 개 최 된 Minneapolis Expo 공예 대 전 

출품작

• 제1회 국제동경 공예 전람회一'92. 1월 개최 

소식

Motor Fan

三榮書房

Japan

• MF기술정보一자동차업계의 금후 기술 동향

• 유럽형 승용차 Audi 80, Porsche 918 소개

• 제10회 Tokyo Auto Salon ‘92년 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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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자료명 내 용

Communication Arts

USA

격월간

'91. 9/10

• 고객과 시각 디자이너의 관계

• Alanchan 디자인 용역회사소개一최신작품

USA 

월간 

'91・ 10

Nikkei Design 

日經 BP사

Japan 

'91. 9

• 동경방송(TBS) 미국사무소 개선

• 해외 주력상품의 성공예一스포츠용품, 필기 

구, 소형워드 프로세서, 화장품용기

• 해외디자인 기용 실예 100선

Graphis

The Graphis Press

• 디자인과 경영一David Goodman

• 일러스트레이터와 환경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9

• 미래 제품 디자인의 경향

• 섬유와 환경一'90년대 지구최고의 주제로 

선정 : 생태학, 폐기물 대책, 재활용

• 중국의 의류, 섬유, 품질 이미지 쇄신

• '92 봄/여름 파리, 밀라노 남성복 패션 동향

domus 

domus spa 

Italia 

월간 

'91・ 9

• 일본시장을 겨냥한 Isao Hosoe-Bio table 디 

자인 개선

• 역사, 미디어, 이미지 창조와 접목한 전시 

디자인

Asian Sources Electronics • 세계최소형 휴대용 CD플레이어 개발,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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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니 자료명 내 용

월간

'91. 8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10

사-무게 10g, 두께 14.8mm

• CD헤드폰一소형모델, 가격안정

- 일본 : 새로운 재료 채택, 가격안정

- 대만 : 고품질 시장에 디지탈 모델 소개, 

중국문양을 첨가한 디자인, 지난해와 비 

교하여 100% 가격 인상

- 홍콩 : 소형신모델 개발

• 대형스테레오 tv-말레이지아 :아시아 태 

평 양지역으로의 수출향상一홍콩 : R&D 투자 

확대, 인기증가에 따른 가격안정 추세

- 대만 : NTSC 모델 미국으로 수출

• 소형라디오一혁신적 디자인의 소형화, 다양 

한 컬러 채택 모델증가, 해외생산

- 홍콩 : 중국에서 생산, 컬러 및 디자인 혁 

신에 주력, 태양열 전지 이용 모델 개발

- 대만 : 이윤확대를 위한 고품질 제품 생산 

주력 OEM 수출

• 가정 안전장치제품一생산라인 확대 기대

- 대만 : 기본형 모델생산, 기능확대 주력

- 홍콩 : Passive sensor 기능인기, 가격안정

- 일본 : 가정용, 상업용 모델 생산, 수출증 

대기대

novum

Bruckmann Munchen

Germany

• Merk 용역회사一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 197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Mi- 

cha이 Manwaning사의 그래픽 디자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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她 자료명 내 용

Travel Ware

U.SA 

월간 

'91・ 9

• 1991년도 미국의 백화점에서 판매된 여행용 

품 통계조사

• 미국의 최신 가방류의 디자인 동향

월간

'91・ 10

JEI

Dempa Publication Inc

Japan

월간

'91・ 9

• 미래의 승용차 오디오 기술 : CD플레이어, 

스피커

• 휴대용 전화기를 통한 팩시밀리의 사용

: 소형 무게 절감

• 디지탈 기술향상으로 승용차 스테레오 음향 

개선

• 대만의 전자산업 최신동향

Design

Design Council

England 

월간 

'91. 8

• 영국의 프로젝트 사무용가구의 최신디자인 

동향

• 시각적 형태와 컴퓨터 응용기술을 접목시킨 

콘셉트 모델링 포장디자인

• 1991년도 최신 제품디자인 쇼케이스

Car Graphic

二玄社

Japan

• OPEL ASTRA—안전성, 환경대책, 가격설정

• Honda Civic—발상의 전환, 신차종의 필요조

건

Fashion Accessories

Asia Mag.Ltd

Hong Kong 

월간 '91. 10

•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섬유 및 여행용품 산 

업 조사

• 헤어 악세서리 : 대만一R&D 활발, 새로운 모 

델 품질향상

T7 一



내 용額 자료명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9

• 미국의 접음 상자 제조업체들의 옵셑인쇄 

시장조사

• 카톤의 플렉소, 그라비아 인쇄 향상 동향

• 공장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골판지 제조 

기계 적성 향상

• 유럽의 골판지 산업

Packaging Strategies 

Packaging strategies 

USA 

격주간 

'91. 9, No.17

• 미국 포장기계 판매의 세계화 전략

• 이탈리아 운동경기장에서 판매되는 소형 8

온스 PET 음료용기

Good Packaging Magazine

USA

월간

'91・ 9

• 휴대용 바코드 검사기 개발

• 운송중 습기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습기제 

거제의 상품화 전략

• 품질향상과 컴퓨터 자동화 생산을 주제로 

열린 IOPP 총회 소식

• Food & Dairy Expo ‘91 시카고 개최소식

Food & Drug Packaging

Edgell

U.S.A

월간

'91. 10

• 생수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PET용기의 

상품 경쟁

•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우려가 증대됨에 따른 

종이 포장재료의 사용증대

Packaging News

Maclean Hunter Pub.

USA

• 컴퓨터에 의한 색조절 film/foil/board

• 전자점을 사용한 100% 실리콘 코팅기술

• 영국 Hp Foods사의 케첩 포장용 headstand

—18—



龍 자료명 내 용

월간

'91. 8

플라스틱용기

Volume III. Issue 3

Packinfb

Institute of Packaging Professional

USA

월간

• 위험물 포장용재료의 사용규칙

• 미국 '95년도까지 음료 용기 수요 매년 15

%씩 증가

월간

'91・ 9

Packaging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9

• 발포 PS의 왼충재료로의 사용증가

• 투명, 오랜보관수명, 고차단성 의 브로우 몰딩 

PET수지 재료의 포장용기 사용 개선

• 92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Packintec ‘92개최 

소식

Modem Plastic International

McGraw Hill Pub.

Italia

• 유럽의 포장용 PET 수지 수요 증대

一 482,000ton

월간

'91. 9

Australian Packaging

Bell Publication

Australia

• 스위스 Tetrapak사의 설립 40주년 기념 소식

• 유연 포장의 미래동향

• 압착 감성 라벨 기술 개발 과정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

• 포장기술 개발을 통한 1990년대 수요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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窮 자료명

USA 

월간 

'91. 7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9

Carton Box 

（株）日報

Japan 

월간 

'91・ 9

내 용

• 특집:그라비어 인쇄기술과 포장

• 종이재료 생산을 위한 컴퓨터 응용 모니터링 

기법

• hot melt접착제의 환경적 영향

• 재활용 종이의 화학적 특성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9

• 자판기용 포장 상품 판매 확대

• '91 IGAS（국제 그래픽 아트 종합기재전） 개 

최소식

• 종이 가공기계의 전후처리一시대의 요청

• 제29회 일본 포장기술 연구대회 H월 개최

• 골판지 생산의 시간 단축추진설명

• 쉬트 성형용기의 동향一EVOH, PP

• 용도에 따른 연포장재의 동향一내용물 보호 

와 포장재료, 리토르트 식품의 포장재료, 다 

층공압출 기술

• 종이 복합 포장재료의 동향一환경문제, 액체 

포장용기, 종이관

• 다층 필름 제조방법의 기술비교

• 접착성 수지의 최신동향一저】2세대의 포장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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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IX)

0 Rankin Design Group-호주, 1977년 설립一

• 주소 : Rear of 323 High st. kew. P.O. Box, 

36kew, Victoria 3101, Australia ・（613）862 

-2299

• 대표자 : Wayne Rankin

• 종업원수: 12 명

• 취급분야 : 그래 픽, 포장디자인, CI작업

• 시설 및 장비 :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관작 

업

• 주요고객 명 : Mercedes Benz, Telecom, 

Musashi Brita

• Portfolio

O Design & Industry—호주, 1985년 설립 一

• 주소 : studio 10—37 Nichelson st. East Ba

lmain, Australis ・（02）555-1166

• 대표자 : Murray D.Hunter

• 종업원수： 7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 종합

• 시설 및 장비 : CAD, 프로토타잎, 모델메 

이 킹

• 주요고객 명 : Nestle, Toyota, Olivetti Inter

national, Quantas

O Gold아loll Design Group-미국, 1951년 설립 一

• 주소 : 420 Frontage Rd, Northfield, IL 60 

093, USA ・（708）446-8300

• 대표자 : Morton Goldsholl

• 종업원수 ： 24명

• 취급분야 : 포장 및 그래픽디자인 제품디 

자인

• 시설 및 장비 ： 5,000ft2（그래픽실, 모델제 

작실, 사진실）

• 주요고 객 명 : Amco Plastics, Coca Cola, Gil

lette Kellogg's, Motorola

• Portfolio

O Pentagram Design-미국, 1972년 설립 一

• 주소 : 212 fifth Avenue, New York, USA

・（212）683- 7000

• 대표자 : Sarah Miller

• 종업원수: 1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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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분야 : 국제적인 종합디자인 서비스

• 시설 및 장비 : 스위스에 본부를두고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운영

• 주요고객 명 : British petroleum, City Bank, 

Kodak, General Mills, Polaroid, Shiseido, 

AT & T, Quantas, Apple Computer, Phi

lips

• Portfolio

o Pro-Pak Testing Laboratory-미 국, 1982년 

설립 —

• 주소 : 15N Florida Ave, Belleville IL 62221. 

U.SA ・(618) 277 ― 1160

• 대 표자 : Manuel A Rosa

• 종업원수 : 5명

• 취급분야 : 컨테이너 및 포장자재시험

• 시 설 및 장비 : 7,500ft2

• 주요고객 명 : Mobil, Store Container, 

Anheuser ― Busch, Delta, Gaylord Contai

ner

o Robert P. Gersin Associates Inc — 미 국, 1959년 

설립一

• 주소 : HE 22nd st. New York, NY 100101, 

U.SA • (212) 777 一 9500

• 대 표자 : Ingrid G. Caruso

• 종업원수 : 15명

• 취급분야 : 인데리어, 전시, 제품, 그래픽, 

포장디자인 등 종합디자인

• 주요고객 명 : AT & T, Bloomingdale, Sears 

& Roebuck, NASA, Xerox

• Portfolio

o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일본, 1962년 

설립-

• 주소 : 3-1-26 Rocpongi Minato-ku To

kyo 106 Japan • (03) 585-8161

• 대 표자 : Joseph J. Nukazawa

• 종업원수 : 20명

• 취급분야 :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 주요고객 명 : National, Victor, Miyata Indu

stry, Texas Instrument



o T. F5^DA Environmental Design-일본, 19

69년 설립一

• 주소 : 3-3-11, Semba-higashi, Mino, 

Osaka 562, Japan ・(0727) 28- 8090

• 대 표자 : Takeshi Fukuda

• 종업원수:50명

• 취급분야:산업디자인 종합

• 시설 및 장비 : 모델제작실, 라이프스타일 

조사센터

• 주요고객명 : Panasonic, Daihatsu, NTI, 

Duskin, Kasco Golf goods

o Adox-일본, 1977년 설립一

• 주소 : 1 — 13-16 Shiba, minato-ku, Tokyo 

105 Japan • (03) 798 - 4181

• 대 표자 : Yasustugu Tani

• 종업원수 : 22명

• 취급분야 : 인테리어, AD디자인, 건축

• 주요고객명 : (株)東芝, 日本INK(株)，丸 

石自轉車(株)

o HIRANO & ASSOCIATES Inc.-일본, 1960년 

설립一

• 주소 : 8-12-7, Fukazawa, Setagayaku, 

Tokyo 158, Japan • (03) 704- 3111

• 대 표자 : Takuo Hirano

• 종업원수 : 55명

• 취급분야 : 종합디자인 용역업체로서 상품

• 주요고객명 : Casio computer, Hitachi, Ri

coh, Seiko

— '92 주요 국제 행사 일정 

田자인 I

■ 국제산업디자인 단체 협의회（ICSID） 

Congress :

- 유고 루불리아나

- '92. 5. 17-5. 21

- 부대행사 : 회원국 전시회 개최

ICSID 아시아 회원국 Congress :

- 호주

— 일정미정

― 부대행사 : 회원국 전시회 개최

匡
■ 세 계 포장기구（WPO） Congress

一 스리랑카 콜롬보

-'92. 2. 27 - 29

- 부대행사 : World Pak '92（국제포장기자 

재전） World Star（세계우수포장제품）심사

■ 아시아 포장년맹（APF） Congress

- 호주 멜버른

- '92. 5. 25-5. 30

- 부대행사 : Pakprint '92（국제 포장/인쇄 

기 자재 전） Asiastar（아시아우수포장제품） 

심사

* ' 92년 국제 회의 및 World star, Asia star 참가 

문의 : 종로구 연건동 128—8 산업디자인 포 

장개발원 정보조사부 국제담당

Tel : 744-0226/7 Fax : 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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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주최 교육안내

口 식품포장교육 曰 □ 인테리어 전문교육 口

1. 일시 : 1991. 11. 11（월）〜11. 15（금） 

（14 : （）（）-18 : 00）

2. 인원 : 30명

3. 수강료 : 130,000원

4. 교육일정

1. 일시 : 1991.11. 4（월） —11. 8（금） 

（14 : 00 - 18： 00）

2. 인원 : 30명

3. 수강료 : 130,000원

4. 교육일정

일 과 목 내 용

'91.11.11 
（월）

식품포장개론 식품포장 및 포장재의 역사 

식품포장의 의의 및 목적 

현황과 전망등

식품포장재료 식품포장재료의 종류, 특성 

식품포장재료의 개발 동향 

및 전망등

11.12
（화）

식품의 가공과 

저장법 및 변패 

요인

식품의 가공, 미생물에 의한 

변패, 가열살균, 가스충전 및 

방사선 조사등에 의한 식품 

저장

무균 포장 무균포장의 원리 무균포장재 

의 구성 및 재질 무균포장 

재의 장점

11.13
（수）

레토르트 

식품 포장

레토르트식품의 종류, 살균 

용 포장재료, 파우치 용기 

및 레토르트용 포장재료의 

위생문제

육가공포장 육류의 특성

가공육의 포장종류 및

방법

11.14
（목）

주류 및 음료 

포장기법

유리병과 PET병 제조기술 

및 용도

보관수명측정I 건조식품 보관수명 측정

보관수명측정II 산화에 따른 보관수명 측정

11.15
（금）

포장기계시스템 

및 특수포장기법

진공포장, 가스충전포장 

탈산소제봉입 포장기법 

및 기타 식품 포장기법

식품포장의 

유통 및 위생

식품포장의 유통환경, 

위생법규 등

월 일 과목 명

1991.11.4

（월）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Interior Design

Project Management

Interior Design

Marketing Management

11.5

（화）

Office Interior

Interior의 색 채 계 획

11.6

（수）

Fashion Shop Interior

Interior오｝ display

11.7

（목）

백 화점 의 Interior

Interior와 조명

11.8

（금）

전시 장의 Interior 

Interior Design 

Process상의 방법 론

수 료 식

* 문의처 및 접수처 :

산업 디 자인포장개 발원 교육연수부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9 742-2562/3, FAX : 745 —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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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디자인

• A/E/C Systems Europe

1） '91. 11. 24-11. 30（매년） 2）건설시스템 

3）매년개최 장소가 변경되며 무역업자 상담 

위주로 전시함.

• A/E/C Systems

1） '92. 6. 8-6. 11（매년） 2） 미국（달라스） 3） 

컴퓨터 그래픽, 통신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그래픽

종합품목

• MIF/Malaysia Int'l Fair

1） '91. 11. 5-11. 10（매년） 2）말레이지아 

（Putra World Trade Center） 3）자본재, 소비 

용품, 고무목제품 등 종합품목 4）건축자재, 

화학제품, 산업설비재 등 종합품목 전시, 말 

레이지아 최대의 종합 무역 박람회

• Brazil hit'l Trade Fair

1） '91. 11. 11-11. 17（최초개최） 2）브라질 

（상파울로） 3）종합품목 4）브라질 수입자유 

화 조치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임

• Leipzig Spring Fair

1） '91. 3. 17-3. 23（매년） 2）독일（라이프지 

히） 3）기계, 설비, 원쟈재, 소비등 종합품목 

4）통독을 계기로 자본재,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예상되는 전통독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참가유망 박람회임

가구 ・ 실내상식 ・ 악세서리

• Int'l Funiture Fair Tokyo

1） '91・ 11（격년） 2）일본（Tokyo Infl Trade 

Fairgrounds） 3）가정 및 사무실용가구, 공공 

기관용기구, 가구제품 및 부속품 실내장식품 

조명, 가정용 직물류, 양탄자, 벽지 등

• Home Style/Hong Kong Housewares, Lighting 

& Furniture

1） '91.11（매 년） 2）홍콩（Convention Center） 

3）가구, 조명, 가정용품, 전기제품, 장식품 4） 

동남아 최대의 가구 산업전으로 무역업자 위 

주로 마지막 2일간은 일반인 참관 가능

• FIMMA/Int'l Woodworking Machinery Fair 

1） '91・ 11. 6-11. 10（격년） 2）스페인（발렌 

시아, Palacio Ferial） 3）목재, 합판, 하드보드, 

가구 설비 4）무역업자 위주의 목재산업 전문 

박람회

• SIMB/Int，1 Furniture Fair Brussels

1） '91・ 11. 10-11. 14（매년） 2）벨지움（Parc- 

des Expositions） 3）가구류전반 4）무역업자 

에게 공개되는 벨기에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 

전으로 무역업자 상담위주로 전시됨.

