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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전개된 양상을 

추적하여, 동시대 디자인 제반 현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타일링’의 차원을 넘어 디자인의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디자인 제반 현상은 여전히 (외면의 개선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제일의 가치로 두는) ‘산업’의 관점에서 기획·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풍토는, 디자인의 영역을 인간 생활에 깊게 관여하는 

시각문화의 한 축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채 그 역할을 피상적, 제한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의 연원과 그 전개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반적으로 1960-70년대 전후戰後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디자인 기관’의 

활동과 그 ‘기관지機關紙’의 내용에 주목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당시 한국 정부의 디자인 인식과 그에 기초한 디자인 진흥 정책이, 오늘날 

발견할 수 있는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의 근간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크게 네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1960년대의 사회 전반의 상황과 디자인 관련 용어들의 쓰임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의 집권 후,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경제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배경 상황과 디자인(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양적 성장 중심 체제로부터 ‘질적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간접적,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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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새로운 화두의 하나로 등장했던 

모습에 주목하였다. 이에 더해, 당대 빈번히 쓰였던 ‘도안圖案’, ‘의장意匠’, 

‘응용미술應用美術’, ‘생활미술生活美術’, ‘산업미술産業美術’, ‘상업미술商業美術’ 과 같은 

단어들의 실질적 용례와 특성을 살폈다.

이어 III장에서는 1969년에 활동한 디자인 기관 한국수출디자인센터와 

여기서 발행한 잡지 『계간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966년에 최초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로 출발한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수출 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 개선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배경과, 그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또 잡지 『계간 디자인』에 내포된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을 잡지 내외부의 관련 자료와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1970년에 출범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과 

설립 후 활동 내용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소수 정치 

권력자의 의지에 기인해 강제적으로 통합·출범한 일련의 센터 설립 과정과, 

설립 후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에 치중하며 수출 증대를 위해 디자인 계몽의 

논리에 충실했던 센터의 활동 내용을 살펴, 7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된 디자인 

진흥의 방향과 그 기저의 디자인 인식 및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마지막인 V장에서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발행한 잡지 

『디자인·포장』의 디자인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1970년대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잡지에 등장한 주요어와 디자인 개념의 변화 양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서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한국의 ‘디자인’과 그 

개념이 경제성장 및 수출증대와 같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 아래에서 한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국가주의적’ 성격을 부여받으며 형성된 후, 점차 ‘산업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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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으로 고착된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대적 디자인 개념의 형성 및 그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동시대 

디자인 제반 현상과 그 근본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디자인이 인간 

삶의 근원과 연결되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를 다룬 이 연구가 관련된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1960-70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 산업디자인, 국가주의

학번 : 2013-21227





V

국문초록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머리말  

II. 1960년대의 사회상과 용어 ‘디자인’ 의 일반화

    1. 수출 확대를 위한 질적 경제성장 정책의 대두와 디자인

    2. 용어 ‘디자인’의 확산과 디자인 유사 용어의 쓰임

III. 『계간 디자인』과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형성

    1.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역할과 그 한계

    2. 『계간 디자인』의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

IV.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과 활동

    1.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2. 197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활동과 그 특징

V. 『디자인·포장』과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의 전개

    1. 1970년대 전반기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강화 

    2. 1970년대 후반기 산업중심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고착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목차

I

V

VI

VII

1

13

14

19

31

32

43

51

52

61

73

75

87

99

107

113



VI

[표 1]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표 2] 신문기사에 등장한 ‘디자인’과 ‘데자인’ 용어의 연도별 횟수

[표 3] 1969년도 KDC활동일람표 

[표 4] 수출 Claim의 발생원인 통계표 

[표 5]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분야 연도별 사업실적 

[표 6]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사업실적표

[표 7]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세미나 실적

[표 8]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분야 연수 실적

[표 9] 『디자인·포장』 창간호 기사 구성 

[표 10] 1970-74 『디자인·포장』 권호별 포장 기사의 비율

[표 11] 『계간디자인』 권호별 기사목록

[표 12] 1970-79 『디자인·포장』 기사제목 중 ‘industrial design’ 관련 

3개 용어의 등장 횟수

[표 13]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변천과정

표목차

3

29

36

53

63

66

70

71

76

84

85

89

92



VII

[그림1] 「그래픽디자인 시각전달 세미나」

[그림2] 「공군창설20돌우표」

[그림3] 「데자인」

[그림4] 「새로 조정된 대학학과」

[그림5] 「스폰서 없는 산업미술」

[그림6] 「실생활속에 파고든 작품 김효 그래픽전」

[그림7] 한홍택 모던 데자인전 포스터

[그림8] 「바라보는눈 입고싶은눈-김경양 데자인쑈 성황」

[그림9]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그림10] 미술수출 휘호와 국민교육헌장

[그림11] 「특집좌담: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

[그림12] 「해외시장개척노력」

[그림13] 1970년 2월 7일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그림1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해태 김 포장디자인

[그림1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민속공예품 디자인

[그림16]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양송이통조림 포장 

디자인

[그림1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도자 제품 디자인

[그림18] 1970년 5월 25일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조직구성

[그림19] 「센터화보」

[그림20] 「72월드 스타아 출품작연구」

[그림21] 「권두언」

[그림22] 「창조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독자적인 작품개발을」

[그림23] 「우리나라 상품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광범위한 활동을」

[그림24] ‘유비무환’

[그림25] ‘수출상품은 국력총화의 예술품’

[그림26]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그림27]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그림목차

22

22

25

26

26

27

27

27

35

45

48

55

56

64

64

65

65

67

68

68

78

80

80

82

83

91

95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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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전개된 양상을 

추적하여, 동시대 디자인 제반 현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디자인의 확장된 범주와 역할 및 그 쓰임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일상 삶에 깊이 

관여하는 문화적 대상이라는 주장1이 제기된 이래,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부처들도 이와 같은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9년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디자인 자체가 문화적 현상이자 문화상품”이라는 

인식 아래,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2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3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일상 

속 문화적 삶과 국민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1 “결과적으로 그 동안 디자인은 점차 일부 산업에 치우친 전문 영역으로 인식된 반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화적 의미’를 담아내는 데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문화적 삶의 

생성에 관여하는 디자인의 본래 의미가 축소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1997, ⅹ쪽 참조.

2 “그동안 디자인을 전문가들(디자이너들)에게 맡겨야 할 뭔가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디자인이 개별 제품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디자인 자체가 문화적 현상이자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디자인산업은 

대표적인 소프트산업이자 창조산업이며, 영국을 비롯한 디자인 선진국에서도 문화 중심의 

디자인정책으로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09 공공디자인 세미나 – 

공공디자인은 문화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3월 25일. 

3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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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으로 

한국 디자인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6도 오늘날 

디자인의 역할을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이 “삶의 질 향상 수단”으로 진단하며,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인식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현재

개념 형태와 색상(스타일링)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문제해결

역할 수출 진흥 수단 삶의 질 향상 수단

대상 제품(시각을 통한 물성) 생활환경(국가, 기업 등) 이미지(오감을 통한감성)

성격 제조업 지원(제조업체 단순용역) 지식서비스산업(Total Solution 제공)

판매대상 제품(기능과 품질) 경험가치(제품+서비스+이미지)

가치사슬 R&D 의 마무리 Value Chain의 전 분야

주 부가가치 생산(조립·가공) 단계
생산 전 단계(R&D, 디자인) 

생산 후 단계(물류, 마케팅)

[표 1]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 9쪽. 7

이와 같이 디자인은 점차 ‘문화’ 영역으로 그 인식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가치와 긴밀히 

연관되어 다루어져 온 한국 디자인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해 반성적 성찰이 

4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은 ‘디자인이 있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일상 속 문화적 삶과 국민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5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그 중 국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통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 5조 참조.

6 2015년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11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다.

7 위 표에서도 디자인은 여전히 ‘산업’적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을 더욱 넓은 시각에서 다루려는 전반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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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디자인 개념 전반의 재정립을 통해 관련 

행정기관과 이하 정책 담당자들의 근본 인식이 ‘산업’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적’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8

이러한 흐름이 반증해 주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디자인은 

‘포장’과 ‘산업디자인’의 기치 아래 대상 물품의 겉모양을 가꾸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교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인식은 경제 

성장에 집중하던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해 근래까지 이어져 왔으며, 그 

기간 동안 디자인은 주로 수출증대와 같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아 왔던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정부기관으로서 디자인 진흥기관의 이름이다. 

한국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인 한국공예시범소(1957)9의 폐소 이후, 1966년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1969년부터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으며, 1970년에 새롭게 통합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1991년에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1997년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디자인 진흥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수출’, ‘포장’, ‘산업’ 등의 

용어를 기관 활동의 주요 지표로 정하고 이와 관계된 영역의 디자인 진흥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물론 2015년 현재 디자인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 영역과 

8 정봉금,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2쪽 참조.

9 “1957년 미국인 노만 디 한(Norman R. De Haan)을 디렉터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디자인 

진흥기관으로, 상공부 주관하에 미국 대외경제협조처(USOM)과 주한 유엔군 사령부, 미국 

국제협조처(ICA)가 재원을 뒷받침하고 미국에서 온 4명의 디자이너와 한국 내 각 미술대학의 

졸업생 및 졸업반 학생 10여명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서울 태평로 구 중앙산업 건물에 

개설하였던 일종의 디자인 진흥기관이자 연구소였다.” 김민수,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년대-1960년대」, 『조형』, 18,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5,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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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진흥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10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 기관은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한국공예문화진흥원과 2008년 

설립된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 통합된 것으로 비교적 그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난 2000년 이후로 서서히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근래들어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목격할 수 있는 디자인 제반 현상들(공공디자인 

사업, 제품이나 광고 혹은 그래픽 등의 디자인 산업, 제도권 디자인 교육 및 

세미나, 디자인 이론 및 저술 등) 중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적 잠재가치를 제일로 

간주하는 ‘산업 중심의 디자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정치·경제 상황 아래에서 일부 경제전문지는 

디자인이 대상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추앙하며 디자인을 경제적, 산업적 수익창출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11 또한 최근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적 효능이 이에 찬동하는 근거로서 

거론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디자인의 

이름 아래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디자인 사업의 상당 수는, 사실상 관광수입 

1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 진흥을 통하여 한국 

공예와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소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 2015년 6월 18일 검색.

