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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
무라노 유리공예에 관한 명성은 이미 13세기부터 베네치아에서 서유럽과 동유럽, 중동지역까지
육로 또는 해상교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대부분의 과거 유리공예산업이 규토, 소다 등
의 원료공급지의 주변에 위치하던 경우와는 다르게, 무라노의 경우에 기본 원재료를 모두 인근
이스트리아(Istria) 또는 달마시아(Dalmazia) 해안지역으로부터 조달해야 했다. 따라서 무라노 유
리공예품의 품질과 예술성은 그것의 제조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발생된 세계시장불황, 유사품 및 복제품 확산, 홍보미흡 등으로 인한 상
품 경쟁력 감소, 일자리 부족, 산업 환경 악화 등으로 무라노 유리세공산업은 점차 침체상황에
접어들었다. 이에 전통유리세공기술의 보호와 상품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1994년 ‘무라노 유
리공예 인증마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무라노 유리공계 인증마크의 디자인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는 무라노 유리세공가문 출신의 디자이너 디에고 라짜리니(Diego
Lazzarini)가 디자인 하였다.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이 인증마크는 스티커 형식으로, 인가된
업체에 한해서 제품의 한 쪽면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는 상징로고와 로고상단의 업체의 인가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로고
는 는 유리제품의 공정과정1)에 따라서 적색, 청색으로 구분된다. 적색은 1단계 공정제품이고 청
색은 2단계 공정제품에 해당한다. 상징로고의 이미지는 무라노 장인들이 유리재료를 집거나, 형
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핀셋(보르셀레, Borselle)을 표현한 것이다.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업체의 목록은 뮤라노 유리공예 공식 웹사이트2)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1단계는 모래, 소다 등의 원료 또는 코티소 등을 활용한 유리용해 공정으로 고온에서 발생되는 화학반응
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유리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만들어진 유리제품에 저열
작업을 통하여 장식을 입히는 작업이다.
2) www.muranogl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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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의 디자인

무라노 유리공계 인증마크 관련 주체별 역할
- 유리세공업체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는 무라노섬 지역에 위치한 유리세공업체에 한하여 발급되며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의 사용인가를 얻은 업체는 무라노 유리공예 산업진흥원에 사용비용을 지불
하여야한다.
- 무라노 유리공예 산업진흥원
무라노 유리공예 산업진흥원(Consorzio per la promozione del marchio Vetro artistico
di Murano)은 베네토 지방 법 제2602조와 관련 업체 및 조합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진흥원의 주요 임무는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의 사용인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인가 업체의 목록 작성, 베네토 주청과의 협조 아래 실행되는 인증마크 보호
프로그램 참여, 인증마크 사용규정이행에 관한 감시활동 등이다.
- 무라노 유리공예 산업보호 위원회
무라노 유리공예 산업보호 위원회(Comitato di tutela)는 유리공예 산업진흥원의 인증마크 관
리운영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베네토 지방당국에 탄원서
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베네토 지방의회
베네토 지방의회는 무리노 유리공예 산업진흥원의 연간 운용계획과 관련된 예산비의 40%를 지
원하며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와 관련된 운용 예산비 지원에 관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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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노 유리공계 인증마크의 인증절차
유리공예산업진흥원은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 신청고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한다. 인증마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베네토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들을
유리공예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기업에 관한 신청자격조건 검토를 목적으로 추가
의 구비서류를 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리공예산업진흥원은 신청지원에 관한 행정절차가 완
료되면 이에 대한 결과를 베네토 지방당국에 보고한다.