• Infl Minerals & Fossils Exchange

1） '91. 11. 9-11. 10（매년） 2）독일베를린, 

Messegelande） 3）귀금속류, 원광석 4）각종 

귀석의 판매교환,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짐, 매 

년 만명이상의 박물관, 대학, 수집가가 참가 

함.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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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자

• WESCON/Electronic Exhibition

1） '91. 11. 19-21（격년） 2）미국（샌프란시 

스코, Moscone Center） 3）산업용고기능 콤 

포넌트, 콘트롤 시스템 4）캘리포니아주에서 

아나하임과 교대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미서 

부지역 최대의 전자전

• SCAN TECH/Automatic ID. Trade Show

1） *91. 11（매년） 2）미국（산호서）, Convention 

Center） 3）자동아이디장비 및 시스템 4）일 

반인 관람 가능

식품 ・ 가공

• Foodpro/Int* 1 Food Processing Exhibition 

1） *91.12（매3년） 2）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 

그, National Exhibition Center） 3）식품가공 

기계류 4）남아프리카지역 최대의 식품관련 

산업

• Food Tech China

1） '91・ 11. 1871. 23（격1d） 2）중국（북경） 

3）축산가공기계류, 육류가공기계류, 식품음 

료가공기계 4）중국 식품산업시장진출에 유 

망한 박람회로 일반인에게도 관람이 허용됨

• Taipei Infl Food Industry Show

1） '92 3（격년） 2）대만（타이페이） 3）농산물, 

식료품, 식품가공기계 및 식품포장기기 4） 

외국 바이어를 위한 식품 및 식품가공산업 

전문전시회로서 소도매상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시만 가능

• BRAU NURNBURG/European

1） '91. 11. 14-11. 16（매년） 2）독일（뉴렌버 

그） 3）원료, 맥주 및 무알콜음료설비 및 기기, 

포장 저장수송기기

고무 ・ 플라스틱

• Plastics and Rubber Indonesia

1） '91.11.12-16（격년） 2）인도네시아（Fair- 

grounds） 3）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처리기계, 

포장원자재 4）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 

일한 프라스틱 고무산업 전문으로 기계류 전 

문 박람회

• Nagoya plastics Industrial Fair

1） '91.11（ 격년） 2）일본（나고야, Trade & In

dustry Center） 3）플라스틱 제품 및 관련기 

계류 전반 4）일본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 전 

문전

포 장

• WPPE/World Print Pack Expo

1） '91.12.16-12.18（매년） 2）홍콩 3）프린트 

및 그래픽아트기계설비, 포장기자재, 인쇄 및 

포장서비스 4）자국인쇄 및 포장산업 활성화 

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최되며 아시아 각국에 

서 참가

주） 1） 기간（주기） 2）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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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비디오테이프-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30

토요일 09 : 30〜
12：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정보조사부 자료관리과 © 762- 9137



G8D DESIGN
「n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vjU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w 의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1991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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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제 Media 전시회 

Pentop 컴퓨터 디자인 

일본의 휴대용 전자기기 

일본의 디자인 교육 

유럽의 포장시장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인포장 용역회사 소개

'92년도 개발원 교육안내

福
告입 CJXf인모苗加빌원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FMKAGNG



—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白%。星차셩立 盲皂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수탁자료조사서비스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정보조사부 조사과图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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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

□ '91 국제 ME이A 전시회

'91 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베를린 

에서 개최된 메디아전시회에는 세계 400여개 업 

체들이 참가하여 메디아 전자제품 분야의 새로운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컬러 TV 분야에서는 HDTV와 4 ： 3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16： 9 스크린의 개발품이 제일 

눈에 띠었다.

이 최초의 16： 9 스크린 컬러 TV의 대각선 

길이는 92cm로 지상의 전파 뿐만아니라 위성중 

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TV들도 개선되어 위 

성중계 리씨버와 Digital-Filter 응용, 두께가 얇은 

브라운관의 배치등 다양한 기능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D「Mac—Digital음은 소비자들이 새 

롭고 이상적인 청취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휴대용 TV분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제품 뿐 

만아니라 혁신적 기술의 제품도 선보였다.

TV를 자동으로 끄는 기능과 기본형 TV에서 

응용된 장치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영상화질과 리모콘이 포함되어 있는 소형 

LCD 컬러 TV가 소개되었다. 비디오 레코더 제품 

분야에서는 디지탈一음성 녹음장치가 들어있는 

Super—VHS-비디오 레코더가 이 분야의 하일 

라이트였다. 여러 크기의 비디오 카셋트를 사용할 

수 있는 Multinorm기기와 다수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Video text도 소개되었으며 또한 움 

직이는 영상을 사진처럼 단계 하나하나 분해할 

수 있고 멈줄 수 있는 기능과 zoom 기능도 첨가된 

레코더가 특히 인기를 모았다.

초미니사이즈의 캠코더들은 계속 소형화되어 

가며 기술적으로도 완벽해지고 있다. 이번 전시 

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제품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첨단 기술에 의해 소형화 되어가는 전자 

부품의 장점으로 촬영시 소형 캠코더의 혼들리는 

단점을 없애주고 있다.

Autofocus, 자동조리 개 조절등 자동기능 장치 가 

종래의 것에 보충되어 완벽한 비디오 촬영을 가 

능하게 한다.

“Human—Eye—Logic” 이라는 인간의 눈과 같 

이 작동하는 조리개와 선명성 조절기능 또한 신 

개발품중의 하나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 목표물이 빨리 동작해도 선 

명하게 촬영되도록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다.

HiFi 시스템들도 다른 오디오 분야의 제품들과 

같이 소형화되어 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Mini사이즈의 시스템 뿐만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의 중형크기의 시스템들도 흥미를 끌었다.

자동차 라디오제품들 중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도난방지장치 장착형과 디자인이 매력있는 RDS 

-RECEIVER, CD와 DAT 플레 이 어의 컴비네 이션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 Pen Comp니ter-새로운 디자인과 컨셉트

이국 Las Vegas에서 개최된 컴퓨터 전시회인 

COMDEX와 독일 Munich에서 개 최된 System전시 

회에는 국제적인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금년에 전시된 모델들 중에서 제일 많은 관심 

을 모은 신개발품은 미국 서부 Mountain View 

—2 —



지역의 컴퓨터 생산업체 MOMENTA사의 “Pen- 

top-컴퓨터”라고 불리우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2년이상의 연구개발후에 펜을 사용 

하는 컴퓨터를 소개한 것으로 이 기기는 디자인 

과 컨셉트면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Notebook（예 

를들면, Tandy/Grid, NCR모델）과 구별된다.

이 새로운 모델은 약간 열려진 儿 크기의 파 

일형을 갖추고 있으며 스크린은 접촉에 민감한 

Interactive（상호작용） 시스템이 다.

이 Pentop모델의 장점은 펜사용시 필적이나 

자유스럽게 스크린위에 그리는 그림들을 입력시 

킬 수 있으며, 대량의 Text입력은 키 보드 사용 

으로 대체할 수 있다.

INTEL 80386sx（20MHz） 장치를 갖춘 이 모델 

의 무게는 3kg이다. 1992년도 2월부터는 Ove- 

rhead기능과 Backside 조명을 갖춘 스크린을 시 

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Desktop 

컴퓨터와 새로운 Pen기능의 사용이유로 “Pen・ 

top” 컴퓨터라는 이름을 지었다.

□ 독일 Koln, FH大學에 신설된 디자인학과

Koln Fachhuchschule（전문대학）은 ‘91년도 10 

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학과를 신설하였다. 이과의 학장은 전 Rats 

fiir Formgebung-디 자인 진홍단체 一 의 대표였던 

Michael Erhoff씨가 맡게 되었다.

Erhoff씨 에 의 하면 Koln Fachhochschule는 매 년 

55명의 학생들을 등록받아 새로운 시스템의 디 

자인 교육을 하여 8학기 후에 학위를 수여한다.

Koln FH의 독특한 교육시스템은 지금까지 보 

편적 이었던 산업 디자인학과와 그래픽디자인학과 

의 구별을 없애고 학생들이 수업기간동안에도 

원하면 전문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 

이다.

현재의 예정으로는 AV-Media, 환경디자인, 

디자인경영, 회사이미지 통합과 기업 문화 창출, 

디자인 이론 디자인 역사등 11개 교과목이 설 

정되어 있다.

Koln FH는 중간고사전까지 산업디자인분야의 

과목들을 다양하게 다루며 지금까지 보편적이었 

던 교육구조와는 달리 각 프로젝트들에 따라서 

소요시간과 내용을 전한다. 특이한 점은 이과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영어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기차역의 정보제공기기（KIM）

_ 五라人 --- —

프랑스의 Leblanc—Mes시에 위치한 Mors사는 

프랑스 전철공사 SNCF（Societe National des Che- 

min de Fer）과 공동으로 Multi-media 정보제공 

기기를 기발하였다.

KIM（Kisque di'n formation Multimedia） 이 라고 

불리우는 이 자동기기는 승객들이 원하는 출발 

시간이나 도착시간, 철도연결시간등 승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래픽이나 서면으로 제 

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정보（출발, 

도착시간표）들이 승객들 개개인의 의문을 풀어 

주기에는 충분치않아 항상 다양한 정보제공원이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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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정보제공기는 24시간동안 작동하며 전철 

/철도 연결시간표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며 역주 

변에 있는 교통시스템들（지하철, 버스, 택시）과 

표판매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적으로 교통문제에 관련된 점 뿐만아니라 

역내 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정보들（공중전화기, 

약국, 외환교환소의 위치등）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口頭로 4개 외국어로의 대답이 

가능하며 스크린에 나타나거나 프린터 될 수 있 

다.

그래픽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스크린에 Out

put 될 수 있다. KIM은 지금까지 개발된 시스템 

들과 비교하여 다음의 두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인간 공학적인 구조一신체 장애자들도 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사용의 편리성一승객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구조된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KIM이 갖추고 있는 스크린은 가벼운 접촉으로 

작동되는데 쉽게 다룰 수 있는 메뉴는 60초안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세가지 Hightech시스템은 첫째, 서비스제 

공/스크린 시스템 : 둥근형의 스크린, 프린터, 전 

력 30W의 스피커와 터너를 장착한 구두설명기 

능을 포함한다. 둘째, 에너지 및 기계의 운전온도 

자동조절 시스템, 셋째, 원하는 정보의 프린트, 

그래픽정보의 운영 업무가 내부의 작업 경과를 

지휘하는 Micro-Computer 시스템이다.

이 KIM기기는 승객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 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내에 장착된 경보 

기는 고의적인 훼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전철 

및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 기기는 앞으로 공항이나 항구에도 배 

치될 예정이다.

□ 이태리의 공중전화기 Booth

이태리 전화공사（SIP）가 관리하는 공중전화기 

는 여러가지 디자인 형태의 Booth에서 사용된다.

이 공중전화기 Booth는 한개나 여러개가 같이 

있는 컴비네이션 형태가 있으며 전화기는 동전 

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특이한점은 먼곳에서도 전화기 Booth를 알아볼 

수 있도록 Booth 윗부분에 커다란 수화기 표시가 

있다.

독일의 전화기 Booth와 다른점은 외형디자인 

외에 Booth의 앞에 문이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독일통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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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휴대용 전자기기

일본에서는 비지니스맨들이 여행중 불편없이 

통신기기 및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종류의 소형 휴대용기 기등이 상품화되고 있다.

-Notebook Computer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소형 컴퓨터는 무게 L8 

kg에서 2.7kg으로 가로 12inch, 세로 8inch, 두게 

2inch(300 X 200 X 50mm)^ 크기로 “notebook”이 

라 불리우며 인기를 얻고 있다.

Epson, Mitsubishi, NEC, Sharp, Toshiba등 다 

수의 제조업체들이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 “notebook”은 

32bit이며 1백만 bytes(MB), Random Access Me- 

mory(RAM)로써 10,000~20,000페이지의 기억이 

가능하다.

- NEC사의 Handy 98-세계최소, 최경량 

notebook computer—

— Pocket Computer

수치 계 산기능, 메모 등이 가능한 이 Pocket Co- 

mputer는 스크린에 직접 쓸 수 있는 전자펜도 

사용한다.

선 및 형태의 모양, 문자등의 필기시 fuzzy logic 

(인지이론)을 이용하였으며 ABC, 123, AEG등의 

기본문자와 일본어, 3,553개의 한자 사용이 가능 

하다.

- Little Fax, Copier

복사기 및 팩스기기 또한 소형화 되고 있다.

휴대용 복사기기가 시판되고 있는데 다음 몇 

달동안 판매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 복사기 제조업체인 Canon의 베터리 장 

착형 모델은 18kg이며 Sharp사의 복사기는 10 

kg 이다.

Sharp사의 2.8kg, 소형 팩스기기 또한 인기를 

모을 것이다.

□ 일본의 디자인 교육

바우하우스와 미국의 디자인 교육은 2차세계 

대전이후 일본의 전통예술과 공예교육에도 영향 

을 주어왔다.

일본에서는 대학과 전문기술학교를 중심으로 

산업디자인교육을 지원하고 잇다. 심미성과 함께 

디자이너 개인의 개발이 디자인 교육으로서 증 

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디자인 교육 40년 역사는 

산업증대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다.

디자인교육은 창조적인 상품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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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휴대용 전자제품 一

NOTEBOOK COMPUTERS(MS-DOS Operating System)

제조업체 모델명
무게 

(kg)

가격 

(US$)
Epson *PC-386 2.9 1,985
Hitachi *B16NX 3 3,170
IBM** *PS/55 note 2.5 1,718
Mitsubishi *MAXY286 2 2,948
Mitsubishi *MAXY386 3.3 3,244
NEC *PC-98HA 1.1 1,467
Panasonic *CVM550NFD 2.9 2,059
Panasonic *CVM550NHD 3.1 3,244
Sharp *MZ-8376A 2 2,948
Toshiba *3100SX001 2.5 1,985
Toshiba *3100SX002 2.7 2，207
Toshiba *3100SX021 2.8 2,726

POCKET COMPUTERS(Built-in Functions)

제조업체 모델명 기 억 용량
무게 

(kg)

가격 

(US$)
Sanyo *EN-1 32KB .26 169
Sharp *DV-Z 64KB .33 356
Sony *PTC-550 320KB 1.32 1,244

COMPACT DISC(CD-ROM)

제조업체 모델명 크 기
무게 

(kg)

가격 

(US$)
Sony …DD-l 4.O〃WX70'DX2.3〃H .73 430

PORTABLE FAX

제조업체 모델명 크 기
무게 

(kg)

가격 

(US$)
Fuji Xerox *FA-10 11.7ZWX4.6"DX1.4"H 1 295
Ricoh + PF-1 10.9〃WX7・l〃DX2・2〃H 2.2 1,695
Sharp *UX-1 12.6〃WX10.6〃DX1.5〃H 2.9 578

PORTABLE CO 기 ERS

제조업체 모델명 크 기
무게 

(kg)

가격 

(US$)
Canon *PC-9 16.2〃WX16・7〃DX5.8〃H 17.2 1,689
Fuji Xerox *TS-62 12.O〃WX5.1〃DX7.9〃H 4.5 887
Sharp *Z-30 16.4〃WX17.2〃DX4.9〃H 10.8 739

一6 —



성장과정에서 대학과 산업사회에서는 디자인 교 

육의 목적을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 

력자원 개발)에 두고 있다.

산업 의 국제화를 위 한 다양한 가능성 과 기술적 

진보를 통한 고가치 창조는 다음의 시대적 배경 

에 따르고 있다.

1. 도입기

- 기본지식의 습득, 감성훈련, 기업문화

2. 중견지도자의 능력개발

- 기본 창조성, 제안성 전개의 강화

3. 관리자 교육

- 관리자 실무책임의 자각과 사회적 교류 확 

대

4. 경영 간부 교육

- 제네랄리스트의 판단력과 통찰력, 인간성 

조화를 도모

。경력 개발 프로그램

(Career Development Program~CDP)

a) 기업도입교육

— 집중교육, 생산실습, 판매실습, 정보활용교 

육

b) 국제적인 인재교육

- 언어교육, 해외연수, 해외사업파견, 세계화 

강좌등

c) 전문능력개발

- 개인별 연구제도, 기획개발, 제안디자인 전 

시회개최, 창작성과 지적 소유권 강화등 

d) 다분야 교류기회

- 각종 강좌 및 세미나 참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이러한 교육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종업원 

들에게 그들의 능력개발과 잠재성을 확대해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교육수준의 4단계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 

다.