11 “... 이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포커스를 맞춘 

‘창조경제’가 지향해야 할 나침반과 같다. ‘디자인’이라는 마법이 상품의 가치를 얼마나 

무한하게 확장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 또한 디자인창조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 확보를 통한 가치창출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보듯 언뜻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둥근 모서리 하나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돌아오는 것에서 보듯 디자인 아이디어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Re-imagine, 

디자인으로>창조경제의 '기초학문'… 디자인, 디자인의 틀을 깨라」,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2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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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나 볼거리 제공 등의 외면적 목표를 중시한 랜드마크 만들기식 토목건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12 물론 시민 안전과 장소성, 조형적 

가치 등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는 디자인 사업도 있지만,13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산업’의 굴레 안에서 디자인을 

수단화 하고 있는 주체들 역시 디자이너를 '예쁘게만 만드는 사람'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고루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14 디자인을 대상의 외관에만 관련한 것으로 보는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기완성된 대상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마법’과 

같은 수단으로 여기는 모순적 행태는 이들의 디자인 인식이 여전히 ‘경제’와 

‘산업’의 테두리 안에 고착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간 ‘산업’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디자인 개념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이라는 양적 성장의 명제가 

우선시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디자인의 기능과 효과, 또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되는데 기여한 것은 한국 정부, 혹은 입법 및 행정권력의 디자인 

관련 활동이었던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디자인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본 디자인진흥기관 명칭 변천 사례에 

더해 디자인 법령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1977년에 

최초로 제정된 디자인·포장진흥법은, 1991년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12 다음의 기사를 참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괴물인가」, 『경향신문』, 2014년 3월 20일. 

「시민은 없었다… 치장에 눈 멀었던 ‘디자인 서울’」, 『한국일보』, 2012년 6월 29일. 「중랑천 

가로지르는 ‘1000억짜리 욕망’」, 『한겨레신문』, 2014년 2월 26일. 

13 「울산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문체부 공공디자인상」, 『뉴스1』, 2014년 11월 4일.

14 『헤럴드경제』,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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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며 ‘산업디자인’이 제품·환경·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거의 모든 디자인 영역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 내용을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15 또한 두 개의 디자인법 중 또 다른 

하나이자, 의장법을 전신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역시 “국가산업발달에 

기여”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16 국가적 입법 및 행정 

시스템에 의해 제정되고 유지되어 온 이같은 디자인 법령들은 한국 사회에 널리 

고착되어 있는 산업 중심 디자인 인식의 근원을 드러내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의 형성 과정 및 전개 양상을 정부 또는 국가 

권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추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현재의 

디자인 개념에 대해 비판적, 반성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것이 

형성되고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거시적으로 국가 전반의 상황에서부터 미시적으로 디자인계 내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문화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면밀하고 깊은 층위로 연구문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60-70년대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쓰이기 시작한 때로 알려져 있으며,17 또 

한국 디자인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15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4년 12월 30일 개정,  2015년3월10일 검색.

16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 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3년 5월 28일 개정, 2015년 3월 10일 검색.

17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 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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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1969년에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며 『계간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잡지를 발행한 바 있다. 1970년 5월에는 상공부 주도 아래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 센터는 같은 해 11월부터 잡지 

『디자인·포장』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 1976년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 전문 잡지 월간 『디자인』이 창간되었으며, 1977년에는 최초의 

디자인법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60-

70년대에는 디자인 분야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6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정치·사회·경제의 변화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고 쓰여진 내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60-70년대 한국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디자인계의 동향 및 디자인 진흥 

기관들의 활동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 해당 

시기의 신문과 잡지, 단행본 등 문헌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디자인 진흥기관들의 활동을 연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 연구가 한국 

디자인의 전개 과정이 다분히 국가주도적이었다는 전제적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문헌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정한 개념을 

추적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당대에 쓰인 글을 살피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자료 중에서는 디자인 기관이 발행한 기관지機關紙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청와대나 상공부 등의 국가 핵심 권력 기관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개된 당시의 디자인 정책과 이에 기인해 형성된 디자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으로서 디자인 진흥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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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정기적으로 발행된 문헌자료가 기관지 이외에 많지 않았던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주목한 기관지는 다음의 두 잡지이다. 첫째는 『계간 

디자인』으로,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1969년 8월부터 발행을 시작해 1970년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흡수통합되기 전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잡지는 현재 확인이 가능한 한국 최초의 디자인 전문지이자 기관지이며,18 

당대의 디자인 인식과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펴낸 『디자인·포장』으로, 1970년 

11월부터 1983년 2월까지 총 65권을 발행한 잡지이다. 이 잡지는 『계간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준 정부기관의 기관지이며, 1970년대 디자인계의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한 디자인 전문 잡지라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디자인 잡지로 손꼽히는 월간 『디자인』은 1976년부터 

발행되었고, 초기에는 실내디자인 전문지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에 

디자인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공식 정기간행물은 『디자인·포장』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디자인·포장』은 1983년부터 제호를 

『산업디자인』으로 바꾸어 발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 하나인, ‘산업중심적 디자인 개념’의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기도 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전개되어 온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하며, 1960-70년대 디자인 개념이 ‘국가주의’의 

18 1957년부터 1960년까지 활동한 한국공예시범소(KHDC: 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에서 『Korea Industrial Design』이라는 제목의 월보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지만 

현재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민철홍과 한국 산업디자인 40년』, 미진사, 1994,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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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19으로 지칭하였다. 

한국 디자인이 다분히 관官(국가 혹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정부 

혹은 국가권력이 디자인 발전을 ‘주도’한 차원을 초월해, 디자인의 기능과 

효과를 국가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맥락으로 한정시키며 절대적 목적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 사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 III장 2절에서 다루었다.

그간 정부 주도아래 전개되어 온 한국 디자인(정책)은 나름의 공과功過가 

있다고 보며, 관점에 따라 그 결과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또 경제 혹은 산업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이해하고 다루는 

현상을 잘못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흐름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정부 주도 아래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에 기반한 정책이 

지속된 결과, 디자인을 협소한 의미 범위(대상물품의 기능적, 심미적 효과 

차원)에 관계한 기교적 수단에 가깝게 인식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 디자인 정책 

추진에 따른 표면적 결과의 장단長短 보다, 그것이 디자인의 범위나 기능, 목적과 

같은 ‘개념’적 차원에 영향을 주었음에 주목하여, 이와 관계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산업’ 중심 디자인 제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정부 주도로 추진된 디자인 정책, 혹은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 개념은 한국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 

19 이와 같은 용어를 다음의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최범, 『한국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안그라픽스, 2013,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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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이 연구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서며 디자인이 대량생산과 마케팅, 소비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되기 시작한 이후, 많은 나라들이 국제교역의 성공을 

위해 디자인의 역할을 산업 내부에 두고, 정부 주도의 디자인 진흥 조직을 

결성 및 지원하였다.20 예컨대 영국의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영국 산업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21 1944년 산업디자인 진흥원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을 설립했던 역사가 있으며, 일본도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1928년에 산업미술연구원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Industrial Arts을 설립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미 1907년에 “독일 상품의 디자인과 품질 개선”22을 목표로 

두고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을 설립해 디자인 산업의 확산과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이 독일공작연맹의 활동은 모범적 

사례로 꼽혀 주변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외 사례들의 경우, 각각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논외로 두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해외 사례와 

한국의 비교를 목적으로 두고있지 않으며, 한국 내부에서 전개된 디자인 개념의 

형성 및 변화 양상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디자인 진흥기관의 기관지 『계간 디자인』과 

『디자인·포장』 등 1960-70년대의 디자인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디자인 

기관의 활동, 또 이에 얽힌 정치·경제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 

한국에서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고 전개되어온 궤적을 상세히 추적해 

20 페니스파크(이순혁 옮김), 『20세기의 디자인과 문화』, 까치, 1995, 79쪽 참조.

21 F. McCarthy, A History of British Design 1830-1970, Allen & Unwin, 1979, p.13. 

페니스파크, 위의 책, 79쪽에서 재인용.

22 J. Campbell, The German Werkbund: The Politics of Reform in the Applied Ar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 10. 페니스파크, 위의 책, 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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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제반 현상들과 그 

기저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1960년대의 사회상과 용어 ‘디자인’의 일반화

1. 수출 확대를 위한 질적 경제성장 정책의 대두와 디자인

2. 용어 ‘디자인’의 확산과 디자인 유사 용어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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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60년대의 사회상과 용어 ‘디자인’의 일반화

1960-70년대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다루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60년대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권력이나 산업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어져 온 한국 디자인의 특성상 사회, 정치, 경제의 

맥락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1960년대와 

70년대는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의 1절에서는 

1960년대 당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배경 상황이 디자인 개념의 형성 

및 일반화 과정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피고, 이어 2절에서 '디자인'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던 몇몇 용어들의 용례와 의미를 함께 살펴 해당 

시기의 디자인 개념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수출 확대를 위한 질적 경제성장 정책의 대두와 디자인

한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진행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외화 획득에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기 시작했다.23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반에 논의되었던 

‘경제자립화’24 지향 정책은 통화개혁의 실패 이후 점차 포기하는 추세로 

23 공제욱, 「박정희 정권 초기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과정과 재벌」, 공제욱·조석곤 공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한울 아카데미, 2005, 87-88쪽 참조.