신청지원을 보고받은 베네토 지방당국은 유리공예 산업보호 위원회 또는 유리공예 산업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마크사용승인에 관한 추가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베네토주는 마크사용 신청서류 제
출일로부터 60일 내에 선정에 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베네토 지방당국으로부터 승인불허판
정을 받은 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결과에 관한 탄원서를 베네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무라노 유리공계 인증마크의 운영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의 사용에 관해서 인가받은 업체는 ‘무라노 유리공예 매뉴얼’에 명시된
인증마크규격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마크는 우편물, 명함,
상품포장지 등의 문구류, 카탈로그, 티비, 라디오, 영화 광고 등의 홍보매체,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 간판 또는 기타 홍보물, 완성된 유리공예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무라노 유리공계 인증마크의 성과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를 통하여 무라노 유리세공
업자들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 유리세공기술의 보호와 상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메이드 인 무라노’라는 무라노 유리공예 인증마크는 무라노인들에게 단순히 제품
생산지라는 인지도 향상의 개념을 넘어 최고 수준의 상품가치에 대한 그들만의 자부심을 상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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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역사지구 보전
1950~60년 이탈리아 역사지구의 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
년 구비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탈리아 ‘역사예술도시협회’(ANCSA‐ Associazione Nazionale
Centri Storico Artistici)에서 무조건적인 보존과 무차별적인 개발의 이론적 논쟁을 종식시킬
최초의 대안이 강구되었으며, ‘구비오 헌장’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구비오 헌장’에서는 ① 도시의
역사적 중심부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기념비적 건축물의 집합체가 아닌 도시의 일부로서 통합적
인 보전대상으로 인식하고 ②보전으로 인한 역사지구 내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③보존대
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④역사지구수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
였다.

볼로냐 역사지구 수복계획
1969년에 발표된 볼로냐 역사지구수복계획(Piano di recupero del centro storico)에서는 구
비오헌장을 근거로 한 역사적 도시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의 범위를 외곽
순환도로3)까지로 확대하였다. 피에르루이지 체르벨라티(Pierluigi Cervellati)4)가 주관한 이 계획
안은 대상지역을 역사지구의 건물유형, 기능, 보존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6개의 구역으
로 구분5)하고 각각의 구역에 대한 보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볼로냐 역사지구 건축물 보전의 내용
- 복원된 역사적 건축물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과거 대표적인 공공시설물로서 활용되었던 볼로냐 대학과 학교, 교회, 수도원 등의 상당수가
국가소유 부동산으로, 1969년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역사적 컨테이
너6)’(historical container)로 분류하였다. 역사적 컨테이너와 연계된 보전계획은 단계별로 나
3) 13세기말에 완성되었던 3차방어성이 있었던 자리로 1889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1906년 성곽을 허물고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었다.
4) Pierluigi Cervellati는 볼로냐 출신의 이탈리아 도시계획가로서 볼로냐 국립대학 및 베니스 건축대학에
서 교수로 제직했다. 1964년~1980년에 볼로냐 자치도시 도시계획가로 일하였다.
5) ①강력한 법적규제를 통한 건축물 복원, ②유연한 법적규제를 통한 건축물 복원, ③건축물 복원을 통한
재활용, ④유연한 법적규제를 통한 건축물 리모델링, ⑤일부만을 남기고 재건축, ⑥건축물 철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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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 추진되었다. 먼저 박물관, 미술전시관, 도서관, 극장 등의 사회문화시설 및 볼로냐 대학을
포함한 기타의 학교시설로 활용되던 건축물의 복원작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2단계사업에서는
이들 건축물을 역사지구 주민을 위한 도서관, 극장, 병원, 유치원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
고 마지막으로 대학시설의 확충 및 시설보수, 녹지공간확보 등의 사업을 3단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옛 건축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60cmX60cm 모듈을 도입
옛 건물을 활용하여 현대식 주거 프로그램에 맞춘 비상계단, 위생시설, 각종 설비 등을 추가적
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입면, 회랑, 지붕 등의 훼손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공간과 부속시설물을 규격화함으로써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를 위하여 근대건축운동 이래에 유럽에서 주거내부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모듈로서 활용
되었던 60cmX60cm 모듈이 적용7)되었다. 그러나 볼로냐에서 시도되었던 주택 모듈화는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의 복원 또는 개·보수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건축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건축주와 설계전문가 사이에 소통의 계기를 만들었다.