1. 감동교육(적성개발)

- 목표확립, 감성의 고양, 지성확대, 체험실습

2. 콘셉트 교육(개념개발)

- 목표에의 도전, 개념의 개발, 조사연구, 제 

안연구, 아이디 어 창출과 전개, 사회 에 대한 

책임수행, 표현기술의 함양

3. 지식개발교육

一 목표를 규정, 지식의 총합화, 새로운 지식의 

세분화, 고유미의 표현, 메카니즘에 대한 

콘셉트 실현의 해석역량

4. 고유관념교육

- 목표연구의 완성, 자기표현의 확립, 기술연 

마, 디자인 개발력, 체계적 연구수행능력

□ 디자인 보호 시스템

디자인은 산업의 경제성 요구와 순수 창조성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디자인의 요소는 기능성, 미적특성, 독창성, 경 

제적 합리성, 환경에 대한 미적특성의 창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자이닝은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개인적 

요소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산업혁명이래 디자인은 새로운 제품과 대량의 

생산기법개발과 함께 발전되어왔다.

현대 디자인의 역사는 100년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창조분야의 과정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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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조의 열매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스템의 근본 

계획과 완성 및 실행은 국가별로 다르며 관습, 

문화, 역사, 산업 개발의 다양성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오늘날의 빠른 국제 경제화에 따라 정보 및 

특성의 보호 필요성이 널리 이해되고 있는 시점 

에서 국가별, 국제적 디자인 보호 시스템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과 기타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디자인 보호 

시스템의 연구를 통해서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수행과 작품을 보호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발에 따른 주요 네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법률 시스템, 디자인 보호에 따른 

권리를 수용하여야 하며 단기간의 제품라이프 

싸이클 변화에 따른 디자인 개발 속도 가속화현 

상

둘째, 디자인의 질적변화에 따른 명확한 책임 

한계

셋째, 넓은 디자인 분야의 보호영역

넷째, 각국 시스템과의 데이터화와 국제적 보 

호시스템으로의 향상

□ 독일디자인센터 소개

—Haus Industrie form

독일의 Haus Industrie form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은 우수디자인 제품의 개발과 보급 • 진흥으 

로 1954년도에 서독에서 창립되어 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어왔다.

이 Haus Industrie form은 1990년도에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으로 개명되었다.

이 기관은 50년대와60년대의 전쟁기간 동안에 

폐허가된 산업문화의 건립에 전념을 하였으며, 

70년대에 전성기에는 생활의 새로운 질을 형태화 

시켰고, 80년대에는 생활의 모든 분야를 진보적 

으로 발전시키는 사회변화의 기본적 과정을 예 

고하였다.

이 과정은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첨단 전자기술과 신정 

보, 통신기술등을 촉진시켰고 소비자들의 선호 

제품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 

켰다.

예를들어 서독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BDG）와 

공동으로 1991년도에는 독일 그래픽 디자인 공 

모전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1955년도이래 매년 개최되는 "Design 

Innovation” 공모전은 독일과 해외 회사들의 참 

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성취해오고 있다.

국제적 제품의 품질표준, 광고디자인 등 디자 

인의 국제 비교를 달성하고 있다.

□ '92년도 10회 브라운 디자인 공모전

독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브라운사는 젊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들의 자사제품 

에 대한 긍정적인식,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브라운 디자인 공모전을 2-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67년도에 최초로 개최된 이공모전에는 15개국 

122명이 응모하였으며 최근에 개최된 '89년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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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는 31개국 375명이 참가한바 있다.

이 브라운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되면 산업디 

자이너로서 국제적인 경력을 쌓는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전문디자이너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어왔 

다.

- 참가자격 : 학생 및 35세 이하, 경력2년 이내의 

디자이너

一 상: - 전체 수여액一DM 35,000

• 수상작품은 유럽지역 주요시에 순회 

전시

- 마감 : 사진, 소개서, 응시원서가 '92년 7.15까 

지 도착해야 함

• 문의 : Braun AG

Information Sabteilug Post fach 1120 

6242 Kronberg Germany

— 심사기준:

1） 객관적 내용一혁신적 품질, 디자인의 난 

이도, 생태학적인 측면

2）시스템이해와 편리성

3）독창성, 기능성, 생산과정의 용이성, 비용 

의 실행가능성

4）인간공학적측면, 혁신적 디자인 도입 여 

부

□ 유럽의 포장시장

유럽의 경제통합은 유럽의 동질성과 유럽형 

상품 브랜드의 증식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것 

이다.

영국 Gallen Consulting Group의 Metternich씨 

는 유럽의 단일시장은 분야별 생산과 경제전략이 

범유럽지역 스케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유럽은 17개국 10개의 언어를 가진 

특유의 대륙으로 유행감각이 다양한 지역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유럽최대의 식품브랜드인 “Nescafe” 

는 92가지의 각기 다른 맛과 다양성을 갖는 제 

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이미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은 국가간 

의 매매가 이미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 

구 4억 2천 5백만의 동유럽 지역과의 새로운 시 

장경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1992 ： $800억

평균증가율 : 5.7%

□ 미국의 포장산업 수출입 동향

미국의 포장산업은 독일과 이탈리아 제조업체 

들의 수출 촉진 노력의 영향으로 1984년도이래 

포장기계의 주요 수입국으로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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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장기계 제조업체들의 1990년도 포장기 

계 수출은 5억7천9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1989년 

도와 비교해서는 19% 증가한 것이다.

이 포장기계류들의 해외수출은 생산의 약 1/4

— 수출시장一

'9이년도 미국의 10대 포장기계 

수출시장

등위 국가
US$ 
백만

% 변화율 

1989/90
1. Canada $ 155.4 120.6%
2. United Kingdom 57.1 11.6%
3. Mexico 52.9 46.6%
4. Japan 38.7 -8.6%
5. West Germany 37.2 42.2%
6. South Korea 23.6 -415%
7. Australia 18.9 -224%
8. Brazil 15.3 126.7%
9. Netherlands 15.2 10.1%

10. France 14.9 -16.3%
총 액 : $429.2

'9이년도 미국의 10대 포장기계

수입시장

등위 국가
US$ % 변화율
백만 1989/90

1. West Germany $ 178.9 7.1%
2. Italy 156.8 14.8%
3. Japan 52.4 -13.6%
4. Canada 51.6 -44%
5. Sweden 34.7 336%
6. United Kingdom 30.6 -23.3%
7. Switzerland 28.6 -8.2%
8. France 20.2 30.5%
9. Netherlands 19.3 20.5%

10. Denmark 12.3 -17.3%
총 액 : $5854

인 약 23%로 측정되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포장기계류 수출은 1억6천8백만달러로서 1990년 

도 동기간 동안과 비교하여 약 30% 이상 증가된 

것이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 아, 일본의 포장기계 

및 장비의 주요 수입국이며 '90년도 포장기계 

수출 5억7천9백만 달러중, 이중 74%가 10개 국 

가로 한정되었다.

경제활성화 조짐이 있는 브라질 또한 라틴아 

메리카 국가들중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 포장기계 

를 구매하여 지난해와 비교하여 127% 증가하였 

다.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 국(Department of Com

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주요 포장기계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동유럽국가들과의 무역 

또한 최근의 개방화 정책으로 크게 증가될 전망 

으로 보고있다.

동유럽국가 US$ 천
% 변화율 

89/90
Soviet Union $ 3.17 +443%

Poland 312 —63%
Yugoslavia 178 +446%

Czechoslo akia 31 + 54%

Hungary 15 一99%

- 미국의 포장관련 수출 一

포장, 랩핑기기

US$ 149.86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Canada $54.42

Mexico 12.73
West Germany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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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라벨링기기

US$ 25.36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Canada $6.79

Mexico 3.24
West Germany 3.10

캔의 봉함, 충전, 라벨링기기 

US$ 11.66 백만

고 가 1990 구매
Ft （US$ 백만）

United Kingdom $1.41

West Germany 1.02
Colombia .92

충전, 봉함, 라벨링 기기

US$ 74.74 백만

고 가 1990 구매
W ' （US$ 백만）

Canada $ 21.18

Mexico 7.90
West Germany 6.10

백 개봉기기

US$ 11.24 백만_______________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2.02

South Korea 1.88
Mexico 1.54

봉함기기

US$ 71.16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Canada $19.33
Mexico 6.67
West Germany 5.83

캔 봉함기기 

US$ 8.27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Mexico $2.07

Japan 1.30
Australia .87

용기세척기

_________ US$ 18.33 백만

고 가 1990 구매
국 사 （US$ 백만）

Mexico $ 3.76

France 2.47
United Kingdom 1.55

충전을 위한 진공가스 포장기기 

US$ 18.31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United Kingdom $2.49
Japan 1.84
South Korea 1.52

캡핑, 봉함기기 

US$ 5.89 백만

고 가 1990 구매
국 사 （US$ 백만）

Mexico $ 2.35

France 1.31
United Kingdom .30

캔의 진공 가스 포장기기 

US$ 2.09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Mexico $1.20
Netherlands .25
Philippin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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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포장관련 수입 -

랩핑기기

USS 158.59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54.58
Canada 20.20
Italy 20.84

백의 충전, 개폐기기

US$ 19.00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7.40
Italy 4.92
Japan 2.80

백, 용기의 봉함, 충전, 라베링, 캡핑기기 

US$ 73.70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Italy $16.54
West Germany 14.70
Sweden 7.85

충전기기

US$ 32.71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Italy $9.92
West Germany 9.24
Japan 4.14

진공가스포장기기

US$ 12.47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7.72

Italy 3.11
Netherlands .45

랩핑기기

US$ 15.60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8.08
Netherlands 3.56
United Kingdom 2.41

스트랩핑기기

US$ 24.29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Japan $9.78
West Germany 4.62
Switzerland 2.59

용기라벨링기기

US$ 11.87 백만

국 가
1990 구매 

（US$ 백만）

West Germany $2.95
Japan 2.47
Italy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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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I. 해외 통신원 수집자료

- 미국지역, 윤여항 통신원 一

1. '90년도 Art Centei주최 디자인 

교육에 관한 회의 자료

•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디자인 교육 확대 

방안

•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교육에 관한 

제안

2. Hammacher & Schlemmer

（잡지 1권）

• 1948년에 창간된 신상품 소개 계간지로서 

소비자에게는 각종 신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과 디자이너에게 최신 정보가사 제공

3. '92년 동계 주방 및 욕실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 자료

4. Honda ACURA NS-X Sports Car 

카다로그

- 일본지역, 박영목 통신원 一

1. 제29회 동경 자동차 전시회

（카다로그 43점）

• 동경 미꾸하리 멧세에서 '91. 10. 25-11. 8 

개최된 제29회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 출품된 

세계 유명업체의 각종 신제품 자동차에 관한 

자료

2. 일본 전통식품 포장디자인 

（카다로그 58점）

• 일본의 전통식품 포장디자인은 전통적 이미 

지를 충실히 반영하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점과 전통과자 자체의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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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져 - 스포츠 상품관련 책자 

（단행본）

4• 최신 소비 동향 조사 

（단행본）

예쁘며, 각 제조업체는 전통적 ・ 독자적 이미 

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 일본의 '92 레져 - 스포츠 산업에 관한 업체 

의 현황 및 전망과 동업계 관련 회사의 각종 

데이터를 총망라

• 일본 교육사에서 발간한 데이터 자료 책자 

로서 소비자의 가계（家計） 관리, 라이프 스 

타일, 관혼상제, 財 Tech, 레져등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

- 독일지역, 김미래 통신원 一

1. 독일의 전통식품 및 음료수

포장디자인 자료

（관련기사 13페이지）

2. Pen Computer

（관련기사 3페이지）

♦ 독일의 전통주류인 각종 과실주의 병 및 라 

벨디자인과 VALENSINA회사의 각종 쥬스병 

및 라벨디자인 자료. 각종 유제품（요쿠르트, 

치즈, 초콜렛）과 쏘시지등의 식품 포장디자인 

자료

• 미국 Las Vegas에서 개최된 컴퓨터 관련 전 

시회인 COMDEX와 독일 Munich에서 개최된 

System 전시회에 출품된 새로운 컴퓨터에 

관한 기사.

이들 제품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신제품은 

미국 MOMENTA사의 “Pentop Computer•"인 

데 이것은 기존의 Notebook-Computer와는 

구별된다. 이 모델은 약간 열려진 A4사이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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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태리의 공중전화기 Booth자료

（관련기사 3페이지, 사진 4매）

4. 프랑스의 KIM 전화 정보제공기기

（관련기사 5페이지, 사진 1매）

5. 독일 Koln Fachhoch schule

（전문대）의 새로운 디자인

교육시스템

（관련기사 2페이지）

6. IFA '91 전시회

（관련기사 11페이지）

File형을 갖추고 있으며, 스크린은 Interactive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Pen을 사용하여 자 

유롭게 스크린위에 그림을 입력시킬 수 있다.

• 이태리 전화공사（SIP）의 공중전화기 Booth 

자료로서, 한대 또는 여러대를 조립하여 설 

치할 수 있다. 먼곳에서도 전화기 Booth를 

알아보기 쉽도록 Booth의 위부분에 큰 수화 

기 그림이 표시되어 있다. 독일 전화기 

Booth와 다른점은 Booth에 문이 없는 것이다.

• 프랑스 Mors사와 전철공사 SNCF가 공동으 

로 Multimedia 정보 제공 자동기를 개발하였 

다. 이것은 KIM이라고 볼렀는데 승객이 원 

하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그래픽, 서면, 음 

성등의 방법（4개국어 사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장점으로는 인간공 

학적 구조, 사용의 편리성, Hightech 시스템 

이다.

• 이 학교는 '91. 10월부터 새로운 디자인 교육 

시스템 신설

• 독일 베를린에서 '91.8.30-9.8 개최된 국제

MEDIA 전시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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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RDICA사의 겨울 운동복

카다로그 2점

II. 정기 간행물

缱 자료명

Design

Design Council

U.K

월간

'91. 9

International Textiles

International Textiles

U.S.A

월간

'91. 11

내 용

• '92년도 이후 EC통합과 관련한 산업디자인 

현황

• Philips사 산업디자인센터(CID)의 디자인 프 

로세스와 역할

• 네덜란드 Una 디자인 용역회사의 문구류 디 

자인과 그래픽 효과

• 영국제조업체들의 디자인 영역회사 이용 설 

문조사 통계

— 디자인관련 예산, 고용실태 등一

• 독일 마르크화의 지폐디자인 개선

•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웨덴, 중국의 

섬유관련 국제무역 전략

• 헝 가리 의 주요 의류 생산사인 Modexco Tra

ding and Servicing사의 서유럽에 대한 수출 

전략

• 지난 9월19일一20일개최되었던스페인20회 

국제 패션주간에서 발표된 최신의류 디자인

• '92년 1 월 6일一9일, 개최되는 domotex Han

nover 국제 카펫트 및 섬유전시회 개최 소 

식

— 16 —



龍 자료명

Car Styling 

三榮書房

Japan 

월간 

'91. 11

md

Konradin Verlag

Germany 

월간

'91・ 10

domus

domus Spa

Italia

월간

'91. 10

내 용

• EC 통합시장과 관련한 유럽의 의류산업 최근 

동향

• 독일의 기계류산업 성장과 자동차 생산 동 

향

—BMW, Mercedes Benz 박물관 개관一

• 지난 9월 10일一22일 개최된 '91 프랑크푸 

르트 모터쇼 참가 승용차의 최신기술과 디 

자인

• 일본 ISUZU Motor사가 지원한 영국 Royal 

College of Art의 2010년 운송차의 신디자인 

연구

• '92년 10회 브라운 디자인상 공모

• 독일 Haus Industrie Form의 설립목적과 디 

자인 지원

• 핀란드 프리시에 위치한 쇼핑센터의 실내외 

건축

• 현대 사무실 가구의 시스템 동향一실용성 

추구, 개인침해 방지, 혁신적 디자인 구조

• 이태리 Emepi 디자인 용역회사의 최신 디자 

인 작품

-빌딩자동차 시스템 연구一

• Phoenix 제품디자인 용역회사의 수도꼭지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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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자료명

Fashion Accessories

Asia Mag. Ltd 

Hongkong 

월간 

'91. 11

Dieschaulade

Meisenbach KG

Germamy 

월간

'91. 9

Design studies

Design Council

U.K

월간

'91. 7

내 용

• 경제 침체위기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유럽 

에 대한 의류 수출 호조

• 개인용 가죽제품 : 홍콩一생산지역을 중국으 

로 이동, 인도一다양한 디자인 시장확대, 싱 

가포르一새로운 디자인, 더나은 품질, 가격 

안정, 대만一지갑과 소형 가방 위주로 생산 

（전체의 25.6%）, 태국一생산 설비 및 생산량 

확대

• 핸드백 : 디자인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합성재료 개발, 일본一나일론과 PU합성재료 

사용, 캐주얼과 고전풍의 스타일 모두제조, 

홍콩一유럽과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 모색, 

중국一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주요 가죽제품 

수출국으로 부상, 대만一NT달러 강세로 수 

줄에 타격, 소형가죽제품 생산

• 89회 국제 프랑크푸르트 Autumm Fair ‘91 

— 국내외 선물용품 및 고가 소비재 품목 전 

시一

• 디자인의 다양성一새로운 개념확립이 필수 

적인요소

• 조직적 • 개인적 디자인 분야의 연수

- 디자인연구의 중심이 되고있는 공학디자 

인의 다양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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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 자료명 내 용