24 “농업 육성을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전략.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완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19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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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갔고, 1963년과 64년을 거치며 점차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외부의존적인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옮겨가게 되었다.25 이에 더해 당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수출주도형 전략 채택 이전부터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이후 1963년부터 수출 총액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1965년 당시에는 1억 7천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맹신’26이 형성될만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1964년 10월에 ‘수출제일주의’27를 언급하는 한편 

1억달러 수출을 기념해 그 해 12월 5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는 등 1964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5년을 

기점으로 수출제일주의의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매 해 과도한 

수출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한 후 이의 달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몇 가지 대내외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28 또한 지속되는 

물질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모방직공업 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출 성장세는 

기대와 달리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속되지 않았다.29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 

백산서당, 1999, 105-106쪽.

25 공제욱, 앞의 글, 87쪽 참조.

26 이완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19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127쪽 참조.

27 박정희, 「무역진흥공사 수출센터 국내전시관에 상시 게시할 메시지」, 1964년 10월 5일,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965, 227쪽. 이완범, “위의 글”, 126쪽에서 재인용.

28 1960년대 한국이 유지하던 가공무역형 공업구조는 저임노동력의 공급과 대외교역환경의 

호조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 요건들이 충족되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자 임금은 1967년부터 빠르게 상승했으며,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따라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차 미국 중심의 국제적 

정책협조체계가 와해되며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최용호,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83-84쪽 참조.

29 오원철, 「산업전략 군단사 38편: 수출드라이브에 디자인도 전략화」, 『한국경제신문』,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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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관료들은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결과로 진행된 

양적 성장중심 전략의 한계를 절감하고 상품의 외관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상공부 공업 제 1국장이었으며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오원철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수출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유는 딴 곳에 있었던 

것이다. 양복지는 고급 생활필수품이다. 어떤 의미에선 사치품에 속한다. 값이 

싸다고 무한정 팔리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사가는 사람의 기호, 촉감, 색상, 

디자인 문제에 걸린 것이다. 이런 점이 우수하면 값이 싸다, 비싸다 따지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미술적 소양이 부족한 것이었다. 촌놈 냄새를 

빼야 팔리는 것이다. 나도 촌놈이구나 하고 느끼는 바가 컸다. 이 때야 비로소 

'디자인도 국력이다' 라고 느낀 것이다.”30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1965년 9월 13일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디자인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공예기술연구소(가칭)의 설립과, 디자인 

전람회의 개최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66년 6월 1일  상공부 

주최로 전국 규모의 디자인 전람회인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이어 6월 4일에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60년대 후반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상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라는 현실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시기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물질 재화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방식을 벗어나 간접적이고 부가적인 영역으로의 

방향전환, 즉 질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 모색 차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월 29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7), 27-28쪽에서 재인용.

30 오원철,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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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노선 변경은 상품 수출의 차원을 넘어 경제발전 계획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제2경제론'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967년 11월 6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간경제동향 브리핑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2경제’라는 화두를 제시한 후 

이듬해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장의 건설, 생산 

수출의 신장 등 생산에 직결되는 경제행위가 ‘제1의 경제’라면 여가의 이용, 

경제정책에의 협조,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에 기여하겠다는 정신 등을 ‘제2의 

경제’라고 설명했다.31 또 1968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제2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 등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조를 말한다고 밝혔다.32 

이처럼 ‘제2경제론’은 ‘제1경제’나 당시 진행되었던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론’과는 달리 새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통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형성을 의미한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정신과 소질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33 게다가 이러한 구호는 단지 의식적인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및 통제 행위로 이어졌다. 정부는 

제2경제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제2경제운동 

실천 국민대회와 각 직장별 실천 모임 등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34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민교육헌장 제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설치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러한 주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시기에 수출 확대 및 경제발전을 

31 「제2의경제란」, 『경향신문』, 1968년 1월 8일, 2면.

32 대통령비서실, 「연두기자회견」, 『박정희대통령연설문(1968)』, 1969, 37쪽, 393쪽. 신주백, 

「국민교육헌장의 역사(1968-199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45, 2005, 298쪽에서 재인용. 

33 林貝洳, 「1970년대 초 한국경제정책 변화가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쪽.

34 김한종,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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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 전반이 정신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더욱 간접적이고 부가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상황은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화두로 ‘디자인’이 

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후, 수출 전략의 전환에 

따라 형성된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 과정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에 

실린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1차 계획을 통한 이러한 성장은 다른 한 편으로 경제 체질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들이 2차 5개년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속적인 수출 신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과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즉, 1차 계획 

기간중의 수출 정책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품의 질적 개선 보다는 

실적 위주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출 기업측에 

요구되는 품질 정책이 부재하였다는 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특히 수출 산업의 

기술 축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 노동 집약적 수출 상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품질 정책의 부재는 여러가지로 국제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 

것이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 개선을 통한 수출 상품의 품질 향상이었다. … 

나아가 종래의 노동 집약적 1차산품 중심으로부터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의 가장 

관건이 되는 디자인과 포장 문제는 당시 우리의 수출 확대 정책에 있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35 

이처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은 ‘디자인’에 

3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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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 수반된 산업생산 

영역과 디자인의 전면적인 결합은 이전의 전통 공예 개념이나 응용미술개념과는 

차별화된 현대적 ‘디자인’ 개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36 그러나 한편으로 

이 새로운 디자인 개념은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었던 동시에, 

‘산업’이라는 주제범위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한계를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

2. 용어 ‘디자인’의 확산과 디자인 유사 용어의 쓰임

디자인과 디자인 유사 용어의 쓰임에 관한 문제는 1960-70년대의 시기를 

분절적으로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19세기 말까지 시기적 범위를 

넓혀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1960년대 당시 ‘디자인’을 비롯한 디자인 유사 용어의 실질적 용례를 

파악하는 것에 더욱 주목하며 필요에 따라 이전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디자인’은 구체적 조형행위로서의 디자인 행위나 그 결과물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기’와 ‘설계’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삶의 문화적 의미를 담는 해석과 창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의 폭을 넓혀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조형造形과 

관계없는 일상적 상황과 맥락에서 쓰이는 모습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디자인의 하위 장르를 구분하는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단어가 실제적 디자인 행위와 관계한 측면을 지칭한다면, 도시나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류의 구호에서 디자인은 일반적인 ‘계획하기’에 가까운 의미를 

36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1976,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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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그런데 1960년대를 다룬 몇몇의 연구에서 당시에 이미 ‘디자인’과 

‘디자이너’란 용어가 서서히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37 정부 

기관으로 한정해 보았을 때, 기관명에 ‘디자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6년에 

출범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경우였다. 하지만 여기서의 디자인은 

‘공예’라는 인접 장르의 명칭과 함께 상보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념어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에 문교부와 한글학회 등에서 진행했던 우리말 순화 운동 등과 

관련해 외래어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쓰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38 당시 가장 활발하게 상업적 디자인 활동을 진행했던 제약업계와 

전자제품 제조업계 내부에서 ‘디자인’을 쓰지 않는 대신 ‘도안’과 ‘의장’이란 

용어를 썼고, 디자인 관련 전공과정의 명칭이 ‘도안과’나 ‘응용미술과’였다는 

사실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공예기술연구소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등 정부에서 만든 디자인 진흥 기구와 디자인 전람회 

등의 명칭(가칭)에 ‘디자인’이 빠져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1960년대까지 ‘디자인’은 하나의 용어로서 안정적인 쓰임새를 

가지지 못했던 상태였다. 때문에 ‘디자인’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디자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몇 개의 용어들도 함께 빈번히 쓰였는데, 

37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은 1960년대 초반부터 발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디자이너라고 하는 명칭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기의 정치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경제 개발 계획과 생산 증대, 수출 진흥이라는 슬로건이 되어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 되었으며, 생산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념은 더욱 예술과 산업의 결합이라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정시화, 위의 책, 29쪽.

38 “이 시기는 사실상 서양 외래어 투 용어 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 이때에도 

일본어 투와 어려운 한자어 순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최용기, 「광복 이후 외래어 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호, 2002,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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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19세기 말부터 사용해오던 ‘도안圖案’, ‘의장意匠’ 을 비롯해 

‘응용미술應用美術’, ‘생활미술生活美術’, ‘산업미술産業美術’, ‘상업미술商業美術’등의 

단어들이었다. 이 각각의 단어들은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쓰임새는 서로 조금씩 달랐다.

먼저 ‘도안’의 경우 일본에서 ‘디자인Design’의 번역어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9 공식적으로는 1877년 우에노 공원에서 개최된 제 1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 관련 문서에 최초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이후 한국으로 건너온 이 용어는, 오랜 기간 동안 한일 양국에서 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단어였다. 그런데 1960년대의 용례에 한정해보면, 

도안은 우표나 화폐와 같은 평면적 대상에 삽입되는 무늬 및 그림의 형태를 

지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안의 국소적 쓰임새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시기에 이미 디자인 영역의 격을 낮추는 비전문 용어로 쓰이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당시 도안은 그림 1과 같이 

오늘날의 디자인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래픽 디자인’ 분야와 가까운 의미로 

쓰였으며, 경우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평면적 대상의 설계안이나 시안, 밑그림과 

같은 국소적 전문 행위와 그 결과물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1

‘의장’은 조직의 명칭이나, 제도적 용어 등 더욱 공식적인 경우에 

39 일본에서 ‘도안’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1873년 

빈 만국박람회 시기를 전후해 노토미 가이지로(納富介次郞)가 만든 것이라 전해진다. 신유미, 

「한일 근대 공예도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11 쪽 참조.

40 노유니아,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11쪽 참조.

41 “오늘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공예와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장식무늬를 그리거나 일상 생활 

용품의 모양을 고안하고 채색하여 맵시 있게 만들 수 있게 평면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일로서 

일제시대부터 도안이라고 말했다. 주제 자체가 표면장식이나 포스터와 같이 평면적인 것일 

때에는 특히 도안이라고 말했고…” 정시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 

『조형』, 17,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4,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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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공군창설20돌우표」, 『동아일보』, 1969년 

9월 29일, 3면.