- 역사적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서민경제주택계획사업(PEEP, Piano di Edilizia Economica Popolare)을 통하여 공급하는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에서 지정한 건축가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작업이 추진되
었다. 설계구상에서 건축시공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진행단계마다 조합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필로티(pilotis)나 야외시설, 옥상정원 등 주민공
동시설에 대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나 막상 건축시공에 접어들
어서는 건축의 공공성 보단 개인적 요구조건, 취향 등을 주장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8)

6) ‘역사적 컨테이너’(historical container)란 ‘집단적 공간’(collective space)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비오
헌장에서 밝힌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에 대한 관점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문화유산의 보
전은 박제화된 오브제의 보존이 아닌 새롭게 요구되는 도시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역사와
하나가 되는 일종의 실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1919~1933년 독일 데사우에서 알렉산더 클라인(Alxander Klein)이 처음으로 시도한 최소주거공간연구
(Existenz minimum)와 1926년에 마르가레테 슈테 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 Lihotzky)가 개발한
프랑크프루트 주방가구 유니트 계획을 기초로 주택설계의 표준화, 조립식 건축자재활용, 건축시공부품의
모듈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8)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PEEP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일부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주택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주민이 직접 건설현장의 감독
자 또는 노동자를 찾아갔다. 개인적 친분, 친척관계를 이용하여 주택매입자가 설비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소장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 모든 행위가 임대주택의 공간구성을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바꾸기
위해서였다. 계획변동 및 취소, 건설지연 등의 원인으로 건설현장이 마비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복지차원에서의 사회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주택공급의 민영화에
따른 소비자의 주거선택’으로의 전이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로 여겨지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
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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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조나 토르토나 도시재생
콰드리라테로 델라 모다(Quadrilatero della moda)와 함께 밀라노의 패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는 제네럴 일렉트로닉(General Electronic), 오스람(Osram), 네
슬레(Nestle), 안살도(Ansaldo) 등의 대형 공장과 창고, 밀라노 주정부의 송전소, 노동자를 위한
주거·상업 시설이 입지한 산업지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산업구조의 변화와 1970년대 오
일쇼크 등으로 산업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80년대 밀라노의 디자인 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낙후된 조나 토르토나에 다시 새로
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밀라노 대성당(Duomo di Milano)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유휴공간이 많은 조나 토르토나는 새로운 제작 및 작업공간을 원하는 디
자인 업체와 예술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였다. 조나 토르토나의 버려진 산업유휴시설로 디자인
및 관련 업종이 모여들고, 다양한 예술가 집단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게
되었다.

조나 토르토나 지역재생의 내용
조나 토르토나 지역재생의 첫 걸음은 패션 디자인에서부터 현대미술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가로 구성된 슈퍼 스튜디오 그룹(Superstudio Group)이 이곳에
슈퍼 스튜디오 13(Superstudio 13)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 옛 샹들리에 제조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개점한 슈퍼 스튜디오 13에서는 이곳에 정착하여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슈퍼 스튜디오 그룹은 2000년 종합전시관인
슈퍼 스튜디오 퓨(Superstudio PIU)를 건립하고 각종 디자인 행사, 전시회, 박람회, 패션쇼,
공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슈퍼 스튜디오 그룹의 지원활동으로 조나 토르토나에 스튜디오, 작업공간, 쇼룸, 광고 및
홍보대행사의 사무실, 아울렛 및 아틀리에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업체와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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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면서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과 외부 바이어(buyer)를 상대하기 위한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밀라노 시정부도 1990년 철도회사 안살도의 대형공장을
스칼라극장(Teatro alla Scala)의 무대 제작실 겸 리허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조나 토르토나의 지역재생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조나 토르토나 지역재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유휴시설의 구조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주요하였지만, 무엇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나
토르토나의 건축적·도시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주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유휴시설이 건축법상 전면 철거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정과 안뜰,
그리고 로프트(Loft)로 대변되는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보존하여 리모델링하였다.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선로마저도 패션모델의 런어웨이 무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조나 토르토나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밀라노 가구박람회 동안 밀라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개최되는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
행사를 통하여 디자인을 주축으로 한 창조산업의 집적지로서 조나 토르토나의 지역홍보를 위하여
‘조나 토르토나 디자인(Zona Tortona Design)’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2002년 민간
마케팅 업체를 주축으로 지역로고 및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고 푸오리살로네 기간 동안 관련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매년
푸오리살로네 기간에만 약 1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조나 토르토나를 찾게 되었다. 또한
야외에서 개최하는 푸오리살로네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재발견되었고, 이를 다시 정비하여 활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는 민간 컨설팅업체 토르토나 로케이션스(Tortona Locations)가 토르토나 디자인
위크(Tortona Design Week) 등 조나 토르토나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맞춰 이곳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작은
가판대부터 크게는 대형 유휴 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대한 임대정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가용자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공통 및 관련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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