• 건축기술에 이용되는 CAD 시스템 운영

•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드로잉 역할

Travel Ware • '92년 봄/가을 가죽제품 동향 예측

Business Journal Inc • 부와 계급을 상징하던 여행용품이 가치와

U.SA 

월간 

'91. 10

품질로 사용 변화

• 독일 Offenbach에서 8월 개최된 92회 국제 

가죽용품 전시회 참가품목 소개

• '92년 4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국제 신발 및 

가죽제품 전시회 소식

Ufficiostile • 사무실 가구 전문전시장 Dark Italia

Italia 

격월간 

'91. 7/8

• LA 지역에 개설한 이태리 가구디자인 전시장 

Modem Living

Popular-Mechanics 

The Hearst Corp 

U.S.A 

월간 

'91. 10

• 렌즈교환이 가능한 Canon의 최신 캠코더 

LI

• 미국 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200의 새로운 

실내 디자인과 정보기능

Commercial photo 

玄光社

• 10월 최고의 광고 및 CM—신문, 잡지, 포스타,

T.V

Japan 

월간

'91. 11

• Michael Dodson, 사진작품 창조의 기법

• 신세대 사진예술의 기수 Tomas Rusch의 사진

작품

— 19—



■噴 자료명 내 용

JEI

Dempa Publication Inc

Japan

월간

'91. 10

Nikkei Design 

日經 BP사

Japan

월간

‘91・ 10

Gift & Home Product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11

商店建築

（株）商店建築

Japan

월간

'9L 11

Motor Fan

• 16： 9 T.V스크린 개발一독일 베를린 전시회

•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 교또의 경제개발 

전략

• 국제 전자산업의 경제 전략 동향

• 일본 소비자들 휴대용 전화기 사용 증가

• '92년 봄/여름. 남 - 여성용 의류 유행색 정 

보

• 해외 최신 디자인 제품一환경, 소비재, 생산재 

가구 부문

• 미국서부지역의 컴퓨터 응용디자인 현황

• 일본 포장디자인 협회전 '91

— 창립 30주년, 포장의 가능성 제시

• 중국 GNP 금년도에 8% 성장 예상

• 사무실가구一인체공학적 측면 디자인의 강 

철과 플라스틱재료 이용모델

• 소형 사무실용기기一제품품질 향상,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 개발

• 일본 유일의 공공예술 박물관 Notojim Glass 

Art Museum—피카소, 샤갈등의 작품 소장

• 동경 Roppongi 지역 AXIS빌딩내에 위치한 

TANTOT 중국음식점의 실내디자인

• 자동차 동력 성능, 연비성능, 진동, 조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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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三榮書房

Japan 

월간 

'91. 12

IDEA 

誠文堂新光社

Japan 

격월간 

'91. 11/12

novum

Bruckman Munchen

Germany 

월간 

'91・ 9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11

내 용

안전성 시험 사례 분석

• 세계의 자동차 전쟁一고급화 지향시대一

• '91 Toyama 저】3회 국제포스타 전시회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명 그래픽 디자 

이너 Robert Miles Runyan의 작품세계

• 37회 뉴욕 Type Directors Club 전시 회 소식 — 

20개국 3,561명 참가

• 미국 I0WA 주립대학교의 Art & Design과 

학생들의 작품 소개

Good Packaging Magazine

• 아나로그 무선 휴대용 전화기의 주요시장이 

되는 유럽

• Shaip사가 개발한 세계에서 제일 얇은 B4 

팩시밀리

• 휴대용 CD플레이어 : 원형의 디자인 제품으 

로 모델변화

• 비디오카셋트 플레이어 :고급제품의 모델 

가격 20% 하락

• 미국 아나하임에서 개최된 '91 년도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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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Verified Audit Circulation Inc

USA

월간

'91. 10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8

Asia pacific Food Industry 

Singapore 

월간 

'91. 9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10

내 용

포장관련 전시회 Westpack 소식

• 미국 Regency Creative Foods사

- 파이포장용 새로운 필름사용, Saran Coated 

nylon

• 낙농식품 포장용 Gilbreth Packaging 시스템 

사의 슈링크필름

• 70년대 제정된 미연방 환경보호법안의 산업 

에의 영향

• 일리노이즈주 시카고에서 개최된 '91 Natio

nal Plastics Exposition 소식

—65,480명 방문, 환경보호 주제로 성공적 개 

최

• 환경오염 압력에 도전을 받고있는 그라비어 

인쇄 산업

• 네덜란드 식품 및 음료 제조산업의 아시아 

투자

• 품질관리 시스템의 최근 연구

• 아시아 지역 청량음료 생산의 최근 동향

— 맛, 품질, 색, 신선도 보존성

• 골판지 생산 코러게이터 수행력의 롤과 관 

계된 생산성

• 우수한 라이너로 제조된 골판지의 내구성

• 폴리에틸렌의 기계적성과 열봉함력에 따른

블로우 필름 구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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鱷 자료명 내 용

Food & Drug Packaging

Edgell

U.SA

월간

'91・ 11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10

Modem Plastics International

McGraw Hill Pub

USA

월간

'91. 10

Australian Packaging

Australian Packaging Institute

Australia

월간

• Procter & Gamble사의 세처제 포장

— Ameristar 포장경연에서 동상수상, 50% 

재활용재료와 PET재료 사용

• 열성형 플라스틱 제품의 식품과 의약용품 

사용 및 품질 향상 요구

-PP, PET, PVC, PC

• Ameristar 금상을 수상한 환경보호용 파우치, 

Johnson & Son사의 샴푸/린스 포장

• 대형 박스시장 소규모인 반면 이윤은 최대

• 뉴욕에 위치한 Robert Doran Smith 디자인 

용역 회사의 Seagram 와인 포장용 폴딩 카톤 

디자인

• 플라스틱 공압출을 위해 설계된 3차원 블로 

우 몰딩 프레스

• 새로운 촉매기술을 통해 더나은 물적특성을 

얻은 Polyolefin 필름 개발

• 신세대 플라스틱 자동차 생산동향 예측

• 유럽지역 자동차시장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PP재료의 증대

• Onro & Drive사의 세척 용액 포장용 HDPE 

용기一35% 재활용 가능

• 시드니 지역에 위치한 펩시사의 5천만 달러 

를 투자한 용기 포장 설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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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91. 6/7

n 자료명
내 용

‘91・ 11 • '91 년 10월 29일一11월 1일, 시드니 Darling 

Harbour에 서 개 최 된 APMA PACK ' 91전시 회 

소식 一 포장부속품목, 포장재 료/기 계

• 변조방지 포장의 최근동향一일본 Wasabi 콜 

게이트치약 포장 사례

Packaging India

Institute of Packaging India

India

• 유연포장산업에 사용되는 접착기술

• 포장용 접착제의 사용동향

Packaging Review South Africa

Sonth Africa

격월간

'91. 9/10

• 식품포장에 크게 이용되는 최신의 유연포장 

기술 동향

—종이, 알루미늄호일, LDPE, HDPE, PP, 

PVC, Nylon, PET, PVDC, OPS

• 포장산업에서 1970년대 개발되어 사용이 증 

가되고 있는 BOPP의 차단특성

Package Design

（株）日報

• 일본 청주업계의 지역특성을 살린 포장 디 

자인 제품一개발배경, 상품화, 판매현황

Japan 

월간 

'%・ 10

• 전통식품 포장디자인一가격 및 품질 제고

• 1991년도 제32회 국제부문 포장디자인 수상

작품

• 여성 취향의 선물용품 포장디자인

Big Pack • 포장디자인의 효과적 연출법

—24~



顫 자료명

弓/」。丿代/厶、）社

Japan

월간

'91. 9/10

내 용

包裝技術

JPI

Japan 

월간 

'91. 10

Packpia 

（株）日報

Japan 

월간 

'91. 10

食品占容器 

岳詰技術研究會

Japan 

월간 

'91. 10

-진열의 기본적 전개, 인간공학적 진열, 진 

열의 종류와 업종대응, 전시진열, 공간진열

• 1991년도 일본포장디자인 협회전 소식 동경 

지역전시 '91 년 10월 3일一15일

• 일본 맥주시장 금년 가을/겨울 수요 확대예 

상

• 유럽과 북미의 업무용 포장의 현황과 미래 

동향

• 패스트 푸드산업의 포장혁신

• 피지의 포장사정

• 포장용 hot melt 접착제의 현황과 전망

• '90년 포장기재 용기의 출하 현황

• 포장폐기물 문제, 재생 관리의 개발동향

• 건강지향 음료의 포장

• 세균성 식중독과 위생관리

• 유제품의 제조와 기술

• 생물공학과 관련한 식품산업의 전망

• 스포츠드링크류 포장연구

— 탄수화물의 종류와 함유량 電解質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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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상자료

- 비디오 테이프 一

Using Your Creative Brain 

미국, Art Skill社 42분

Graphic Design 

미국, Art Careers社 21분

- 슬라이드 필름 一

Graphis

미국, Art Careers社

313 컷트

Principles of Graphic Design 

홍콩, Sinostartt, 4parts

Careers in Create Arts 

홍콩, Sinostar社, 2parts

People Who Create Art 

홍콩, Sinostar社, 4parts

•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잠재적인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토의방법, 디자인훈련 

및 창조를 위한 교육자료

— 상업용 광고, 포장, 포스터, 산업디자인

• Graphis photo, Graphis Posters, Graphis Pac

kaging

• 1. Create a Graphic Design

2. Using Color—그래픽디자인의 색채 응용

3. Illustration in Design—드로잉 스케치, 스 

케치의 중요성 설명

4. Display Lettering

• 유명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최신 작품

• 그래픽 아티스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다양한 

작품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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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X)|

。JOSS Design Group-미국, 1974년 설립 —

• 주소 : One East Eriest Suite 310 Chicago, 

IL 60611 USA. (312)944 - 0644

• 대 표자 : Mike Joss

• 종업원수: 18 명

• 취급분야 : 종합디자인(마케팅정보 포함)

• 시설 및 장비 : 5,000ft2, 컴퓨터 8조

• 주요고객 명 : AT & T, Kraft Foods, 3M, 

Toro

• Portfolio

O Gerstman4-Meyers Inc-미국, 1970년 설립 一

• 주소 : 111 West 57th st. New York, NY 

10019-2011, USA 倫(212)586-2535

• 대표자 : Meyer/Gerstman

• 종업원수 : 50명

• 취급분야 : 종합디자인분야 및 마켓甩 조 

사, 홍보

• 시설 및 장비 : 마켓팅 및 디자인실, CAD 

실, 사진실

• 주요고객명 : BASF, Black & Decker, Bur

ger King, Delmonte, Kodak, Heinz, Lipton, 

Maxwell, Nestle, Nabisco

• Portfolio

O Cronan Design-미국, 1980년 설립 一

• 주소 : One Zoe, Sanfrancisco, CA 94107, U. 

SA 욘，(415)543-6745

• 종업원수: 10 명

• 취급분야 : 그래픽, 포장, 산업디자인 전반

• 시설 및 장비 : 스튜디오 5,000ft2, 컴퓨터 

장비

• 주요고객명 : Apple Computer, Pharmetrix, 

Stanfom Alumm, Association, Metopolitan 

furniture

O Delano Goldman & Young Inc-미국, 1970년 

설립一

• 주소 ： 320 East 46st, New York, NY10017

USA . (212)697 - 7820

• 대표자 : Larry Goldman

• 종업 원수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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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분야 : 그래픽디자인 및 마케見 분야

• 주요고객명 : Nissan, Fork, Subaru, Zuzuk, 

Saturn, Honda, Glaxo, Dupont

O Herbst Lazar Bell Inc-미국, 1962년 설립 一

• 주소 : 345N Canal St. Chicago, IL 60606, 

USA 甯(312)454-1116

• 대표자 : Walter B. Herbst

• 종업원수 ： 40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전반, 모델메이킹 

건축구조물, 그래픽 - 포장디자인

• 시설 및 장비 : CAD시스템

• 주요고객 명 : Raytheon, Rubber maid, Hil

ton, Whirl pool, GBC, Electrolux, Ameritech, 

Gillete, Black & Decker

• Portfolio

O Robert Miles Ruyan & Associates—미국, 1958 

년 설립一

• 주소 : 200 East Culver Blvd, Playa, Del

Rey, CA 90293, USA 窗(213)823-0975

• 대표자 : Gary Hinsche

• 종업 원수 ： 12명

• 취급분야 : 그래픽디자인一회사이미지통 

합(CI), 포장디자인

• 시설 및 장비 ：5,000优 컴퓨터장비

• 주요고 객 명 : Computer Sciences Corp, Ca

rter Hawley Hale Dell Computer corp, Paci

fic Telesis, Optima, Giro Sport

O OBATA Design-미국, 1952년 설립 一

• 주소 : 1610 Menard St. Louis MO 63104 

USA 敏(314)241-1720

• 대표자 : Russel Hughes

• 종업 원수 ： 25명

• 취급분야 :그래픽디자인

• 주요고객명 : Emerson Electric, Interco, 

Edison Brother Stores, St. Louis Univ, Me

dical Center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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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 개발원 교육안내

시각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 육 내 용 수강료

제 8기
시각디자인

보수교육

10.19-30 10 일 시각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론, 실무, 새로운 

기법, 마케팅,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200,000

편집디자인 4.6-10 5 일 1.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둥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획, 에서 

인쇄, 제작기술둥 편집디자인 전반에 대한 교 

육 실시

150,000

4.14-17 5 일 2. 단행본 및 기타 비정기간행물

단행본 및 기타 간행물（각종 홍보물）에 대한 

기획, 구성에서 인쇄과정까지를 총괄한 교육 

실시

150,000

광고디자인 9.23-25 3 일 1. 신문 • 잡지광고

신문 잡지 매체를 중심으로한 광고디자인 교 

육으로 광고제작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100,000

9.30-10.1 3 일 2. 영상광고

영상매체광고 제작에 대한 교육실시

100,000

포장디자인 5 일 포장개론, 재료, 용기, 디자인 기획, 기법등 포 

장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150,000

일러스트레이션 6.10-12 3 일 아이디어 발상법, 새로운 기법 개발 둥 일러 

스트레이터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100,000

제17기 전공학생 

실기 교육

7.6-25 17 일 대학 재학생（3년생）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교육 실시

무료

제품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 내 용 수강료

제 11 기
제품디자인

보수교육

5.11-22 10 일 제품디자인 전반에 관한 관련 이론 및 개발 

사례둥을 통한 최근의 제품디자인 동향제시

200,000

제품디자인기획 3.25-27 3 일 제품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컨셉트 

창출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개발

100,000

제품디자인과 

금형

6.17-19 3 일 제품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금형이론 및 사례연 

구등을 통해 디자인과 생산의 일관성 부여

100,000

가구 디자인 9.21-25 5 일 가구디자인의 최근동향, 제조방법, 개발 사례 

등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150,000

인테리어디자인 11.2-6 5 일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이론 및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기회 

제공

150,000

산업 디자인 

서미나

10.5 1 일 국내외 제품디자인 관련 최신 기술, 정보, 동 

향둥에 관한 세미나

40,000

제17기 전공학생 

실기 교육

7.27-8.14 17 일 대학 재학생（3년생）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교육 실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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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웅용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 내 용 수강료

기초과정

（2D그래픽스）

3.23-4.10
9.14-10.2

*1 일3시간

3 주 

（주5 일）

컴퓨터 및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매킨토시 개요

2D컴퓨터그래픽스 이론 및 실습 

애 니 메이션

200,000

전문과정

（3D 그래픽스）

4.13-5.8
10.5-30

*1 일3시간

4 주 

（주5 일）

컴퓨터 및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매킨토시 개요

3D컴퓨터그래픽스 이론 및 실습

3D그래픽스에 의한 산업디자인 웅용 

애니메이션 응용기법

250,000

DESIGN 
DIMENSION 
（3D 그래픽스）

5.18-22
11.9-13 

시일7시간

1 주
（주5 일）

DIMENSIONS 프로그램 구조 및 개요 WIN
DOW 사용법 및 3D CUSOR개념 메뉴 및 

TOOL 해설 

애니메이션

170,000

전자출판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5.11-15
11.2-6

*1 일7시간

1 주 

（주5 일）

컴퓨터 출판시스템 정의 및 범위 

컴퓨터와 편집디자인의 역할 

매킨토시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제작과정 및 웅용

170,000

하계 교육

（컴퓨터그래픽스）

8.3-22
*1 일3시간

3 주 

（주5 일）

컴퓨터그래픽스 개요 및 시스템 개요 

매킨토시 개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컴퓨터그래픽스 이론, 실습, 응용 

애니메이션

160,000

6월, 워크샵 예정

교육수강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동시 납부.