「공군창설 20돌 우표」

체신부는 10월 1일의 

공군창설 20주년을 맞아 

그라비야 인쇄로 F5A기와 

팬톰기를 도안으로 한 

10원권 기념우표 2종 모두 

삼백만장을 발매한다. (후략)

[그림1] 「그래픽디자인 시각전달 세미나」, 『동아일보』, 1966년 9월 29일, 5면.

「그래픽디자인 시각전달 세미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수출상품미술도안담당 고문으로 내한한 미국의 저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데어도어·존스」씨. (중략) 20여명의 한국 각 기업체의 

상품·광고 도안 담당자와 미술가 및 「유솜」 담당직원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한국인 실무 도안담당자들은 주로 기업주들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와 

디자이너들 자체를 위한 협의체 및 책자발간의 피요성을 강조했고,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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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최초 제정시 

‘의장법’이었으며,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42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었다. 또 60년대 후반 광고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제약업계 광고 디자인 담당 부서 및 직책의 명칭이 선전부 

‘광고과장’ 혹은 ‘의장과장’이었으며, 이러한 명칭을 정할 때 ‘도안’에 비해 

‘의장’이 선호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43 따라서 앞선 설명과 같이 도안이 

보다 국소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표현이었다면, 의장은 더 넓은 범위를 

다루며 공식적인 경우 혹은 품격있는 전문영역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888년 제정된 의장법을 비롯해 법률적, 제도적 맥락에서 ‘의장’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44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과 공식문서 등을 통해 용어 ‘의장’이 특허와 저작권 등 법률적 

맥락에서 빈번히 쓰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일병탄 직전인 1908년 설립되어 

일종의 국가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도 ‘의장’이 

쓰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소의 활동방향을 담은 문구에는 “제조법은 

비록 개량할지라도 의장은 총히 조선식으로 할 것”45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의장’이 대상의 형상과 스타일을 의미하며 격식을 갖춘 문구에 주로 

42 의장법 제 2조(등록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961년 12월 31일 제정, 

2015년 6월 8일 검색.

43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 

57쪽 참조.

44 일본은 1888년 일본 최초의 디자인법이라 할 수 있는 의장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도 그 

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심의 당시 원로원에서는 영어 ‘Design’에 대응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 ‘의장’을 사용한다고 논의한 내용이 전해진다.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第3 章 意匠条例の制定, 意匠制度 120 年通史, 2009, 11 쪽 참조.

45 최공호,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고문화』, 34, 1989, 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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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던 표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응용미술’, ‘생활미술’, ‘산업미술’, ‘상업미술’ 등의 단어들도 오늘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이 중 ‘응용미술’은 그림 3의 기사와 같이 

“그릇 컵 등의 데자인, 옷감들의 새로운 무늬, 공예품들의 새로운 모형, 

악세사리 등의 모형 또는 실내장식, 상업장치 사업용 선전용 포스타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46 ‘디자인 전반’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으며, 주로 

대학의 학과명으로 쓰이면서 그 쓰임새를 넓혀갔다. 또 1950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안과가 최초로 그 명칭을 응용미술과로 변경47한 이래로 다른 

학교들도 ‘응용미술’을 학과명으로 쓰기 시작했다. ‘생활미술’은 ‘응용미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몇몇 여자대학에서 학과명으로 쓰였으나,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점차 ‘응용미술’로 통일되었다. 당시에 대학 학과명의 

변화상에 대해 정리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사년제 대학의 공예학과工藝學科, 

도안과圖案科, 공업도안과工業圖案科, 응용미술과應用美術科, 생활미술학과生活美術學科, 

장식미술과裝飾美術科, 가정공예학과家庭工藝學科, 미술공예학과 美術工藝學科, 자수과, 

보도예술학과報道藝術學科, 의상학과 등이 모두 응용미술학과應用美術學科로 

바뀌어갔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4]

이에 비해 산업미술과 상업미술은 산업활동 및 상업활동에 관계된 

미술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쓰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기도 했다. 예컨대 해방 후 

46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두 가지를 통칭할 때에는 응용미술이라고 불렀으며...” 정시화, 앞의 

글(각주 41), 83쪽.

47 서울대학교 도안과는 1950년 봄학기에 과명칭이 응용미술과로 바뀌었으나 6.25 동란이 

일어나 학교 기능이 마비되었고, 1951년부터 부산 송도에서 ‘전시연합학교’의 체제로 

지속되었다. 후에 응용미술과의 전공 분류가 ‘교과목 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6년 경부터로 기록된다.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 교육 50년사: 1946-

1996년」, 『한국 현대 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6-1960』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1996, 39쪽,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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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미술가협회(1945-)’를 조직했던 한홍택은, 디자인을 ‘미술의 

사회참여’라는 넓은 관점에서 인식하며 활동했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도안가였다.48 그는 또한 1953년에 ‘한홍택 그라픽아트전’을 개최하고 1958년과 

1961년에 각각 ‘한홍택 모던데자인전’, ‘한홍택 그라픽디자인전’을 개최하는 등 

상업미술과 산업미술이란 표현이 우세하던 당시 한국에서 ‘그라픽’이란 용어를 

48 김민수,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년대-1960년대」, 『조형』, 18,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5, 58쪽 참조.

[그림3]  「데자인」, 『경향신문』, 1958년 9월 19일, 4면.

「데자인」

응용미술을 전공한 분이나 또는 그 방면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분이라면 

데자인의 부업을 가진다는 것은 무척 재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수입면으로도 

크게 도움이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생활의 미화(美化)라는 것은 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가 발달될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응용미술이란 우리 실생활에 불가결의 것이며 즉 생활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응용미술을 전공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따라서 그런 분들이 일단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된 다음 이때까지 배운 바를 살린다는 것은 어느모로나 

뜻있는 일이며 자기의 생활부터를 미화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응용미술의 범위는 한없이 넓은 것이나 현재 우리 생활형태 속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일들이란 그릇·컵 등의 데자인 옷감들의 새로운 무늬·공예품들의 

새로운 모형·악세싸리 등의 모형 또는 실내장식·상업장치·사업용·선전용 포스타 

등 그 범위는 한없이 넓다고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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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림5] 「스폰서 없는 산업미술」, 『동아일보』, 1969년 4월 15일, 5면.

「스폰서 없는 산업미술」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한지 이미 여러 해, 이와 더불어 당연히 활기를 

띠어야 할 산업미술이 아직도 산업과 유리된 채 방향감각마저 상실할 

지경에 있다. 해외로 나가는 우리 상품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바로 산업과 산업미술이 악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 때문이라면 긴급한 

산업미술육성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후략)

왼쪽 [그림4] 「새로 조정된 대학학과」, 『동아일보』, 1968년 10월 31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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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실생활속에 파고든 작품 김효 그래픽전」, 『경향신문』, 1966년 7월 11일, 5면.

「실생활속에 파고든 작품 - 김효 그래픽전」

젊은 상업미술가 김효씨의 「그래픽·디자인」개인전인 12일부터 1주일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다. 「그래픽·디자인」이란 「시각디자인」 속에서도 인쇄를 

통해 그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포스터, 신문·잡지의 광고, 표지, 카탈로그, 

팸플리트 등 광범위하다. (후략)

왼쪽 [그림7] 한홍택 모던데자인전 포스터, 1958.

오른쪽 [그림8] 「바라보는눈 입고싶은눈-김경양 데자인쑈 성황」, 『경향신문』 1958년 

6월 28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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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식화하기도 했다.49 

그러나 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산업미술은 점차 ‘그래픽 디자인’의 

의미에서 멀어져 공업 제품이나 상품 등을 포괄하는 ‘산(공)업디자인’의 의미로 

쓰임새가 굳어졌으며,[그림 5] 상업미술이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문화되었다.50 실제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1950년대부터 테이블보, 

북커버, 관광포스터 디자인 등을 가르치는 교과목 이름에 ‘상업미술’이란 표현을 

쓰고 있었다.51 또한 1966년에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이하 

상공미전)의 출품 분야 구분에서도 ‘상업미술’이 쓰였는데, 1부 상업미술의 

응모한계(응모종류)는 포장지, 포스터, 인쇄광고, 직물, 벽지디자인 등으로 2부 

공예미술, 3부 공업미술과 달리 평면적 그래픽 작업을 지칭했던 것이었다.52 

이처럼 ‘상업미술’이란 표현은 순수예술의 성격이 포함된 ‘공예미술’이나 

입체적 차원을 아우르는 ‘산(공)업미술’과 구분되어 그림 6과 같이 점차 그래픽 

디자인에 해당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각 용어들의 용례를 확인해 본 것처럼 1960년대 당시 공예, 

도안, 의장, 응용미술 등의 디자인 유사 용어들은 기술적, 실질적, 전문적, 

구체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단어들 

중 어느 것도 디자인 전반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채, 

각각 의미하는 영역이 나뉘어 있었던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주로 

‘--미술美術’처럼 한자어 형태로 쓰인 이러한 용어들은 디자인을 “평면적인 표면 

49 김민수, 위의 글, 58-59쪽, 64쪽 참조.

50 “1960년대 이후부터는 평면적인 것은 상업미술, 입체적인 것은 공업미술이라고 불렀다.” 

정시화, 앞의 글(각주 41), 83쪽.

51 김민수, 앞의 글(각주 47), 41쪽 표3 참조.

52 「한국상공미전개최 7월 21일까지 작품공모」, 『경향신문』, 1966년 5월 23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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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나 배색 등을 고려하는 도안”53과 같은 미술의 아류적 장르로 보이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용어 ‘디자인’은 나머지 

각 단어들의 모호한 구분과 경계를 가로질러 점차 미술과 구분되는 전문 

분야로서의 ‘디자인 일반’의 의미를 수용하며 쓰임새가 확장될 수 있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의상디자인을 중심으로한 전문가 영역에서 ‘데자인’이란 

표기가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고,54 [그림 7, 8] 1960년대부터는 서서히 ‘디자인’으로 

고정되며 1990년대까지 점차 그 쓰임의 빈도가 늘어났던 모습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3 정시화, 앞의 글(각주 41), 83쪽.