*개발원 내방이 어려울 경우는 아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시키고, 신청서와 함께 입금중사

본을 접수처로 우송하거나 FAX로 발송

국민은행 : 031-25-0000-533
상업은행 : 11291-기2081 FAX ： 745-5519
예금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 문의처 및 접수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교육연수부 1KM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2-2562/3
3. 교육수강료 할인대상（수강료의 20%할인）

개발원 등록디자이너/한국포장관리사회 회원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포장시험실 회원

국공립단체 및 기관/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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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안내

종합품녹

• ISF/Int'l Spring Fair（버밍햄 국제 춘계 박람 

회）

1） '92. 2. 6-2. 10（매년） 2）National Exhibi

tion Center 3）유리, 도자기, 세라믹, 그래픽, 

문구류, 연하장, 은제품 장난감, 공예품 자전 

거, 의류, 선물용품, 보석류 4）국제적으로 유 

명한 중소기업위주의 선물용품 및 생활용품 

전문박람회임

• Expo Printemps（브뤼셀 춘계 박람회）

1） '92. 3. 31-3. 29（매년） 2）Paredes Exposi

tions 3）포도주, 식료품, 수긍예품, 주방용품, 

가구 4）일반에 공개되는 소비재 위주의 종합 

박람회

• Leipzig Spring Fair（라이프찌 히 춘계 박람회）） 

1） '92 3. 15-3. 21（매년） 2）Messegelande 

und Messe h^user 3）기계, 설비, 원자재, 소 

비재등 4）통독을 계기로 자본재, 소비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 통독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참가 유망 박람회

• Osaka Infl Trade Fair（오사까 국제 무역 박 

람회）

1） '92. 4（격년） 2）Intex Osaka 3）전기, 전자, 

레져, 건강관련상품 4）도꾜 국제 박람회와 

교대로 장소를 옮기면서 개최되는 일본최대의 

종합 품목 박람회

• Infl Trade Fair（로마국제무역박람회）

1） '92. 5. 23—6.5（매년） 2）Pallazo dei Cong

ress! 3）종합품목 4）밀라노 국제 박람회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이태리 최대의 종합박람 

회

가구 ・ 가정용품 ・ 실내장식

• IMM/Int'l Furniture Fair（쾰른 국제가구 박 

람회）

1） '92 1. 21-1. 26（매년） 2）Messegelande 

3）주방용품 및 가구 4）세계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전으로 공간문화, 첨 단디자인 패 션주도의 

전문박람회

• LIFS/London Infl Furniture Show（런던 국제 

가구 박람회）

1） '92. 2（매년） 2）Earls Court 3）가구, 악 

세서리, 실내장식품 4）영국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전으로 주로 구주전문업체가 참가하여 

구주형의 가구디자인 개발 및 품질향상에 기 

여

• M 씨BELMASSAN/Int'1 Swedish Furniture 

Trade Fair■（스톡홀름 국제가구 박람회）

1） '92. 2. 5~2. 9（매년） 2）Fairs & Congress 

Center 3）목재, 가구, 조명, 식물류, 실내장식 

품 4）무역업자위주로 개최되며 스웨덴과 외 

국가구 제조업자 및 실내장식디자이너, 건축 

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가구 전문 박람회

• Italian Furniture Exhibition（밀라노가구 박람 

회）

1） '92. 4. 10~4. 15（매년） 2）Centor Fiera di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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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 3）가구, 실내장식 가구, 정원용가구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현대가구 위주로 

전시됨. 이태리 신개발품 및 디자인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망한 박람회

• IHHS/Int，1 Hardware and House wares Show 

（버밍햄 국제 하드웨어 및 가정용품 박람 

회）

1） '92. 1.19-1. 22（매년） 2）Nat'l Exhibition 

Center 3）하드웨 어, 공구, 가정 용품, 취 미 용품, 

정원가구용품, 정원용 공구등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영국최대 가정용품 및 하드웨어 

전문 박람회

전기 • 전자

• ELECTROTEC HAMBURG（함부르크 전기 ・ 

전자 박람회）

1） '92. 1. 22-1. 25（격년） 2）Messegelande 

3）전자제품, 전기제품, 로보트, 제어 및 계측 

기기 4）무역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며 전 

기 - 전자 부품 및 관련기기, 공구류가 전시 

되는 전문박람회

• INTERNEPCON CHINA（북경 국제 전자 박 

람회）

1） '92. 4（격년） 2）Infl Exhibition Centre 3） 

반도체, 생산포장가공 조립 및 실험설비 4） 

관련 학술회의도 병행 개최되는 무역업자 상 

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회

• Hong Kong ELENEX（홍콩 국제 전기 전자산업

박람회）

1） ‘92. 5. 13~5.16（격 년） 2）Hong Kong Con

vention & Exhibition Center 3）제 어 및 자동 

장치, 스위치 기어, 조명 및 기타 전기설비 4） 

전기 전자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전시하는 전문 

박람회로 바이어 상담위주로 진행됨

포장

• East Pack/The Eastern Packaging Exposition 

& Conference（미동부 포장기자재 박람회） 

1） '92. 3. 3-3. 5（격년） 2）뉴욕, Jacob. K, Ja

vits Convention Center 3）각종기계 및 재료, 

용기류, 병종류, 캡, 호일, 필름, 프린팅 코팅 

및 마킹기계등 4）무역업자 위주의 박람회

• CMM Japan（동경국제 컨비팅기자재 박람회） 

1） ‘92. 4（격년） 2）동경, Makuhari Convention 

Center 3）유연포장기기 종이 및 플라스틱가 

공기계, 그라비아 프린팅 프레스, 라미네이터, 

컨버팅 기계류 4）각종재료를 생산품으로 전 

환시키는 컴버팅기계들이 전시되며 관련 세 

미나도 병행 개최됨

• Swisspak（스위스 국제 포장기자재 박람회） 

‘92. 4（매3년） 2）바젤, Schweizer Musterme- 

sse 3）포장재료, 포장기계

• PAKEX/Int'l Packaging Exhibition

1） '92. 5. 31-6. 5（매3년） 2）버밍햄 National 

Exhibition Center 3）포장자재, 기계, 설비, 

시스템 및 서비스

주） 1） 기간（주기） 2） 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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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30

토요일 09 : 30〜 
12：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정보조사부 자료관리과 © 762- 9137



GGDD DESIGN
「n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ij丄丿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m 마크는 디장인포장 진흥법에 
VJU 의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디자인 
포장 
기술정보

디자이너의 새로운 도전 

90년대의 디자인 

Friends of Icograda 소개 

독일의 전시장 현황 

초소형 컴포넌트 인기 

유럽의 포장개발 

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해외유명디자인포장 용역회사 소개 

'92년도 개발원 주요사업소개 

'92년도 개발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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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정보 회원에 가입하시면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은 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向%4 星京쳥立 盲豆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종류

• 열람서비스

•복사서비스

•우편서비스

• 팩시밀리서비스

• 해외문헌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 수탁자료조사서비스

• 기술상담서비스

각종 혜택

• CAD장비사용（주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내 할인

• 자료 복사료 30% 할인

• 교육연수비 20% 할인

무료증정 자료

• 산업디자인 （격월간）

• 포장기술 （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 （월간）

• 최신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교재

회원가입

• A급회원 : 단체및업체…연20만원

• B급회원 : 개인…연10만원

•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소정 

양切 연회비납부

• 회원자격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 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개발원경리과, 

은행 온라인 구좌

■ 문의처 口정보조사부 조사과凶 : （02）744-0226/7 Fax ： （02）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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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포장」

□ 디자이너의 새로운 도전

- 오스트리아 디자인협회, Heinrich

Mautner Markhof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과거보다 더 

세밀한 주의와 유연성을 가지고 환경변화를 관 

찰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임무는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으며 기업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디자인 전략은 

경제적, 생태학적 및 기술적 혁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요구는 

진지하게 반영되어야 하耳디자이너와 산업체에 

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생산품에 의해 구체 

화된 환경적 측면은 지금까지 보다 더욱 귀중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기꺼이 

수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작은 나라들의 경제적 노력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것은 유럽지역시장에 제품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서구민주화, 

경제 및 사회수준을 높이려는 헝가리, 체코슬로 

바퀴아 및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유럽국가들에 

서도 일어나고 있다.

환경에 알맞는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과거에 서구 기업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 신생 민 

주국가들이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값싸고 질낮은 

제품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능한 디자이너들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 무절제한 낭비대신 생태학적 책임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혁 신 및 

고품질디자인은 유럽시장에 공존하는 핵심요인 

이다.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구매한 제품에 의해 나타내므로 다양한 

특색을 갖추어야 한다.

장래성이 없는 모방제품의 생산은 디자이너에 

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신념에 찬 디자이너는 생태학 및 사회적 

인식에 의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 소비에 대한 가치의 변화

넓은 범위의 소비자행동에 접근하려는 디자인 

전략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여 소비에 대한 가 

치의 변화에 맞추어야만 한다.

디자이너의 새로운 과업은 고품질 생산회사들 

을 자극하고 그들의 출발점에서 부터 그들을 지 

원하는데 있다. 이것은 단지 디자이너에 대한 

흥미있는 작업과 커다란 도전만이 아니고 기업간 

제휴의 확실한 기회이다. 생산 기반의 확충, 생 

산비용의 최소화, 보다 큰 기여, 보다 큰 유용성 

등의 장점이 있다.

기능의 취약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 

하며 소비자의 생태학적 인식 및 변화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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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에 부응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에 적합치 

않은 생산방식의 제품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

실제적 개혁 및 비판이 요구되며 생태학적 제 

품이나 “Fun—to—use”제품과 같은 새로운 가치 

가 생산 및 판매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미래에 대한 기업과 디자이너 

들의 도전일 것이다.

□ '90년대의 디자인

- 미국, Design Management Institute

Earl N. Pow이 一

우리는 '90년대의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기 

에 디자인 원칙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 

다. 그러나 그원칙이 너무 복잡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 

톤에 있는 Design Management Institute(DMI) 의 

임원과 회원들은 '90년대의 “디자인 10년”을 구 

상하는일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결국 디자인과 관련된 기업의 동향 및 국가발전 

과 문화적 삶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MI는 디자인연 

구, 교육과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개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DMI는 보스톤 소재 메사추세츠주 예술대학에 

재 직중이 던 William Hannon교수에 의 해 1975년에 

창설되었다. 그때 그는 DMI의 근본적 철학을 정 

립하였는데 이는 DM。｝ 모든 디자인 관리자들 

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과 정보교환의 공개 토론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70년대 후반기와 

80년초에 DMI는 수많은 디자인 협의회를 후원 

하는 회원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1986년 이후 DMI는 광범위한 조직정비를 단 

행하여 기본 철학을 유지하면서 연구, 교육, 정 

보개발, 정보수집 및 전파에 있어서 최상의 프 

로그램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DMI는 

국제적 관심을 얻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산업 

디자인계에 공헌한 이유로 미국 산업디자이너협 

회에서 수여하는 특별상(Special Award)을 수상 

하였다.

1987년에 DMI는 3개의 센터(연구, 교육, 정보) 

및 외부사업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어 지난 4년 

간 눈부신 활동을 하여왔다.

- 연구센터

연구센터는 전문디자인 경영자들과 일반경영 

자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쟁점과 문제 

점들에 촛점을 둔 연구를 다룬다. 이 연구는 디 

자인의 의무 및 전략을 여러단계로 보고 있는데, 

예를들면 계획적 경영, 연대전략, 국가차원의 정 

책등이다.

1987년 이 연구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 프로그 

램 인 The Triad Design Project(Triad 디자인계 획) 

를 개시하여 하바드대 학의 경 영 학부가 공동연구 

팀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다. 주요성과는 TRIAD 

디자인계획 전이며 디자인에 관한 교수사례연구 

내용을 발전시켜 왔다.

하바드대학(Havard Business School), 스탠포 

드대학(Stanford), MIT, 룬드대 학(Univ, of Lund, 

스웨덴), 런던 대학(London Business School)의 

교수단과 DMI에 의해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5년간의 사례연구 첫단계인 개발 및 출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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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완성되었는데 이 연구는 50개의 사례와 

5권의 도서를 발행하는 백만달러 비용의 프로그 

램이다. 또한 디자인 학술연구 관리에 관한 국 

제포럼이 금년 5월 하바드 경영학부 주관으로 

연례회합이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내년봄의 포럼 

은 런던 경영학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국의 개방대학（OpenPniv. of the U.K） 디 

자인 학부의 David Walker교수는 지난봄, 방문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MI를 방문하였으며 1992 

년부터는 3명의 주재원이 같이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교육센터

교육센터는 DMI의 구성원 및 학교, 기업, 기타 

개인들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디자인 관리를 통 

해 그들의 사업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조직체를 

위해 회의,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리한 

다.

West coast/'91 행사는 전략적으로 경영상의 

창조성에 촛점을 두었으며 금년 4월에 있었던 

워크샵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6월에 개 

최된 Montreal/'91은 제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에 관한 연례회합이었다. 런던 경영학부와 

공동으로 디자이너 훈련 프로그램의 첫번째 단 

계가 시작되었다.

- 정보센터

정보센터는 도서자료실을 운영하며 신문을 발 

간한다.

외부와의 정보교환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이 

DMI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복잡한 네 

트워크를 망라하며 이 네트워크들은 특별히 흥 

미 를 가진 개 인이 나 단체 와 협 력 관계를 유지 한다.

DM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이것의 

구성에 관한 필요성에 대처하여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독일의 전시장 현황

독일의 뮌헨에 위치하여 산업전반에 관한 연 

구를 하는 IFO 연구소는 상품시장들이 국제화 

되 어 가면서 독일 업 체들의 수출증진노력 과 해 외 

상품제조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국제 전시회 

와 박람회가 더욱더 중요한 마켓팅 방법이 될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IFO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독일의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10만명이상의 출품 

자들과 천만명이상의 방문객중에 80%가량이 

Hannover, Frankfurt, Koln, Dusseldorf, Munchen, 

그리고 Belin시의 6개 주요전시장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객들의 수를 보면 Frankfurt전시 장이 1위를 

차지하는데, 이 결과는 이곳에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전시회（IA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최대 규모의 이 자동차 박람회는 2년마다 천만 

명 이 상의 방문객들이 참가한다. 그리고 1992년도 

에 Hannover에서는 IEA-실용자동차 전시회와 

“Constructa”（건축）전시회가 매3년 개최에서 매2 

년 개최로 변경되었고 Essen시에서 개최되던 국 

제가공기술전문전시회가 Hannover로 옮겨서 전 

시되기 때문에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크게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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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방문객수를 비교하면 Hannover•와 DGs 

s이dorf가 Frankfurt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 

다.

Hannover 전시장은 기계분야를 대부분 다루고 

있으며 Fra아血rt는 소비자 상품 전시회를 전문 

적으로 다루고, DiEseldorf는 패 션을 포함한 소비 

자상품과 기계류（K-Messe, Interpack, Drupa）분 

야등 독특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위와같이 전시회가 기계생산 동향에서 부터 

마케팅 도구로 큰 관심을 얻고있다. Kdn 전시 

장은 대체로 의복, 식품, 가구, 철기류들 즉 전통 

적인 상공업 분야를 다루고 있다.

Kdn에서 개최되는 기술박람회들 중에 눈에 

띄는 박람회는 “Photo Kina”（사진기술전문박람 

회） 이다.

이외에도 IFMA-국제 자전거, 모터바이크 전 

시회가 방문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Mmchen은 독일의 주요도시 가운데 Berlin 다 

음의 최소규모 전시장이지만 양적으로 봐서는 

독일의 주요 전시장에 속한다.

ISPO—국제 스포츠용품 및 패션 전문박람회와 

IHM—국제 수공업 박람회의 출품자들의 수가 

늘고 있어 이 두개의 전시회가 Minchen시 전 

시규모의 60%를 차지한다.

Berlin 또한 통일이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IFO에 의하면 Berlin이 장래에 정치적으로도 

주요 도시로 발전되면서 이미 방문개의 수가 많 

은 IFA전시회등이 점점 더 인기를 모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6〜 89년)

주요도시 전시장비교

전시장규 

모 （m?）

출품자

（명）

방문객

（명）

1) Franfurt 263,000 89,854 6,674,300

2)Dusseldorf 174,000 63,077 5,084,400

3)Hannover 461,000 47,411 5,069,000

4)Koln 250,000 65,077 3,483,300

5)Munchen 105,000 54,177 4,024,100

6)Berlin 76,000 18,304 3,45,500

（독일통신원 제공）

□ Friends of ICOGRADA 소개

ICOGRADA（국제그래픽디자인 단체협의회）는 

'91 년 8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Frie・ 

nds of ICOGRADA” 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 

획하여 세계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관심있 

는 디자인 전공학생들이 ICOGRADA Friends에 

가입하므로서 범세계적인 각 개인별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회원에 가입하면 UNIDO, UNESCO,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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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urope등으로 부터도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 

다.

- 설립목적:

• 그래픽디자인의 국제적인 질 향상

• 정보교환 및 협력

• 그래픽디자인의 이론과 실기개발에 기여

- 가입혜택:

• ICOGRADA, 뉴스레터계간지） 무료배포

• 국제적인 유명 디자인잡지인 Graphis , De

sign Magazine, Design Review, Eye, Bluep

rint, Creative Review의 구독할인혜택

• ICOGRADA Congress 참석시 할인혜택

• Friends of ICOGRADA 회의 참가

• ICOGRADA 도서/영상자료실 이용

• 공모전, 전시회 개최 자료 송부

• ICOGRADA DAY 4월 27일 행사 참가

- 회비（年） :

• 디자이너 （개 인） : 30pound（약 42,000원）

• 학생 : 15 pound⑻ 21,00（원）

이 Friends of ICOGRADA 회장에는 현 ICOG

RADA 부회장인 일본의 Hiroshi Kojitani가 임명 

되었다.

- 문의 : ICOGRADA Secretariat, PO Box 398 

London 411 4UG England

ICOGRADA '91 총회개최

- 기간 : '91. 8. 30-31

- 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 임원선출:

• 회장一G・ Uiprandi（이탈리아）

• 사무총장-M. Mullin（영국

* 가입양식 *

1 would like to become a Friend of Icograda

Name/Nom

Address/Adresse

Country/Pays

Type of friend:

Individual Annual subscription of £30.00

Retired or Student Friends Annual subscription of £15.00

Benefactor (Life Friend of Icograd그) Single payment of £500.00

I would like to include a donation of ...................... to support
the work of Icograda throughout the world.

Remittance: £

Method of Payment:

Access/Visa/MasterCard: £ (amount in sterling)
Card Number/No. de carte: |

Expires end/Expire fin

Cheque: £ (GB only)
Payable to/a r ord re de: Icograda

Bankers draft in sterling (please draw this against a British | 

bank)
—

Bank-to-Bank Transfer
Icograda will despatch an invoice with bank details for 
presentation at your bank if requested.

__

Signature:

- 신규회원가입 승인（3개단체） : 

대만（CETRA）브라질, 덴마크

- 차기회의 개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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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一ICOGRADA, ICSID, IFI 공동회의 

（영국, Glasgow）

• 1995년一포르투갈, 리스본

□ 초소형 컴포넌트 인기

현재 일본의 오디오기기 제조업체들이 생산하 

는 제품들은 세계제일의 수준으로 높은 평판을 

받고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로 매년 가격이 하 

락되고 있다.초소형 컴포넌트스테 레오시스템의 

빠른 소비증가는 일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세계 각지역으로 널리 확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매 업자들에게는 소형이기 때문 

에 전시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국제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은 일본 다음으로 인기가 가속되고 있다.

최근에 독일 통합의 이유로 규모가 확대되어 

500,000명이 방문하고 전년도 개최때 400개 전시 

업체에서 5기개 전시업체로 늘어난 Berlin 메스 

미디어 전시회에서 이 품목이 특히 인기를 모았 

었다.

독일의 이 스테레오 시스템 시장은 금년에 7%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초소형 컴포넌트 시스템 제조업자들이 일반 

전자제품의 유통채널을 통해 이제품들을 판매하 

고 있으며 백화점등의 전시판매와 통신판매로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 Sanyo사의 DC-T55 슈퍼 —

리모트 컨트롤 조정과 함께 무선 헤드폰으로

소비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제품은 다음세대의 오디오 기기로서 개발되 

어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Futii” 의자디자인

대기실에서는 권태롭고 싫증이 나는것이 사실 

이다.

Des Industrie Design Fus가 용역디자인한 독일 

Fab.klober GmbH+Co가 생산하는 “Futu” 의자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혼자나 여러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디자인이 다채로워 싫증을 없애주고 있 

다.

Steel Frame（40mm〉〈10mm）으로 가벼우며 공 

간사용이 적당하고 팔걸이 또한 특색이 있다. 

직사각형 및 원형테이블과 맞추어 사용하기 적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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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골판지산업 확대 □ 유럽의 포장개발

유럽의 골판지 산업에는 437개업체, 635개 공 

장으로 종업원 87,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1990년도의 전체생산량은 2백3십8억ml약 1백 

4십만톤）으로 '89년도와 비교하여 5% 성장하였 

다.

1979년도이래 수년동안 48%의 우수한 성장을 

보였으며 무게로는 연간 3.6%씩 증가하였다.

1990년도에 독일은 이지역 최대의 생산국이었 

으며 유럽전체생산의 20%를 차지하였다. '91 년 

도에는 서유럽지역 전체에서 일반경제의 침체에 

도 불구하고 3%의 성장이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박스 제조산업은 EEC시장에 좀더 접 

근하여 이산업의 확장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럽의 동산업은 과거보다 더 자본에 민감하여 

소비자요구에 맞추기 위해 최근의 향상된 기기를 

설비하는 Capital-Intensive산업이 될 것이다. 

“Total Qu疝ty”의 개념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판지품질 향상과 효율적 재료, 정확한 

운송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유럽의 박스제조공장은 fast flexo fol- 

der—qluers와 컴퓨터화 시스템으로 설비되고 있 

다.

그리고 재활용 라이너와 중심지（中芯紙）의 요 

구는 Virgin fibre-based 박스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재활용 박스시장은 전체의 

64%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여러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정 

보교환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포장 

또한 국제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대 형 소비자용품 제조업 체나 다국적 기 업들이 

포장산업에서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국내 및 국 

외의 경쟁에 직면 함으로써 새로운 포장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포장재료 및 기계와 관련된 제 

조업자들은 '92년도 이후 유럽단일시장에 따라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가스치 환 포장드 

Low Temperature Cooking（저온 가공）, Self Hea

ting Packages（자기열가열 포장）, 무균포장기술개 

발 등 포장이 새로운 경향을 맞이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발된 Moditfied Nylon MXD6가 유 

럽에 소개된 이래 현재는 유럽지역내에서 

EVOH와 MXD6의 두가지 수지가 제조되고 있으 

며 최근의 연구는 EVOH-Nylon, PET-EVOH, 

EVOH-MXD6, PET—MXD6의 합성이다.

유럽에서는 아래의 공압출 용기（rigid flexible） 

가 사용되고 있다

- HDPE/Adhesive/EVOH ： 쨈

- HDPE/Adhesive/EVOH/Adhesive/HDPE ： 켓 

첩

- LDPE/Adhesive/EVOH/Adhesive/LDPE ： 마요 

네즈, 켓첩, 겨자

- PP/Adhesive/EVOH/Adhesive/PP ： 샐러드, 식 

용유, 쏘스, 켓첩



- PC/Adhesive/EVOH/Adhesive/PC, PP ： 의약 

푸 켓첩

다음 구조는 열성형 용기의 공압출 쉬트이다.

- PP/A사iesive/EVOH/Adhesive/PP : 쨈

- PS/A사iesive/EVOH/A사iesive/PS ： 채소

- PS/Adhesive/EVOH/Adhesive/LDPE ： 낙농제 

품과 쥬스

- PS/Adhesive/EVOH/PEBD/PP/PEPD ： 요쿠르 

트, 치즈, 푸딩

- PVC/PVDC/PVC : 의 약품 포장용 블리스터 팩 

- PS/EVA/PVDC/EVA/PE ： 가공식품 

- PP/A사iesive/PVDC/PP ： 가공식품

-PS/Adhesive/EVOH/Adhesive/PP : modified 

atmosphere packs

- PP/A사iesive/EVOH/Adhesive/PP ： 가공식품 

이러한 열성형 용기의 뚜껑은 PET/EVOH/PE, 

PET/MXD6/PP, PET/PVDC/PE 및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션과 같은 공압출 구조를 사용하여 제 

조된다.

산소차단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가격에 

영향을 주며 습기에 대한 차단력도 요구하여 

PVDC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에서는。2와 HQ의 차단을 위해 PVDC/ 

methacrylate（Saran MA of Dow Chemical）등 적 

정한 가격의 새로운 수지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 EC 공동체의 포장폐기물 관리

유럽지역 국가들이 포장과 환경에 관계된 새 

로운 규정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 5월 Briissel에서 개최된 EC위원회에 의해 

합의된 포장폐기물에 관한 초안인 “Directive on 

Packaging & Packaging Waste”가 ‘93년도 1 월 1일 

유럽단일시장이 되면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EC공동체에서 포장과 포장폐기물에 대한 이 

지역의 경영정책 실현을 위해 최근의 환경과 원 

재료 또는 에너지의 저소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초안은 포장폐기물의 처리와 생산 포장의 

마케팅 활용등의 분야에서 유럽내 시장에서 회 

원국들사이에 합의된 것이다.

회원국들의 합의된 포장폐기물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포장 사용, 과대포장 억제

2）포장폐기물의 60% 재활용

3）독성 포장재료 사용 제한

4）포장폐기물 경영관리의 책임 한계

5）소비자들에게 재활용 포장 이용 장점 홍보

6）소비자들에게 포장재료 수집 시스템 참여 

활동안내

O 세부계획

1） 정부와 포장전문가의 공동연구

2）포장 폐기물 수집시스템 운영

3）최소의 포장재료사용

4）재활용 포장사용 안내 （Marking）

5）데이터 베이스 수립

□ 유리재료의 포장사용 증가

유리용기는 Silica 50%, Soda ash 14%, limes

tone 11%, Cullet 15-20%와 컬러와 제품의 변 

형가능성을 제공하는 소량의 기타 물질로써 제 



조된다. 1980년대초 동안에 유리는 무균포장, 플 

라스틱제품, 캔과 같은 새로운 포장유형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소비가 감소되었었다. 

유리포장은 가격이 비싸고, 무겁고, 깨지기 쉬운 

이미지를 갖는다.

그후 89년도에는 1980년초이래 6년동안에 유 

리의 판매가 미국에서 5% 증가한 최초의 시기 

였다. 이 증가율은 아주 적 은 양이 지 만 지속되 어 

왔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리포장에 

대한 시장이 1985년도이래 년간 3%씩 증가하였 

다.

다음표는 1990년도 세계각국의 유리증가율이 

다.

자료제공 : Owens Illinoise

국가 % 증가율

스페인 + 112%
베네쥬엘라 + 11.0%
독 일 +9.0%
일 본 +8.0%
프랑스 + 7.0%
콜롬비아 + 6.4%
이탈리아 + 6.0%
남아프리카 + 5.6%
브라질 +4.5%
호 주 +4.0%
에쿠아도르 +3.2%
캐나다 +3.0%
네덜란드 + 2.0%
푸에르토리코 +0.8%
영 국 +0.3%
미 국 +0.3%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미국과 유럽의 소 

비자들이 포장에 대한 품질, 기능성, 안전성등의 

요구와 함께 다이어트등에 따른 먹고 마시는 습 

관의 변화 결과로 보고 있다.

자연자원으로서 유리 의 특성으로는 가스, 습기, 

향기에 대한 차단과 식품의 맛보존이 탁월하고 

내부의 기타코팅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유리는 리토르트가 가능하고 마이크로웨 

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 

보호운동으로 생산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다음표는 유럽의 재활용시도 결과표이다.

자료제공 : Owens Illinoise

국가 %소비

벨기에 60%
네덜란드 57%
스위스 56%
오스트리아 54%
서 독 53%
이탈리아 42%
프랑스 38%
덴마크 36%
핀란드 36%
스웨덴 34%
터 키 27%
노르웨이 24%
스페인 24%
영 국 17%
그리스 13%
아일랜드 13%
평 균 38.7%

유럽지역 국가들중 전체생산량의 재활용율은 

벨기에가 60%, 네덜란드 57%, 스위스 56%, 서독 

53%, 영국 17%, 그리스 13%, 포르투갈 14%이다.

유리용기의 수집장소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와 

서독이 1000명당 1개소 스위스는 1200명당 1개 

소이다.

다음표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판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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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소비자반응
비 율(%)

유리 플라스틱 금속 판지

1. 보관 68 9 18 4
2. 맛보존 79 9 5 5
3. 재봉함 70 24 1 • 3
4. 충격 10 45 37 8
5. 개봉용이 55 25 7 12
6. 품질보증 82 9 4 3
7. 보관편리 25 21 26 26
8. 가격 7 44 9 40
9. 투명성 86 12 — 1

10. 가벼움 7 52 4 37
11. 재활용가능 57 18 12 11
12. 사용편리 76 15 — 6
13. 재사용 70 26 2 2

자료제공 : Marplan/Glass Manufactures Federation

□ Coruplas 포장

포장은 내용물의 보호와 제품의 식별을 하기 

위해 설계되며 마케팅기능 또한 부가된다.

필연적으로 그래픽효과를 위하여 디자이너들 

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포장내용물의 안전한 

보호와 운반 뿐만 아니라 회사와 제품이미지 증 

진에도 중요하다.

최근의 재료들은 포장디자이너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적 재료들 가운데 

2골 구조의 pp쉬트가 사용되고 있다. Coruplas라 

고 알려진 이 재료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충족한 

재료가 되고 있으며 물적특성으로는 내구성과 

가벼움을 제공한다. Coruplas는 찟어짐, 충격, 휘 

어 짐등에 저항이 강하여 높은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이 Coruplas는 대형제품의 bulk포장과 

청량음료 및 맥주의 운반용 상자사용에도 적절 

하다.

이재료는 flexo graphic screen printing0! 기•능 

하며 디자이너의 이미지 창조에 따라 변형이 쉬 

우며 자외선, 물, 그리스나 화학제에 저항이 강 

하고 기존 종이 판지 제품과 비교하여 색 채 가공과 

유연성이 우수하다. 특히 이제품은 유럽지역에서 

식품포장사용에 관한 관련법규를 만족시키고 있 

다.

□ 미국의 유연포장산업

미국의 유연포장재 판매가 금년에는 '90년도 

보다 24% 증가한 1백3십억달러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유연포장판매의 &)%를 차지하고 

있는 유연포장협회(FP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0년도에 회원사들의 가동율이 63.6%였는데 반 

해 금년에는 72.8%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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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년보다 이 산업 의 순이 익 이 금년에는 7.3 

% 오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유연포장산업은 지금으로부터 5년동안 

유럽과 일본 회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포장관련 업 자들의 대 다수가 Total Quality Ma- 

nagement(TQM) 프로그램을 시도중으로 이것은 

창고관리, 운송,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1987-1991 유연포장산업증가

$16- 

$14- 

$12- 

S10- 

$8-

S 6- 

$4- 

$2- 

$0- 

1987 1988 1989 1990 1991

자료제공 : 유연포장협회

（10억달러）

다음과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럽/아프리카 ： 25.9%

• 북미 : 18%

• 아시아/태평양：9.5%

• 라틴아메리카：8.9%

1991년도 EVOH시장

□ EVOH의 세계시장

듀폰사는 EVOH의 전세계 시장을 4개지역으로 

분리하여 북미는 2천1백만 파운드, 아시아/태평 

양은 1천4백만파운드, 유럽/아프리카는 7백2십만 

파운드 라틴아메리카는 1백5십만파운드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이 회 사는 지 역 별 EVOH의 수요량이 연간

1995년도 EVOH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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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

세계최대포장관련업체

회 사 국 가
판매 

US$ 십억

Pechiney 프랑스 5.0
Toyo Seikan 일본 5.0
CMB 프랑스 4.5
Tetra Pak 스위스 3.8
Viag 독일 3.4
Owens-Illinois 미국 3.1
Crown Cork 미국 2.9
Sonoco 미국 1.6
Van Leer 네덜란드 1.5
Saint-Gobain 프랑스 1.4
BSN 프랑스 1.1
PLM 스웨덴 1.0

유럽의 포장재료생산 무게 비율

유럽의 포장관련 판매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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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a 선정 10대 유럽의 포장업체

등위
유럽포장판매 

us$ 백만
회사 국가 주요재료

1 3,908 CMB 프랑스 금속, 플라스틱, 

종이 판지

2 3,353 Viag 독 일 유리, 금속, 플라스틱

3 2,030 Tetra Pak 스위스 종이 판지, 플라스틱

4 1,798 Pechiney 프랑스 금속, 플라스틱, 유리

5 1,587 Stora 스웨덴 종이 판지

6 1,321 SCA 스웨덴 종이 판지

7 1,270 Saint-Gobain 프랑스 유리, 플라스틱, 

종이 판지

8 1,056 ASSI 스웨덴 종이 판지, 플라스틱

9 991 PLM 스웨덴 금속, 유리, 플라스틱

10 981 ICI 영 국 플라스틱

WP0 의 주요 활동

- 세계 포장회의 주최

-“World for Pa아caging” 컨테스트 매년 개최

- 개발도상국의 포장 향상을 위한 국제 포장 

프로그램 고안

- 포장기계를 위한 세계 정보은행 운영

- 국제 포장 전시회 및 관련 행사 후원

- WP0 디렉토리 및 WP0 뉴스 발간

一실제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포장에 관한 

유대관계 알선

WP0 위원

• 회장 : Gerald K. Townshend （영국）

• 명예회장 : Enrique Schcolnik （아르헨티나） 

Pierre Schmit（프랑스）

• 부회장: William C. Pflaum（미국-북미 대표, 

Mehmet Yilmaz Ariyoriik

WORLD 
PACKAGING 

ORGANISATION

（터어키 一중동 대표） 

Stanley Wickremeratne 

（스리랑카-아시아 대표） 

Paul F.H. Jansen（유럽 대표） 

Francisco A. Albini 

（아르헨티나-남미 대표）

• 이사 : Yo Kusuda（일본）

M.R. Subramanian（인도） 

Eduardo Cruz Prado（멕시코） 

Stig -G Bergst&it（스웨덴） 

Manuel Vieira（브라질） 

Gert Schaap（네덜란드） 

Jean-Pa니 Pothet（프랑스） 

Jin-Hee Cho（한국） 

Massimo Boldetti（이태리） 

S.O. Ron（이스라엘） 

Gerry. Berragan{ 영국）

• 사무총장 :Pierre J. Louis'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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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주요내용 소개

I. 해외통신원 수집자료

—미국지역, 윤여항 통신원一

1. Yamaha Electronic keyboard

（관련자료 22페이지）

2. '92 Winter CES 

（팜플렛 1점）

一일본지역, 박영목 통신원一

1. 공업디자인과 Man-Machine Interface 

（원문자료 15페이지）

2. 근대 일본의 산업디자인 사상 

（원문자료 96페이지）

一독일지역, 김미래 통신원一

1. 현대자동차 광고에 대한 반응

2. 포장규정 '92년도부터 시행

• '91 년도 LAS VEGAS 전자쇼에 출품된 전자 

악기중 디자인성능, 기능에 있어 월등한 YA

MAHA Keyboard에 관한 자료임. *

• '92. 1. 9-1. 12 미국 LAS VEGAS에서 개최 

되는 국제가전제품 전시회 안내 팜플렛

• 치바대 학 의 장학과 森典彥 교수가 '89년도에 

발표한 논문자료로서 현재 일본의 디자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근대 일본의 산업디자인 사상중 柏木博 교 

수의 근대 일본 디자인 思湖에 관한 자료임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독일 자동차 시장에 

프랑크 푸르트 광고업체인 Alekander Be- 

muth사가 현대자동차를 소개

• 독일에서는 '92년부터 포장분야의 폐기물처 

리 및 방지규정이 시행된다.