54 정시화, 앞의 책(각주 36), 47쪽 참조.

[표 2] 신문기사에 등장한 ‘디자인’과 ‘데자인’ 용어의 연도별 횟수 (『경향신문』, 『동아일보』 합계,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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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계간 디자인』과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형성

이 장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1969년 8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잡지 『계간 디자인』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이 잡지의 디자인 

개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계간 디자인』은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공예시범소 (1957-1960)의 월보 『Korea Industrial Design』 이후, 

한국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제호로 쓴 첫 잡지이다. 이 잡지는 용어 

‘디자인’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서서히 익숙하게 쓰이기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의 상황과 디자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잡지라는 점에서 가치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의 1절에서는 잡지 발행의 주체 수출디자인센터의 

활동과 그 성격에 대해 살피고, 이어 2절에서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계간 

디자인』의 내용을 통해, 잡지가 담고 있는 디자인 개념을 당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및 정치적 노선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1.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역할과 그 한계

잡지 『계간 디자인』의 내용과 디자인 개념을 살피기 위해 잡지 발행의 

주체였으며 최초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로 출발한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5년 9월 13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확대회의에서 

가칭 공예기술연구소의 설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1966년 4월 12일에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서울대학교 대지 300평에 건축을 확정하고, 같은 해 

6월 4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7월 26일에 상공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얻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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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55

그런데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초창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황을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연구소 건물의 기공식은 설립 인가 후 3개월이 

지난 1966년 10월 28일에 있었고,  이후 2년이 지난 1968년 10월 22일에서야 

연구소는 비로소 개관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연구소의 1호 연구원이 입소하였을 당시까지 연구소 건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여러 시설이 미비하였다는 회고가 전해져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56

1969년부터는 국면이 새롭게 전환되었다. 1969년 2월 5일에 연구소 

명칭이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되었고, 불과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수출’이 덧붙여진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이하 

수출디자인센터)로 다시 바뀌었다. 수출상품의 디자인·포장 개선 및 지원을 

담당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했던 정부가 이즈음 이 연구소에 다시 주목했고, 

그와 같은 의지를 연구소 명칭 변경으로 드러냈던 것이었다.57 또 국고 

1500만원을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수출 상품의 디자인 연구 개발 사업을 

전담케 하였다.58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각 수출조합과 한국무역협회를 

합쳐 한국수출품포장센터를 발족시켰고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과 지원 

55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창간호), 36쪽.

56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63쪽 참조.

57 “서울대학교측의 맹렬한 반발을 물리치고 우선 정관을 개정하여 명칭부터 ‘사단법인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하여 본 센터가 예술적인 ‘아카데믹’한 디자인을 연구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상품 위주의 디자인을 연구개발 하는데라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풍기게 

하고…” 박삼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29쪽.『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87쪽 참조.

58 박삼규, 위의 논문, 87-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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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시행토록 하였는데,59 이듬해 이 단체는 수출디자인센터와 함께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흡수·통합된다. 

이처럼 수출 관련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했던 정부의 의지에 기인해 

수출디자인센터는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위한 연구 활동의 부담을 

안게 되다. 이와 같은 센터의 활동 방향은 잡지에 등장하는 센터 소개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969년 8월 발행된「계간 디자인」 창간호에 실린 이 

소개글은 수출디자인센터의 설립취지와 연혁, 사업내용, 조직 구성 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설립취지

정부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추진에 따라 공업입국화에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증진을 위한 

예술과 기술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긴요한 경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상공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산학협동이라는 시대적 명제아래 

결속 NEW IDEA NEW PLAN NEW LIFE 라는 3대 이념하에 과학적이고 

미적으로 신제품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디자인 문화 향상을 위한 총본산의 구실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 연혁 (연구자 생략)

3. 사업

1) 목적 : 국내 및 수출상품의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을 종합유기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품위 · 미려 · 위생 · 안전성 · 효용성 · 생산성을 향상시키으로서 

국가시책인 산업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ㄱ.새로운 디자인에 관한 연구 ㄴ.상품 및 포장 디자인의 지도계몽 

ㄷ.디자이너 및 기술원 양성지도 ㄹ.각종 디자인에 관한 조사 ㅁ.디자인전반에 

5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 87-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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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보출판 ㅂ.우량디자인 전시관 설치 ㅅ.디자인상담실 설치 ㅇ.디자인관리 

및 진단 ㅈ.디자인정책입안 건의 ㅊ.연구작품 발표와 상공미전의 협조

4. 기구표 (연구자 생략)”60 

    

[그림9]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 36쪽.

그런데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시기를 포함해 수출디자인센터의 활동은 

정부의 설립목적에 대응하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들이 실물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 등과 거리를 둔 채 순수한 

연구의 성격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 생산을 전제로 한 연구도 제품생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61 당시 센터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조사연구사업 

중 수출상품의 포장디자인이 12점, 국민학교 의자 및 수출용 전기제품디자인이 

60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36쪽.

61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63-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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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수출대상 직물디자인 개선이 50점, 수출용 도자기 제품디자인 연구가 26점 

등으로 수출에 관계한 디자인 연구 개발이 상당 수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62 

또한 『계간 디자인』 3호(1969년 12월호)에 실린 「1969년도 KDC 

활동일람표」를 통해서도 센터가 실질적 쓰임새를 고려한 디자인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시장의 포장디자인 및 각종상업디자인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 해외 출장을 지원(7월 2일)하거나, 해외상품 

샘플을 차수하여 소개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 상설 전시장에 전시(7월 

24일)하거나, 무역협회와 35종 75점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9월 

10일)하고 그 진행 사항을 검토(10월 13일)했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기간 행사 내용

1969. 1. 13. 제1차 연구위원회 69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1. 29. 제1차 이사회
1. 68년도 사업결산 보고

2. 6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5. 69년도 정기 총회 개최
1. 정관 개정안 심의 의결

2. 6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의 건

2. 5.
국제시장 조사단 본센터 방

문

국제시장조사단이 한국시장의 디자인 현황과 세계시장의 

디자인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차 본센터 방문

2. 11-16. 공예품 전시회
공예협동조합주최 수출용 각종 공예품 전시회가 본센터 전

시홀에서 개최됨

3. 5. 제2차 이사회

1. 직제 개정안 심의 2. 소장 및 상임이사 선출 

3. 처무규정심의 4. 회비 및 가임금 규약심의

5. 디자인 수수료 규정심의 6. 연구위원회 규정심의

3. 6. 제2차 임시 총회
1. 6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2. 제규정 검토 3. 임원선출의 건

3. 10. 해외파견 디자이너 선발 상공부의 요청으로 제1차 해외파견 디자이너 36명 선발

3. 1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요청 상공부에 6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요청

3. 26. 예산 교부 요청 1/4분기 국고 보조 교부 신청

3. 29.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
69년도 본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함. 

상공부에서 <일품 1331.2-96에 의하여>

4. 15. 제2차 연구위원회 1/4분기 실적보고에 대한 협의

4. 30. 1/4분기 실적보고 69년도 본센터 1/4분기 실적보고 <상공부에>

5. 6.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본센터 2/4분기 국고 보조 교부 신청

62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196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1970, 18-29쪽. 박삼규, 앞의 

논문, 30-3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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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제1차 연구보고 69년도 본센터 제1차 연구보고 (상공부에)

5. 19. 디자인 세미나
디자인의 절대성 (강사 : 이순석)

공예자재 개발의 계획과 운용성 (강사 : 백태원)

5. 20. 디자인 세미나
한국디자인 개발의 문제점 (강사 : 권순형)

공산품생산과 디자인 (강사 : 민철홍)

5. 21. 디자인 세미나
디자인 상품판매 (강사 : 김정자)

모던디자인의 개념 (강사 : 유근준)

5. 22. 디자인 세미나
유럽 각국의 금속공예 동향 (강사 : 김기련)

광고 디자인 계획 (강사 : 조영제)

5. 21-31. 광고물전시회
시경주최 본센터 후원하에 광고물 전시회가 시내각종간판 

디자인 미화를 목적으로 본센터 전시홀에서 개최됨

6. 9. 해외파견 디자이너선발 제2차 해외파견 산업디자이너 선발(12명)

6. 17-19. 디자인지도 계몽
상공미전에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지도

강사(조영제, 민철홍, 백태원)

6. 21. 제1차 교육훈련
일본섬유 디자이너 “미사시로”씨를 초청하여 산업디자이

너 약 7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관한 교육훈련실시

7. 2. 연구원 해외 출장
세계시장의 포장디자인 및 각종상업디자인 동향을 조사차 

셰계일주향발

7. 4. 제3차 연구위원회
1. 제2차 연구구보고. 2. 2/4분기실적보고 3. 연구발표 및 

전시회

7. 10-16. 제3차 교육훈련실시
금속공예분야에서 악세사리 금속 공예품 디자인 실기교육

훈련실시 (참가자 66명)

7. 19. 2/4분기 실적보고 1969년도 본센터 2/4분기 실적보고

7. 19. 제2차 연구보고 1969년도 본센터 제2차 연구보고서제출(상공부에)

7. 20. 연구원 해외출장
해외공업디자인 시장장조사차 공업미술상임연구원 세계

일주 향발

7. 21-30. 제1차 연구발표 전시회

도자공예, 석공예, 목칠공예, 금속공예 분야의 1/4분기 2/4

분기 시작품과 찬조작품으로 1969년도 본센터 제1차 연구

발표 전시회가 개최됨

7. 24. 해외상품 샘플 차수
해외 굳디자인 상품을 (269종) KOTRA로부터 차수하여 본

센터 상설전시장에 전시코 산업계에 소개하고 있음

7. 26. 해외개발기구 설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 개발 담당기구 설치

7. 28. 제4차 연구위원회

1. 무역협회와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2. 69년도 제1차 제2

차 연구발표 전시회개최협의 3. 69년도 3/4분기 연구사업

추진계획

8. 1. 계간디자인지 창간 본센터 기관지 및 디자인분야 전문지로서 한국최초로 창간

8. 1-5. 제2차 연구발표전시회

포장디자인, 상품디자인, 공업미술, 직조날염분야의 

1/4분기, 2/4분기 시작품과 찬조작품으로 69년도 본센터

연구발표전시회

8. 2-17.
도자공예 연구원 자료수집차 

출장

도자공예 제작과정을 살피고져 대한도기주식회사와 밀양

제도소를 방문

8. 12-18. 아동사생대회 조선일보 주최 아동 사생 대회가 본센터 전시홀에서 개최

8. 19. 제3차 이사회 1. 연구용역사업계획심의 2. 신입회원 가입 심의

8. 21. 연구품목변경승인요청 본 센터 1969년도 전공별 연구품목 일부변경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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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직물류 패턴집 차수
무역협회로부터 세계각국의 우수디자인 직물류 견본집 

차수 (1차분)

9. 4. 4/4분기 예산배정 신청 69년도 예산 배정심의 신청

9. 10-70.3. 

(7개월간)
연구용역계약 체결 무역협회와 35종 75점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9. 4. 직물류 패턴집 차수 2차분

9. 25. 직물류 패턴집 차수 1차 추가분

9. 25. 직물류 패턴집 차수 3차분

10. 8. 직물류 패턴집 차수 4차분

11. 1. 직물류 패턴집 차수 5차분

9. 12. 스위스대사 본센터 방문
스위스와 한국과의 디자인 교류를 위하여 주한 스위스

대사가 본센터를 방문

9. 15. 연구품목일부변경승인
69년도 본센터 사업계획중 전공별 연구사업의 일부 연구

품목 변경을 승인함 (상공부) <일품 133.2-272에 의하여>

9. 19. 제5차 연구위원회
1.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사업 계획협의 2. 3/4분기 연

구사업 추진 검토

9. 24.
인도네시아 경공업 부국장 

본 센터 내방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디자인 교류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경공업부국장 내방

9. 24-30.
제1차 카다로그, 포스터 

전시회

산업계의 건실한 선전광고 풍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선전용 카다로그 및 포스타의 우수작품 전시회

10. 7.
제1차 카다로그 및 포스터 

전시회 시상식

우수한 카다로그 및 포스터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상 및 

우수상과 장려상 시상

10. 13. 제6차 연구위원회 무역협회와의 연구용역계약 추진상황 검토

10. 14. 공공직업훈련인가신청 노동청에 직업안정소 공공훈련 (직업) 인가 신청

10. 22-27. 제3차 교육훈련 실시
산업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그래픽디자인 기법으로부터 

착색, 날염 실기까지 교육

10. 28-30. 디자인세미나

공업, 상업 디자인의 동향을 조사 연구키위해 세계각국의 

시장을 살피고 귀국한 김교만, 부수언 본센터연구원이 공

업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에 관해 조사연구발표

10. 30. 3/4분기 실적보고 69년도 본센터의 3/4분기 실적을 상공부에 보고

10. 31. 해외 출장
세계 공예가 회의에 참석코져 본센터 이순석 소장이 

아세아 대표자격으로 인도 향발

10. 25-30. 제3차 연구발표전시회
3/4분기 시작품 및 연구발표가 각 분과별로 본센터 상설 

전시장에서

11. 1. 계간디자인지 2호 발간 제2호 계간디자인지 발간. 특집 공업디자인

12. 1-4. 디자인 세미나
<강사진> 공업디자인 : 민철홍. 쇼윈도우계획 : 조영제.

외국의 광고 : 김교만. 구미각국의 도자공예 경향 : 권순형

[표 3] 1969년도 KDC활동일람표63 

63 『계간 디자인』, 1969년 12월호, 5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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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뒤에 이어지는 「1969년도 디자인연구사업 발췌」라는 기사에는 

센터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석공예, 목공예, 칠기 등 다수의 공예 작품과 

광고시안 및 제품포장, 직물 패턴디자인 등의 이미지가 실려있다. 이 중에서 

‘상업디자인’, 즉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 

주제들은 “한글 자모에 관한 조형적 연구”, “한국문양 연구” 등 이른바 ‘조형성 

탐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당시 

정부에서 ‘상업디자인’ 분야에 요구했던 실질적 ‘포장디자인 개발’과는 그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개념적 연구’에 가까웠던 것이었다. 또 상업디자인 

이외의 분야(공예 및 제품디자인)에서 연구·개발한 결과물들의 경우, 제 3부64에 

해당하는 금속공예, 석공예, 목칠공예, 도자공예 등 수공예 작품의 비중이 컸던 

사실과, “발표된 디자인들이 실제 생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증언65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부에서 목표로했던 

‘수출상품의 디자인·포장 개선 및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실을 

짐작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당시에 연구 용역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부족했고,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 수준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66 그런데 이에 더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연구소의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해 빚어졌던 서울대학교측과 상공부간의 마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4 제 1부에는 ‘상업디자인’과 ‘포장디자인’ 연구 결과물의 사진이, 제 2부에는 ‘공업디자인’과 

‘직조날염’ 연구 결과물의 사진이 실려있다. 『계간 디자인』, 1969년 12월호, 60-81쪽.

65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KSID(Korea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 한국 

산업디자이너협회의 전신, 연구자 주)에서 발표되었던 디자인들은 대부분 개념적 

(conceptual)인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75쪽.

66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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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규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학교측은 수출디자인센터 건물이 학교 부지 

내에 있고, 센터 설립에 관여한 주역들이 모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센터를 학교의 부속기관처럼 생각했다고 한다.67 반면 상공부는 이 

센터가 상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이며 국고보조로 건물 건축과 

운영비를 충당하여 왔기에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생각할 뿐이었다.68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두 조직은 센터 이사직 임명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해 

공평하게 정관定款으로 명문화 하기도 했지만, 1969년 당시 이사 20명 중 

8명이, 연구원 21명중 14명이 서울대학교 교수 또는 출신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69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센터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부속기관이나 비공식 조직처럼 여겨 탐탁지 않게 보는 외부의 시각도 

존재했다고 한다.70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센터의 명칭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된 이후 한달여 만인 1969년 3월 14일에 다시 ‘수출’이 덧붙여져 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 변경은 상공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지나치게 ‘아카데믹한 디자인’을 연구개발하지 말고 수출상품 

위주의 디자인을 연구개발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71 하지만 센터측은 

이처럼 센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3월 이후에도 ‘수출’을 빼고 

줄곧 ‘한국디자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센터가 발행한 『계간 

디자인』의 여러 부분에서 이와 같이 표기된 센터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9] 

67 박삼규, 앞의 논문, 14-16쪽 참조.

68 박삼규, 앞의 논문, 14-15쪽.

69 박삼규, 앞의 논문, 15쪽 참조.

70 박삼규, 앞의 논문, 15-16쪽, 28쪽 참조.

71 박삼규, 앞의 논문,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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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 기관이 센터의 활동 방향과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처럼 지속적으로 ‘한국디자인센터’로 표기한 것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더해, 당시 센터 소속 디자이너가 가졌던 개인적 차원의 디자인 

인식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88서울올림픽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들의 기원을 추적한 한 연구72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 그래픽 디자인은 

해방 후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73로부터 유래한 일본식 ‘도안 양식화’ 기법과 

미국에서 유입된 서구식 추상기법에 영향을 받으며, 형식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74 이로 미루어, 당대 주요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있던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상업디자이너’들 중 일부는 

양식화stylization된 도안75이나 추상적 조형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래픽 디자인 

실험에 주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수 조형 중심의 디자인 

연구개발은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수출을 위한 실질적 디자인 개발’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앞서 예로 든 센터 상업디자인 분야의 연구 결과물 “한글 자모에 

관한 조형적 연구”, “한국문양 연구” 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성향과 인식은 어느 정도 성숙되지 못한 사회경제 

환경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디자이너에게 기대된 역할은 

기 제작된 기구나 장치 등에 대한 수정, 혹은 그 표면에 대한 장식 차원으로 

72 김민수,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디자인문화실험실, 

『디자인문화비평』, 01, 안그라픽스, 1999, 52-71쪽.

73 화혼양재는 ‘정신은 일본, 기술은 서양에서’로 요약되는 슬로건으로 서양미술의 가치 체계나 

표현 기술을 수용해서 새 시대 ‘일본’ 미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김민수, 위의 글, 

59쪽 참조.

74 김민수, 위의 글, 66쪽 참조.