특히 '92.4월부터는 플라스틱 포장물, 골판지 

상자등은 판매소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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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기간행물

월간

'91・ 12

m 자료명 내 용

domus

domus Spa 

Italia 

월간

'91. 11

• 부엌가구 제조업체 SMEG사의 4개 가스버너 

Cook-top의 새로운 디자인

• 세계각국유명 박물관의 실내디자인 연구

• David Chipperfi이d's가 설계한 교또 TAK 디 

자인센터

• 조명기구의 최신 디자인 연구

Ufficiostile 

Italia 

격월간

'9L 9/10

• 이탈리아 사무실 실내디자인 업체로서 30년 

대 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Mascagni사의 쾌 

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디자인 

개발 사례

• 목재 및 금속재를 이용한 실내가구용품들의 

최신 디자인

Commercial Photo

玄光社

Japan

• '91 년도 광고대상, 수상작품

• 12월 최고의 광고, 신문, 포스타, CM

• 사진예술의 창조방법

Design Studies

Design Council

U.K

월간

'91・ 10

• 과학적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구조의 

유사점, 차이점 비교방법

• 미국의 디자인 이론

• 80년, 90년대 일본의 디자인 이론 방향

• 미국의 현재 컴퓨터 응용디자인 산업

Popular Mechanics 

The Hearst Corp 

U.S.A

• 미국의 미래 고속도로에서 사용될 자동차의 

항법 운항장치

• Chevrolet Caprice-‘91년도 소비자 설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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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료명 내 용

월간

'91. 11

一주행거리, 가격, 선택이유등

• '90년대 레져스포츠로 크게 인기를 모으는 

In-line 롤라스케이트

Fashion Accessorie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12

• 여행용가방 :디자인의 다양성, 품질향상 

ABS, PP, PU, PVC, 목재, 알루미늄, 가죽재 

료이용

• 태국,동유럽지역으로악세서리용품 수출확 

대

• 가죽용품 : 미국소가죽 원재료 가격하락 영 

향으로 생산가 증대

Asian Sources Electronics

Asia Mag. Ltd

Hong Kong

월간

'91. 12

• 1992년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상품 수출입 

전망

• 일본의 휴대용 전자제품, 미래동향

- 캠코더, CD플레이어등

• 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폴, 

인도의 전자제품산업 수출입 동향

• 컬러TV： 스크린 크기 다양화

- '92년도 가격전망

• 다기능 전화기 :아시아지역에 고품질재료 

판매신장一한국, 일본一

md

Konradin Verlag

Germany 

월간

'91. 11

• 열저항 성형 플라스틱을 이용한 책상 조명 

기구 “Moonlight”

• 현대 사무실 공간과의 부드러운 연출을 실 

현시킨 Wilkham사의 의자디자인

• 독일 KlGber사의 대기실용 의자 “Futu”의 원 

형 디자인 사례



亜 자료명

Packaging strategies

Packaging

USA

'91・ 11 No. 21

Packaging Digest

U.SA

월간

'91・ 11

내 용

• 미국, 마이크로 웨이브사용 요리식품의 사용 

감소, 지난 52주 동안 2억8천7백만달러에서 

2억 6천7백만달러로

• 영국 Simplimatic Engineering사 1천9백만달 

러 투자하여 4개의 맥주포장라인 개설

• Pepsi사와 용기포장업체 KAS사, 스페인 청 

량음료시장에 PET블로우 몰딩용기의 음료 

판매 시도

• 프랑스 환경장관 Brice Lalonda—2002년에 

포장제품 및 가전용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의 75% 재활용 예측

• Miller Brewing사의 맥주 멀티 포장용 PET 

밴드

• Warner-Lambest사의 Junior Mints 자동 카 

톤닝라인

• Weber-Stephen Products 사의 완충포장용 

랩포장

—PE 재료사용

• 전자제품 제조업 체 American Electric사의 레 

이져 라벨인쇄 제품운반용 골판지 박스사용

• ' 91 National Hardware show에서 인기를 모은 

Master lock사의 자물쇠 • 열쇠포장

-블리스터팩, PVC재료사용一

• 땅콩과자의 증착라미네이트 파우치 포장 

—BOPP, 보존기간연장一

• 미국, PET, HDPE등 재활용 플라스틱 수지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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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般 자료명

Tappi Journal

Tappi 

USA 

월간 

'91・ 11

• 재활용지를 사용한 신문용지의 경제성

• 1990년대 미국의 목재조달 전략

• 단층과 다층의 플라스틱 압출 및 공압출의 

프로세스 모델링

Boxboard Containers

Maclean Hunter Pub.

U.S.A

월간

'91・ 11

• 카톤제조산업에 사용되는 CAD/CAM 기술

• Contral Box & Container사의 골판지 카톤 

포장디자인 개선-Fuji Film-

macplas 

Italia 

격월간

'91・ 11

• 1991 년도 이탈리아 플라스틱 제품 수출증가

• PET 포장용기의 재활용실태

•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과 몰딩

• 자동차 범퍼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블로우 몰딩

• 북미, 열성형 일레스토머 수요 '95년까지 연 

간 74% 증가

Asia Pacific Food Industry 

Singapore 

월간 

'91・ 10

• 일본 과자류 포장시장의 최근 경향

• 캐 나다 온타리 오주와 아시 아지 역 국가들과의

식품산업 관련 협력 확대

Paper Film & Foil Converter

Maclean Hunter Pub

• 무균포장 용기산업의 확대

• Plasma 침전기법으로 코팅 차단력증가一S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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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료명 내 용

USA 

월간 

'91. 10

Good Packaging Magazine 

Verified Audit Circulation Inc

USA 

월간 

'91. 10

包裝技術

J.P.I

Japan 

월간 

'91. 11

Carton Box

Japan 

월간 

'91・ 11

III. 영상자료

슬라이드 필름

Careers as a Model Maker

McGraw Hil

U.S.A

115 컷트

con Oxide, 두께 1.8-2.0micron PS—

• '91 년 9월 10일 Westpack과 함께 IOPP(Insti- 

tute of Packaging Professional)가 개최한 '91 

Ameristar 포장대전에서 수상한 우수포장상 

품 소개

• Cocaoola사의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

• 고형의약품의 포장품질 보증

• 치즈의 품질보증과 규격기준

• 일본술의 포장디자인과 품질관리 최근동향

• 화장품 용기의 품질보증

• 접착제의 포장형태와 품질보증

• 골판지 공장의 생산관리시스템

• 정밀기계의 포장과 물류一정밀기계 산업의 

전망과 동향

• 신제품(자동차, 컴퓨터) 개발을 위한 전문모 

델 메이커의 이미지 창조 방법, 포장디자인 

모델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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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내 용

U.S.A

73 컷트

What's new?

American Ceramics since

1990. The Alfred & Shand Collection

American Craft Council

• 미국의 유명 세라믹 예술 전문가 51명의 조 

각작품과 특성

203컷트

Viewing Graphis

U.S.A

191 컷트

• 대학의 디자인과정 학생 및 전문가에게 그 

래픽 디자인 센스, 아이디어, 폼 등의 창조를 

돕기위해 세계 가국의 포스터,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등과 금세기 그래픽 디자인 발전 과정 

등을 예로 들어 제시

Looking at things

U.S.A

344컷트

• 시각적 측면의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의 건물, 

공장, 주택 등의 건축과 가구의 실용적 인 창 

조방법

Changing the face of things

Visual Publication

England

• 컬러패턴 색감의 표현, 파인아트의 응용을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가구디자인, 포 

장디자인, 광고등의 실제기법

The Language of colour

Visual Publication

England

352컷트

• 디자이너 및 과학자에게 색감의 표현과 영향 

등을 제시

Colour illusion, colour observation, colour inte

raction

한사람이 지킨 질서, 모아지면 나라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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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디자인 포장용역회사 소개 (XDI

0 Vision Systems International—미국, 1984년 

설립 一

• 주소 : 3Milton Drive Yardley PA 19067 U.S. 

A 倫(215)736 - 0996

• 대표자 : Nello Zvech

• 종업원수： 3명

• 취급분야:자동포장작업 및 제품관련

• 주요고객 명 : Nabisco, GTE, General Foods, 

Kraft foods, M+M Mars, Campbell Soup, 

American National Can

0 Thomas Packaging Consultants-미국, 1981년 

설립 一

• 주소 : 2204 Morris Avenue, Union New Je

rsey 07083, USA 电(201)964-9534

• 대표자 : Ralph H. Thomae Sr

• 종업원수： 3명

• 취급분야 : 포장연구개발(재료, 장비, 품질 

관리)

• 시설 및 장비 : 컴퓨터, 드래프팅, 모델제 

작실

• 주요고 객명 : Avon, Bristal+Myers, John

son & Johnson Philip Morris, American 

Home Products

O E. Gilbert Mathew—미국, 1965년 설립一

• 주소 : 274 Tanner marsh Rd Guilford 

Comn(CT) 96437 USA 會(203)453—3963

• 대 표자 : E. Gilbert mathows

• 종업원수： 9명

• 취급분야 :포장 및 접음상자제조업체에 

기술용역 및 포장관련 간행물 발간

• 시설 및 장비 : 포장기술 시험실

• 주요고객 : 지함, 포장기계제조 업체

O Gaynes Testing Laboratories-미국, 1947년 

설립 一

• 주소 : 1642 W. Fulton St. Chicago IL 60612

U.SA 曾(312)421-5257

• 대표자 : Chester Gaynes

• 종업원수: 13명

• 취급분야 : 포장의 연구시험 및 공공기관 

의 검정대행

• 시설 및 장비 : 11,000ft2

• 주요고객명 : ASTM, ANSI, BIFMA, AT & 

T, BOEING, G.E Westing House

O Glenn Bell/Engineering Inc-미국, 1968년 설 

립 -

• 주소 : 887 Sonth Riverside drive Gurnee 

IL 60031, USA • (708)367 - 5353

• 대 표자 : Glenn L. Bell

• 종업원수 ： 29명

• 취급분야 : 플라스틱제품 및 부품 디자인 

및 개발

• 시설 및 장비 : 12,000ft2, 성형기 9대, 모델 

및 몰드전시장

• 주요고객명 : Procter & Gamble, Seaquist

Packaging Corp, Javan, Continental White 

Corp, Baxter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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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ernstein Design Associates-미국, 1976년 설 

립 —

• 주소 : 160, 5th Avenue, New York, NY 10 

Oil, USA 曾(212)243-4149

• 대 표자 : Harven Berrstein

• 종업원수： 8명

• 취급분야 : 인테리어, 전시, 그래픽, 제품디 

자인

• 주요고 객 명 : Zelco, Sony, N.Y Design Cen

ter, Franklyn mint Chase manhatan Bank, 

Knoll instrument

O Smart Design Inc—미국, 1979년 설립 一

• 주소 : 7west 18th street New York, NY10 

Oil USA 卷(212)807-8150

• 종업원수: 16 명

• 취급분야 : 산업디자인, 그래픽, 인간공학

• 시설 및 장비 : 스튜디오, 작업실

• 주요고객명 : Knoll, Coming, Colgate-Pal

molive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10,000ft2, CAD실, 

Mockup실, 엔지니어링 스튜디오

• 주요고객명 : Aircast, AT & T, Bell & Ho- 

w이 1 Optical, ITT, Eastern Airline, Exxon

O Bass/Yager & Associat-미국, 1955년 설립 一

• 주소 : 7039 Suaset Blvd : Los Angeles. CA 

90028 ・ 216-466-9701

• 대표자 : Tony Asher

• 종업 원수 ： 35명

• 취급분야 : 전략적 디자인,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 주요고객 명 : AT & T, EXXON, BP, Gene

ral Foods, United Airlines Minolta, Girl 

Scouts, YWCA, Ajinomoto Co.

• Portfolio

O Dixon & Parcels As&>ciates-미국, 1959년 설 

립-

• 주소 : 521 fifth Avenue, New York, N.Y 

10175, USA • (212)697-2522

• 대 표자 : J. Roy Parcels

• 종업 원수 : 20명

• 취급분야 : 포장 및 제품디자인, CI, Trade 

Mark

• 주요고객명 : Century Product, Austin 

Quality, Bachm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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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folio O Goldsholl Design Group- 미국, 1951 년 설립 一

• 주소 : 420 Frontage Rd, Northfield, IL 60 

093 USA 皆（70）446-8300

• 대표자 : Morten Goldshell

• 종업 원수 ： 24명

• 시설 및 장비 ： 5,000ft2（그래픽실, 모델제 

작실, 사진실）

• 취급분야 :종합디자인

• 주요고객 명 : Anco Plastics, Bufler Brother, 

Cocacola, Gillette, Kellogg* s, Motorola, Se

ven-up

• Portfolio

O Pentagram Des£n-미국, 1972년 설립 一

• 주소 : 2126fth Avenue, New York NY 100 

10 USA 寄（212）683 - 7000

• 대표자 : Sarah Miller

• 종업원수: 115 명

• 취급분야 :종합디자인

• 주요고객명 : British Petroleum, Citibank, 

AT & T Kodak, Quantas, Apple Computer, 

Polaroid, Philips

• Portfolio

O Nick Holland Design Group—영국, 1985년 설 

립-

• 주소 : The Bank, lOMount Stuart Square, 

Cardiff CF 6EC Wales, UK 曾 222- 

490293

• 대표자 : Roy Morris

• 종업 원수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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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분야: 제품개발, 마케팅 종합디자인

• Portfolio

* 국제 디자인 수상작 전시회

1. 내용

• 전시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 전시기간 : 1992. 5. 17-5・ 21

• 장소 : 유고, 루불리아나

• 시상내용 : ICSID상, ICOGRADA상선정

2. 출품요강

• 참가비 : US$400

• 출품작은 국내 수상작중 개발원 추천이 있 

어야 함

• 작품전시가 어려울 경우 사진 전시도 가능 

함

- 문의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정보조사부, 국제담당 

Tel: 744 - 0226, Fax ： 745-5519

- '92 주요 국제 행사 일정 一

디자인

•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ICSID） 

Congress :

- 유고 루불리아나

- '92. 5. 17-5. 21

- 부대행사 : 회원국 전시회 개최

• ICSID 아시아 회원국 Congress：

- 호주

- 일정미정

- 부대행사 : 회원국 전시회 개최

포장

• 세 계포장기구（WPO） Congress *

- 스리랑카 콜롬보

- '92. 2. 27-29

- 부대행사 : World Pak '92（국제포장기 

자재）, World Star（세 계 우수포장제 품） 

심사

• 아시아 포장연맹（APF） Congress：

- 호주 멜버튼

- '92. 5. 25-5. 30

— 부대행사 : Pakprint '92（국제 포장/인 

쇄 기자재전）, Asiastar（아시아우수포장 

제품） 심사

* ‘92년 국제회의 및 World star, Asia star 

참가문의 : 종로구 연건동 128—8 산업디 

자인 포장개발원 정보조사부 국제담당 

Tel: 744 - 0226/7 Fax ： 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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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 개발원 사업소개