75 김민수, 위의 글,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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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정된 영역에 관계한 것이었으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金型과 같은 

부품들도 일본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들여와 썼다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기능과 조형을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형성 

중심의 작품활동에 주력하며 정부의 요구에 거리를 두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결과적으로 수출디자인센터는 시대 

상황의 한계와 더불어 폐쇄적인 조직 구성 및 상공부와의 운영권 다툼, 일부 

소속 디자이너들의 조형성 중심 연구·개발 활동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요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센터에서 ‘실용성’을 고려해 

연구·개발한 일부 디자인 결과물들도 상위조직간의 갈등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비시장 및 수출업계로 순조롭게 진출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출디자인센터는 수출 증진이라는 당면 과제를 위해 정부 지원으로 

조직되었으나 초기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시절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의 부재, 

물적 지원의 미비,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유지되었으며, 정부의 관심이 새로이 집중된 1969년부터는 

새로운 기관명과 활동 목표를 부여받았으나, 상공부와의 갈등을 비롯한 센터 

내외부의 문제들로 인해 실제 산업에 기여하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속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당시 한국 정부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체계잡힌 실행 계획과 효과적인 활동 차원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기여 또한 미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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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간 디자인』의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기관지 『계간 디자인』에서 드러난 디자인 개념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위해, 먼저 창간호의 내지 첫 장에 등장하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0] 표지를 넘기면 등장하는 것은 미술수출美術輸出 이란 문구의 

휘호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를 방문해 직접 

쓴 것이었다. 그런데 잡지 창간호의 첫 장에 배치된 이 휘호는, 잡지 『계간 

디자인』이 나아갈 전반적 방향성과 내용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또 잡지의 

디자인 인식과 개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이 미술수출 휘호는 대통령 박정희 개인의 수출 지상주의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디자인 인식을 비롯하여 그 인식을 

기반으로 디자인(기관)에 요구한 내용을 여과없이 드러낸 문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휘호는 디자인이 수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단일하고 선명한 목적성을 내포한 것으로,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원리나 정책”76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성격을 가진 디자인 관觀(혹은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라는 선명한 기관명에도 불구하고 ‘공예수출’이나 

‘디자인수출’이 아닌, ‘미술’수출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은 공예와 디자인을 

모두 ‘응용미술’과 같은 차원, 즉 실용성이 가미된 꾸미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77 잡지 『계간 디자인』은 이 구호를 잡지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디자인이 국가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적 존재 목적, 그리고 

대상의 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미술’ 차원에 국한된 디자인 개념, 이 두 가지가 

76 「국가주의」, 두산백과(www.doopedia.co.kr), 2015년 6월 18일 검색.

77 『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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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일반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수출 휘호의 아래에는 국민교육헌장 전문이 적혀있는데,[그림 10]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에 맞는 건전하고 주체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새로운 국민상을 

정립”78하기 위해 강조된 ‘제2경제론’의 실천 계획과 같은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1968년에 12월 5일에 선포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헌장은 ‘제2경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결과물이자 나아갈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선언문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79 그런데 국민교육헌장이 오늘날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기능보다는 교육이념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심 고리였다”80고 평가받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헌장을 강조해 배치한 『계간 디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계간 디자인』이 창간호의 첫 장에 미술수출 휘호와 함께 이 

헌장을 배치한 것은, 이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특징이 당대 정치 권력자나 상급기관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잡지의 다른 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계간 디자인』 전반의 내용이 국가주의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권두언卷頭言’, ‘창간사’, 

‘창간축사’, ‘디자인지 0호에 붙임’과 같이 잡지의 서두를 차지하는 글이다. 

‘권두언’의 경우 수출디자인센터의 이순석 소장이 창간호와 2호, 3호 모두를 

78 신주백, 「국민교육헌장의 역사(1968-199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45, 2005, 298쪽 

참조.

79 신주백, 위의 글, 298-299쪽 참조.

80 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8쪽. 신주백, 위의 글, 29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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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미술수출 휘호와 국민교육헌장,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46

맡아서 썼고, 창간호의 ‘창간사’는 센터의 최문환 이사장이, ‘창간축사’와 제 2, 3 

호의 ‘디자인지 2호(3호)에 붙임’은 각각 상공부장관 김정렴, 상공부차관 이철승, 

새로운 상공부장관 이낙선이 썼다. 기고자들의 신분이 센터의 임원 및 상공부 

장차관이었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디자인이 

수출 확대에 이바지해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견해를 드러냈다.

“상품 및 포장디자인의 기술을 종합 유기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품위와 미려, 

위생, 안전성, 효울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공업의 진흥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리들의 염원을 심고 “디자인”지는 창간 되었다.”81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양적인 

공업화의 진전은 상당히 이룩하였읍니다만 제품의 질적인 관리 및 디자인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읍니다.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여 매년 40% 

이상 신장하여 온 수출과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출목표를 생각할 

때 해외시장에서 환영받는 디자인의 연구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82

“ …개관한지 일년이 가까운 지금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는 정부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공업 입국화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현시점에서 국내 및 수출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을 종합 유기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 국가 시책인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폭넓은 

당면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83

“따라서 디자인은 경제성장이 완결된 후에 돌볼 부수적, 이차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의 일요인(一要因)인 것이고, 경제초명의 완수를 위해 불가결의 

81 최문환, 「창간사」,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7쪽.

82 김정렴, 「창간축사」,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8쪽.

83 이순석, 「권두언」,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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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 우리 나라는 매년 평균 40%의 놀라운 수출신장율을 보여왔읍니다. 이는 

모두가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위와 허기를 참아가며 수출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 기울인 덕분입니다. 이제는 노력할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목표달성에 적용될 수 있게 

두뇌와 기교를 다할 때 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디자인 산업이 70년도 우리의 

꿈인 10억불 수출을 위해 제반 장애와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방도를 

다해 도와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바입니다.”84

창간호 특집좌담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그림 11] 이 

좌담에서는 디자인의 개선문제를 주제로 하였는데, 좌담에 참석한 인물들은 

서울미대 교수 유근준, 상공부품질관리과장 김형배, KOTRA 전시부장 허만, 

삼화인쇄 전무 유건수, 홍익대 공예과 교수 유강열, 한국수출디자인센터 소장 

이순석, 서울미대 교수 민철홍 등 주로 교수와 정부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구성은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디자인의 문제를 논의하는 좌담에 상공부와 한국무역진흥공사 

(KOTRA)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두 명이나 참여한 점은, 수출디자인센터가 

국가기관 및 산업계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다. 또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좌담 제목에서 주제의 

범위를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로 폭넓게 정한 것과 달리 ‘경제발전과 수출에 

관계한 디자인의 문제’에 가까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담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살피면 이와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좌담의 사회를 맡은 유근준 교수의 경우, 모두 발언에서 “국산품의 

품질향상”, “경제개발과 해외수출”이라는 배경 상황을 언급하며 좌담이 이와 

84 이낙선, 「디자인지 3호에 붙임」, 『계간 디자인』, 1969년 12월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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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85 또 상공부 김형배 과장은 “박대통령 

각하를 비롯하여 정부고위당국에서” 디자인의 개선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센터의 연구결과와 사업의 

성격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결과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하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디자인에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86 이러한 발언들은 당시 

국가적 과제였던 ‘경제발전’과 ‘수출 증대’라는 구호가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되며 

디자인계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에게 절대적 과제로 인식되어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에 대한 기여 및 국가 우선주의적 태도를 강조한 모습은 

이 시기 통치 방식 전반에서 나타난 ‘국가주의’적 방향성의 강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 노선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85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10-11쪽.

86 위의 글, 12쪽.

[그림11] 「특집좌담: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10-17,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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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었다는 주장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통해 당시 정치 사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전인권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적 위기에 대응해 박 대통령의 정치사상이 1970년을 

전후해 한층 체계화된 국가주의 사상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87

“이미 쿠테타 초기에 강력한 신념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던 국가주의 사상은 

그의 권력이 한층 공고화된 1970년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만개한다.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신념은 많은 경우 목가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시민 개개인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형태를 취한다. 

... 결국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체력은 국력”이란 표어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의 체력은 국가의 국력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논법은 다시 사회의 

모든 분야로 침투한다. 이렇게 보면, 경제성장이나 국가 안보가 국가주의적 

목표의 하위 목표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해진다.”88

“결국 박정희의 여러 정치사상은 국가를 최고 이념으로 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국가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도로 발전한다.”89

이처럼 당시 대통령의 많은 발언 내용에서 강화된 국가주의적 사상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인권은 이러한 모습이 일견 애국주의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한 개인의 행동을 국가 전체의 이익과 연관시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개념을 구분한다.90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가 최고 권력자의 통치 사상에서 

87 전인권, 『박정희 평전』, 이학사, 2006, 257쪽 참조.

88 전인권, 위의 책, 259-260쪽.

89 전인권, 위의 책, 264쪽.

90 전인권, 위의 책, 259-2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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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사회·정치 체제의 국가주의화라는 전반적 흐름 속에서, 디자인(미술)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해석하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잡지 『계간 디자인』에 

이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주무부처인 

상공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때문에 원활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앞선 

서술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센터가 잡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낸 ‘수출상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센터 활동 

방향과 의지는 실제 실천 행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센터의 인사들이 연구소가 수출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수출 중심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일부의 센터 연구원 및 잡지 발행 주체는 대통령 및 

정부로부터 강조된 디자인 역할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공감하고 

동조했으나, 실질적 디자인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거부 반응을 

드러내고 나름의 연구 방식에 집중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잡지 『계간 

디자인』의 여러 부분에 담긴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은, 그 선명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디자이너들의 실천의지 부재 속에서 지면紙面상으로만 강조되는 

모순점을 가졌던 것이다.



IV.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과 활동

1.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2. 197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활동과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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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과 활동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수출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일관된 흐름으로 

1970년까지 이어졌다. 양적 투입 위주의 방식으로부터 품질 개선을 통한 수출 

확대 방식으로의 기조 전환에 따라 형성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활동이 

침체되어 있던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를 한국수출디자인센터(1969)로 개칭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상공부와 서울대학교간의 

갈등을 비롯해 몇 가지 대내외적 이유로 한국수출디자인센터는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고, 1970년에 접어들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상공부장관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상공부의 주도 아래 디자인 및 포장 관련 3개 기관이 강제로 통합되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장의 1절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거대 디자인 진흥기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배경과 그 과정의 특이점을 살피고, 이어 2절에서 

센터의 활동 내용과 그 의의를 추적하여 이어지는 5장에서 논의할 기관지 

『디자인·포장』과 1970년대 디자인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1.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전략의 수정을 꾀하며 수출 상품의 포장과 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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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1969년 당시 

수출상품에 대한 클레임 중 약 9-17%가 포장 때문이었으며(표 4의 5항 7항), 

이는 평균 2% 내외인 외국의 포장사고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등장했던 사실을 꼽을 수 있다.91 경제학적 관점으로 수출 실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이 통계 결과는, 1970년의 수출 목표였던 

10억불 달성을 위해 개선해야할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원인 % 순위

1. 견본과의 상이 12.5 2

2. 품질불량 16.7 1

3. 규격상이 11.2 3

4. 수량부족 9.4 5

5. 포장불완전 8.9 6

6. 해약 2.9 11

7. 내용파손 8.2 7

8. 내용상이 4.8 9

9. 선적지연 9.9 4

10. 선적상이 5.2 8

11. 수입법규위반 1.9 13

12. 선적불이행 3.7 10

13. 선적절차·서류등의 미비 1.8 14

14. 결제조건의위반 2.2 12

15. 기타 0.7 15

[표 4] 수출 Claim의 발생원인 통계표92 (굵은 글자는 연구자 강조)

그런데 사실 이 통계는 포장업계의 문제로 제기된 것에 가까웠고, 실제 

91 한희영, 「한국수출포장의 문제점」, 『계간 디자인』, 1969년 11월호, 63쪽 참조. 박삼규, 앞의 

논문, 39-40쪽 참조.