연구개발사업

1. 산업디자인 • 포장수요조사 및 수준평가

2. 한국 고유 디자인 - 포장상품 개발 및 기술지 

도

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 한 • 일 공동연구

（2）개발원자체연구

나. 대 일수출업 체 디자인 • 포장개발 지원

다. 중소기업 디자인 - 포장개발 지원

3. 포장시험 수탁처리

4. 기본연구 및 공동연구

가.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시스템 개발

（1） 자동포장라인 최적화 연구

（2）하역조건 개선연구

（3）수송시스템 개선연구

（4）보관시스템 개선연구 

나. 포장폐기물 처리방안 연구

5.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사업 조정 • 평가 - 사후 

관리

진흥-정보사업

정보조사

1. 조사

가. 산업디자인 • 포장 전문인력 수요조사

나. 산업디자인 - 포장 전문회사 현황조사

다. 우리상품의 디자인 • 포장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 조사

라. 산업디자인 및 포장산업 실태조사

마. 해외 디자인 • 포장정보조사단 파견（2회）

2. 자료수집 및 관리

가.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나. 해외통신원 운영

다. 자료실 운영

라. 정보제공회원제 운영

3. 기술정보지 발간• 보급 •

가. 산업디자인 - 포장기술정보（월간）

나. 산업디자인（격월간）

다. 포장기술（격월간）

라• 영문 Design News Letter（분기

마. 영문 Packaging News Letter（분기）

바. 제27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4. 전산실 운영

가. 시스템 운영 및 개발

나. 간행물 발간지원

다. 자료입출력

교육연수

1. 산업디자인 교육연수

가. 기업 디자이너 보수교육

（1） 제품디자인

（2）시각디자인

나. 제품디자인 전문교육

（1） 제품디자인 기획, 제품디자인과 금형

（2）가구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다. 시각디자인 전문교육

（1） 편집디자인

（2）광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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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러스트레이션

라. 전공학생 실기교육

（1） 제품디자인

（2）시각디자인

마. 컴퓨터 응용디자인교육

（1） 기초과정

（2）전공과정

（3）Design Dimension과정

（4）전자출판과정

（5）전공학생 하계교육과정

바. 산업디자인 세미나

2. 포장기술 교육연수

가. 포장관리사교육

나. 포장관리사 통신교육

다. 포장기술 전문교육

（1） 골판지포장

（2）식품포장

（3）포장과 물류

（4）포장디자인

라. 포장기술 세미나

3. 전문연구인력 및 교육요원 양성

4. 산업디자인 시청각교재 제작 • 보급

5. 교육안내책자 발간 • 배포

도서판매안내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판매하오니

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 : W5,000
산업디자인지 : W 1,500-^500
포장기술지 : W2f000
산업디자인지 합본 : 彷7,000
포장기술지 합본 : 肉72,000
한국전통문양 : 褥6,400（20% 할인가격）

진흥 ■ 홍보

1.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2. 우수포장상품 선정

3. 전시회 개최

가. 제27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나. '93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개최준비 

다. 외부 전시행사 유치

4. 국제협력

가. 국제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 （ICSID） 회의 

참가

나. ICSID 아시아지역회원국 회의 참가

다. 아시아포장연맹 （APF） 회의 참가

라. APF 창설 25주년기념행사 참가

마. 한 • 일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

바. 기타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 교류

5. 산업디자인 • 포장전문회사 육성 지원

6. 산업디자인 • 포장관련단체 활동지원

7. 산업디자이너 등록 • 관리

가. 기존 등록자 관리

나. 신규 등록

8. 산업디자인 - 포장자문위원회 개최

9. 홍보 및 계몽

많은 이용바랍니다.

초기술 : W1,600（20% 할인가격）

도구와의 대화 : 杵 7,600（20% 할인가격）

오늘의 산업디자인 : "200（20% 할인가격）

포장산업 경영관리 : 褥3500
가치관의 대전환 : 肉3,000
포장기술편람 : 拝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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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 개발원 교육안내

시각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 내 용 수강료
제 8기 

시각디자인 

보수교육

10.19-30 10 일 시각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론, 실무, 새로운 

기법, 마케팅, 최신정보 및 동향소개

200,000

편집디자인 4.6-10 5 일 1.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획, 에서 

인쇄, 제작기술등 편집디자인 전반에 대한 교 

육 실시

150,000

4.14-17 5 일 2. 단행본 및 기타 비정기간행물

단행본 및 기타 간행물（각종 홍보물）에 대한 

기획, 구성에서 인쇄과정까지를 총괄한 교육 

실시

150,000

광고디자인 9.23-25 3 일 1. 신문 • 잡지광고

신문 잡지 매체를 중심으로한 광고디자인 교 

육으로 광고제작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100,000

9.30-10.1 3 일 2. 영상광고

영상매체광고 제작에 대한 교육실시

100,000

포장디자인 5 일 포장개론, 재료, 용기, 디자인 기획, 기법등 포 

장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150,000

일러스트레이션 6.10-12 3 일 아이디어 발상법, 새로운 기법 개발 둥 일러 

스트레이터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100,000

제17기 전공학생

실기 교육

7.6-25 17 일 대학 재학생（3년생）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교육 실시

무료

제품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 육 내 용 수강료
제 11 기
제품디자인

보수교육

5.11-22 10 일 제품디자인 전반에 관한 관련 이론 및 개발 

사례등을 통한 최근의 제품디자인 동향제시

200,000

제품디자인기획 3.25-27 3 일 제품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컨셉트 

창출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개발

100,000

제품디자인과 

금형

6.17-19 3 일 제품디자이너에게 필요한금형이론 및 사례연 

구등을 통해 디자인과 생산의 일관성 부여

100.000

가구디자인 9.21-25 5 일 가구디자인의 최근동향, 제조방법, 개발 사례 

둥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150.000

인테리어디자인 11.2-6 5 일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이론 및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기회 

제공

150.0CX)

산업 디자인 

세미나

10.5 1 일 국내외 제품디자인 관련 최신 기술、정보, 동 

향등에 관한 세미나

40,000

제17기 전공학생 

실기 교육

7.27-8.14 17 일 대학 재학생（3년생）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교육 실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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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응용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 내 용 수강료
기초과정

（2D그래픽스）

3.23-4.10
9.14-102

*1 일3시간

3 주 

（주5 일）

컴퓨터 및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매킨토시 개요

2D컴퓨터그래픽스 이론 및 실습 

애 니 메이션

200,000

전문과정

（3D 그래픽스）

4.13-5.8
10.5-30

*1 일3시간

4 주 

（주5 일）

컴퓨터 및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매킨토시 개요

3D컴퓨터그래픽스 이론 및 실습

3D그래픽스에 의한 산업디자인 웅용 

애니메이션 웅용기법

250,000

DESIGN 
DIMENSION 
（3D 그래픽스）

5.18-22
11.9-13

*1 일7시간

1 주
（주5 일）

DIMENSIONS 프로그램 구조 및 개요 WIN
DOW 사용법 및 3D CUSOR개념 메뉴 및 

TOOL 해설 

애니메이션

170,000

전자출판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5.11-15
11.2-6

*1 일7시간

1 주 

（주5 일）

컴퓨터 출판시스템 정의 및 범위 

컴퓨터와 편집디자인의 역할 

매킨토시를 이용한 편집디자인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제작과정 및 웅용

170,000

하계 교육

（컴퓨터그래픽스）

8.3-22
*1 일3시간

3 주
（주5 일）

컴퓨터그래픽스 개요 및 시스템 개요 

매킨토시 개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컴퓨터그래픽스 이론, 실습, 응용 

애니메이션

160,000

6월, 워크샵 예정

교육수강신청안내

1. 신청방법: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동시 납부.

*개발원 내방이 어려울 경우는 아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시키고, 신청서와 함께 입금증사

본을 접수처로 우송하거나 FAX로 발송

국민은행 : 031-25-0000-533
상업은행 : 112-01-212081 FAX : 745-5519
예금주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2. 문의처 및 접수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교육연수부 ll（M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2-2562/3
3. 교육수강료 할인대상（수강료의 20%할인） .

개발원 둥록디자이너/한국포장관리사회 회원

디자인포장 정보이용회원/포장시험실 회원

국공립단체 및 기관/1개업체 5명이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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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호L奖세마나개촤안내

종합품목

• ISF/Int'l Spring Fair（버밍햄 국제 춘계 박람 

회）

1） '92 2. 6-2. 10（매년） 2）National Exhibi

tion Center 3）유리, 도자기, 세라믹, 그래픽, 

문구류, 연하장, 은제품, 장난감, 공예품 자전 

거, 의류, 선물용품, 보석류 4）국제적으로 유 

명한 중소기업위주의 선물용품 및 생활용품 

전문박람회임

• Expo Printemps（브뤼셀 춘계 박람회）

1） ‘92. 3. 31—3. 29（매 년） 2）Paredes Exposi

tions 3）포도주, 식료품, 수공예품, 주방용품, 

가구 4）일반에 공개되는 소비재 위주의 종합 

박람회

• Leipzig Spring Fair（라이프찌 히 춘계 박람회 ）

1） '92. 3. 15-3. 21（매년） 2）Messegelande 

und Messe h^user 3）기계, 설비, 원자재, 소 

비재등 4）통독을 계기로 자본재, 소비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 통독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참가 유망 박람회

• Osaka Infl Trade Fair（오사까 국제 무역 박 

람회）

1） '92. 4（격년） 2）Intex Osaka 3）전기, 전자, 

러】져, 건강관련상품 4）도꾜 국제 박람회와 

교대로 장소를 옮기면서 개최되는 일본최대의 

종합 품목 박람회

• Int'l Trade Fair（로마국제무역박람회）

1） ‘92. 5. 23-6.5（매년） 2）Pallazo dei Cong-

주） 1） 기간（주기） 2） 장소 3）내용 4）성격

ressi 3）종합품목 4）밀라노 국제 박람회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이태리 최대의 종합박람회

가구 ・ 가정용품 ・ 실내장식

• IMM/Int'l Furniture Fair（쾰른 국제가구 박 

람회）

1） '92. 1. 21-1. 26（매년） 2）Messegelande 

3）주방용품 및 가구 4）세계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전으로 공간문화, 첨단디자인 패 션주도의 

전문박람회

• LIFS/London Infl Furniture Show（런던 국제 

가구 박람회）

1） '92. 2（매년） 2）Earls Court 3）7卜구, 으1 

세서리, 실내장식품 4）영국 최대의 가구산업 

전문전으로 주로 구주전문업체가 참가하여 

구주형의 가구디자인 개발 및 품질향상에 기여 

• M6BELM 阳 SAN/Int' 1 Swedish Furniture

Trade Fair（스톡홀름 국제가구 박람회）

1） '92. 2. 5-2. 9（매년） 2）Fairs & Congress 

Center 3）목재, 가구, 조명, 식물류, 실내장식 

품 4）무역업자위주로 개최되며 스웨덴과 외 

국가구 제조업자 및 실내장식디자이너, 건축 

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가구 전문 박람회

• Italian Furniture Exhibition（밀라노가구 박람 

회）

1） '92. 4. 10~4. 15（매년） 2）Centor Fiera di 

Milano 3）가구, 실내장식 가구, 정원용가구 

4）무역업자에게만 공개되며 현대가구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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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됨. 이태리 신개발품 및 디자인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망한 박람회

• IHHS/Int' 1 Hardware and House wares Show 

（버밍햄 국제 하드웨어 및 가정용품 박람 

회）

1） '92 1. 19-1. 22（매년） 2）Nafl Exhibition 

Center 3）하드웨 어, 공구, 가정 용품, 취 미 용품, 

정원가구용품, 정원용 공구등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영국최대 가정용품 및 하드웨어 

전문 박람회

• IDEAL HOME '92/Int'l Home Commodities 

& Services Exhibition（젯다 가정 용품 박람회） 

1） '92. 1. 17-1. 25（매년） 2）Jeddah Infl 

Exhibition Center 3）주방용품, 침실용품, 거 

실용품, 가구, 가정용품 전반 4）사우디 유수의 

가정용품 전문박람회로 가정에서 소요되는 

제반용품을 광범위하게 취급

• Canadian Hardware Houseware & Home Imp- 

rovement Show（카나다 하드웨 어 및 가정용품 

박람회）

1） '92. 2. 9一2. 11（매년） 2）Exhibition Place 

3）하드웨 어, 가정용품 및 선물용품, 레 져용품, 

정원용자재, 운동용품등 4）오랜 전통을 지닌 

하드웨어 및 가정용품 박람회로 북미지역 바 

이어가 내방, 거래상담이 활발함

• MACEF PRIMAVER（밀라노 춘계 가정용품, 

공예품, 선물용품, 금은제품 및 장신구 박람회 ） 

1），92. 2. 14-2. 17（매년） 2）Centro Fiera di 

Milano 3）크리스탈용품, 도자기류, 은제품, 

보석류, 수석, 선물용품, 가정용품, 전자기기, 

시계류 4）춘 - 추계에 걸쳐 2회 개최되며 구 

주지역의 신개발 가정용품이 전시되는 참가 

유망 박람회임

• LARTECNICA（리스본국제 가정용품 박람회） 

1） '92. 4. 22-4. 26（매년） 2）Fairgrounds 3） 

가전제품 가정용기기, 가구, 장식용품, 가정용 

조명기기 4）무역업자 상담위주의 가정용품 

전문박람회

• UD/Household Appliances Fair（상파울로 가정 

용품 박람회）

1） '92. 4（매년） 2）Pavilhao de Exposia把s 3） 

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건축 

자재, 식품류, 화장품, 캠핑 • 사냥 및 낚시도 

구, 시계, 정원용품, 스포츠류, 장난감등 4） 

가정용품 전문박람회로 4월은 상파울로, 9월 

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됨.

• FURNIDEC（데살로니카 국제가구 및 장식박 

람회）

1） '92.3（매년） 2）HELEXPO-Exhibition Ce

nter 3）외부 및 내부장식품, 세라믹 유리그릇, 

호텔용가구, 옥외가구, 조명 4）무역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며 국가관 및 에이전트 형태 

로 참가하는 상무성 후원의 전문박람회

• SK/Int，l Wall & Floor Covering Exhibition（리 

스본 국제 바닥재 박람회）

1） ‘92. 3. 26 - 3. 30（매년） 2）Fairgsounds 3） 

마루, 벽, 장식용 대리석, 세라믹스, 목재, 플 

라스틱 및 코르크바닥재 4）상담위주의 전문

주） 1） 기간（주기） 2） 장소 3） 내용 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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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IEUR—WOHNEN（비 엔나 국제 실내장 

식 및 가구박람회）

1） '92. 3. 14 - 3. 22（매년） 2）Messegelande 

3）가구, 실내장식품전반, 조명기기, 테이블웨 

어등 4）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실내장식 및 

가구박람회

• HABITAT/Decoration & Design Exhibition（발 

렌시아 장식박람회）

1） ' 92.4（매 년） 2）Palacio Ferial 3）가구, 벽 지, 

실내장식용품 4）무역업자에게 공개되는 가 

구장식 및 디자인 전문 박람회

전기 ・ 전자

• ELECTROTEC HAMBURG（함부르크 전기 ・ 

전자 박람회）

1） '92. 1. 22-1. 25（격년） 2）Messege丽de 

3）전자제품, 전기제품, 로보트, 제어 및 계측 

기기 4）무역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며 전 

기 • 전자 부품 및 관련기기, 공구류가 전시 

되는 전문박람회

• INTERNEPCON CHINA（북경 국제 전자 박 

람회）

1） '92. 4（격년） 2）Int'l Exhibition Centre 3） 

반도체, 생산포장가공 조립 및 실험설비 4） 

관련 학술회의도 병행 개최되는 무역업자 상 

담위주의 전자산업 전문 박람회

• Hong Kong ELENEX（홍콩 국제 전기 전자산업

주） 1） 기간（주기） 2）장소 3）내용 4）성격

박람회）

1） '92. 5.13-5.16（격년） 2）Hong Kong Con

vention & Exhibition Center 3）제 어 및 자동 

장치, 스위치 기어, 조명 및 기타 전기설비 4） 

전기 전자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전시하는 전문 

박람회로 바이어 상담위주로 진행됨

포장

• East Pack/The Eastern Packaging Exposition 

& Conference（미동부 포장기자재 박람회） 

1） '92. 3. 3-3. 5（격년） 2）뉴욕, Jacob. K, Ja

vits Convention Center 3）각종기계 및 재료, 

용기류, 병종류, 캡, 호일, 필름, 프린팅 코팅 

및 마킹기계등 4）무역업자 위주의 박람회

• CMM Japan（동경국제 컨비팅기자재 박람회） 

1） ‘92. 4（격년） 2）동경, Makuhari Convention 

Center 3）유연포장기기 종이 및 플라스틱가 

공기계, 그라비아 프린팅 프레스, 라미네이터, 

컨버팅 기계류 4）각종재료를 생산품으로 전 

환시키는 컴버팅기계들이 전시되며 관련 세 

미나도 병행 개최됨

• Swisspak（스위스 국제 포장기자재 박람회） 

'92. 4（매3년） 2）바젤, Schweizer Musterme- 

sse 3）포장재료, 포장기계

• PAKEX/Int'l Packaging Exhibition

1） '92. 5. 31-6. 5（매3년） 2）버밍햄 National 

Exhibition Center 3）포장자재, 기계, 설비, 

시스템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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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상자료실 안내

산업디자인 포장개 발원 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온 국내외 디자인 포장관련 도서 및 슬 

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피쉬 등 첨단 영상자료들이 소 

장되어 있으며 모든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안내 소장자 료

• 열 람 료 : 무료

• 열람시간 : 평일 09： 30~
17 ： 30

토요일 09 ： 30-
12 : 00

• 자료복사:실비복사

• 휴 관 일 : 국경일•공휴일

-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다로그

• 마이크로 피쉬

•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문의 :정보조사부 자료관리과 © 762- 9137



GCDD DESIGN
m 마크제는 일반소비자 및 

vjU 생산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전반에 걸쳐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m 마크는 산업디자인포장 1기丿 진흥법에 의거 상공부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Gocxi Design) 
상품선정제에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전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