92 송기철, ‘수출 Claim의 발생원인 통계표’, 『무역연구』, 1권 2호, 한국무역연구소, 1969년 9월, 

100쪽. 한희영, 「한국수출포장의 문제점」, 『계간 디자인』, 1969년 11월호, 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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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시 포장사고의 대부분은 디자인보다 포장 품질에 

관계된 것이었다.[표 4] 하지만 결과적으로 포장과 디자인은 같은 문제로 취급되며 

관심 대상으로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월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디자인과 포장이 주요 보고 사항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다.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공부는 “디자인의 향상과 포장 

기술의 개선을 기하고 우수한 수출품 포장자재의 저렴한 공급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94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0년 5월 19일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이 

새로운 디자인 진흥기관의 출범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상공부로 대변되는 국가 행정 권력의 주도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 개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상공부는 1970년 4월 7일에 최초로 한국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수출품포장센터 3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소집한 이후, 3기관 

대표자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낙선 상공부장관이 회장을 겸임하고 있던 

한국포장기술협회와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이낙선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한국수출디자인센터는 해산되어 한국수출품포장센터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어 1970년 5월 18일에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있었고, 다음날 정관개정 및 임원개편 절차가 이루어지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즉 최초 논의 이후 최종 

통합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후술할 세부 내용과 

93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90쪽 참조.

94 조인상, 「우리나라 상품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광범위한 활동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1권 1호 (통권1), 1970년 12월,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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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펴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견 수렴에 따른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통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상공부가 주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과 이낙선 상공부 장관 두 

인사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박정희는 1970년을 전후해 수출상품의 질적향상과 고급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디자인과 포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95 매월 개최되는 청와대 

수출확대회의에서 포장과 디자인의 개선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그림 12] 

수시로 관계기관을 방문해 연구 개발비와 후생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한다.96 실제로 1969년 12월과 1970년 2월에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연달아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97[그림 13] 또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상공부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외국의 우수 포장과 국내의 졸렬한 포장을 입수해 

상공부장관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98 

「해외시장개척노력」

“정부는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대통령 주재 

아래 올 해 제 3차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구주지역 

아·중동지역 수출진흥회의와 한중경제 각료 회담 

결과를 토대로 시장 개척 상황 및 신규 상품 발굴 계획을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업계는 해외시장개척에 

노력하고 수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해외공관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박 

대통령은 또 “수출정보센터와 디자인센터를 최대한 활용, 

95 박삼규, 앞의 논문, 66쪽 참조.

96 박삼규, 앞의 논문, 67쪽 참조.

97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90쪽 참조.

98 박삼규, 앞의 논문, 67쪽 참조.

[그림12] 「해외시장개척노력」, 경향신문, 1970년 3월 2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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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볼품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후략)”

한편 1969년 10월에 상공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낙선은 박정희와 같은 군 

출신으로 5.16 군사정변 당시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다.99 그런데 

전임 장관들이 수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왔던 것에 비추어, 새롭게 상공부의 

장관으로 취임한 이낙선에게 1970년도 수출 10억 달러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100 따라서 이낙선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능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및 

포장 관련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신설을 결정하였던 

99 이러한 군 출신 인물의 등용은 당시 만연한 모습이었으며,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군대와 

같은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박정희는 퇴역장성이나 영관장교들을 정부공공부문이나 민간재벌에 임원급 일자리를 

구해 주어, 민간인 통제의 회복요구에 대항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했다.” 전광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195쪽 참조.

100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2013, 164쪽.

[그림13] 1970년 2월 7일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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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낙선의 독단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실무진으로부터의 건의와 상신을 통한 결정이 아닌 

최고결재권자로부터의 지시에 가까웠다는 지적101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통합 

출범의 결정적 동인動因이 이낙선에게 있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앞서 서술한 

내용처럼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은 이낙선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낙선이 수출 확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일환으로 실행한 조직 

정비 등의 의욕적 행보는 디자인과 포장 이외의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70년 2월 1일 신설된 수출정보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하 기관으로, 이낙선이 KOTRA를 순시한 자리에서 직접 지시하여 설립된 

기관이었다.102 이 센터는 오직 수출을 위해 새롭게 만든 기관으로, 해외시장 

정보의 일괄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전담창구의 운영, 수출 가능 상품 개발,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다.103 실제로 이 센터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 정해진 내용들은 매월 열린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보고되어 정책에 반영되거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104 

또 이낙선이 70년에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국민의 수출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아이디어뱅크의 설립과 활동을 지시함에 따라, 수출 아이디어 공모가 

101 박삼규, 앞의 논문, 71쪽 참조.

1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50년 발자취』, 2012, 60쪽 참조.

103 위의 책, 같은 곳.

104 위의 책, 60-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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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기도 하였다.105 이처럼 수출과 관련된 기관, 조직의 신설 및 정비는 수출 

진흥 활동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으로서 이낙선 

개인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시적 실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06

한편 센터 설립 과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의 단체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강제로 통합을 결정하는 등 그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통합에 대한 각 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나, 이는 세 기관에 설립허가를 

내어 준 이유로 민법상 해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상공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107 실제로 1970년 4월 11일에 개최된 제1차 3기관대표자회의 당시 

3개 기관 모두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불과 삼일 후인 

4월 14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한국수출디자인센터를 제외한 두 기관이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다시 다음날인 4월 15일에 열린 제 

3차 회의에서 모든 기관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기록이 남겨져있다.108 

또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5월 6일에 별도로 개최한 이사회에서 학계 이사 

전원이 통합에 반대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상공부 주무과장이 “만일 여러분이 

해산결의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의 해산명령을 발發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결국 센터 이사회는 해산을 결의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전해진다.109 

더 자세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미 

대통령과 상공부장관이 통합에 합의했던 만큼 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105 위의 책, 61쪽 참조.

106 김종균, 앞의 책, 164쪽 참조.

107 박삼규, 앞의 논문, 76쪽 참조.

108 박삼규, 앞의 논문, 74-76쪽 참조. 

109 박삼규, 앞의 논문,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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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3개 기관 모두가 알고 있었고,110 최후에는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는 

압력까지 더해져 각 기관들은 통합 결정에 반강제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주요 조직의 운영과 설립에 강력히 개입했던 모습은 

단지 경제발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정치적 측면을 포함해 더 복합적인 

층위의 의도와 맥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은 

몇 가지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67년 부정선거 

파동과 69년 3선개헌에 대한 반발, 강화된 북한의 도발과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긴장완화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박정희 정권은 

국내에서 더욱 억압적인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111 1971년에 긴급조치와 

위수령을 발동하고,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등 대학을 포함한 

사회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강력히 탄압하였으며,112 물리적 힘을 동원해 정당과 국회를 무력화하고 모든 

국가기구를 사회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하는 등 국가주의적 통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113 한국디자인센터의 통합 출범은 이 

110 박삼규, 앞의 논문, 71-72쪽 참조.

111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1968년 1·21 청와대 무장공비치무사건, 1·23 푸에불로호 납북사건, 

11·2 울진삼척지구 공비침투사건, 1969년 미 정보기 EC-121기 피격사건 등 매우 강력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같은 해 1969년 닉슨독트린은 냉전체제의 종결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와 한국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이나 소련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긴장완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던 군사정권에게는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었다.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냉전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반공’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권위주의정권에게는 결정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를 낳는 요인이었다.” 신광영,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251쪽.

112 신광영, 위의 글, 252-253쪽 참조.

113 신광영, 위의 글, 2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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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과 같은 시기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내적 

지배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맥락에서 발생한 국가권력의 인위적 개입과 통제 

현상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이처럼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출범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낙선 상공부 

장관 등 관료 개인의 의지와 힘에 기인했다는 점,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해 

전면적 노력을 경주傾注하던 경제적 배경에 더해, 대내외의 정치적 혼란 상황 

타개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강압적 통제와 개입이라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 시기에 활동했던 한국공예시범소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도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활동에 대한 

개입이 소수의 권력자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에 반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낙선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 부처 

상공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었고, 설립 후에도 이낙선이 센터의 이사장을 겸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권력의 전면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통합과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 것이었다. 가장 원초의 

문제는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인 디자인과 포장을 한 기관에서 함께 다루게 했다는 

점이었다.114 디자인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포장자재의 생산 및 판매와 같은 

이질적인 업무를 같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115 

실제로 후술할 센터 설립 이후의 조직 구성[그림 18] 및 활동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센터 내부에서 디자인 분야와 포장 분야는 별도의 부서로 나뉘어 있었으며, 서로 

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통합의 명분이 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114 박삼규, 앞의 논문, 103쪽 참조.

115 위의 논문,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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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라는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명칭은, 디자인 개념에 

대한 오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용어 

‘디자인’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던 시기에 디자인과 포장을 국가기관의 

명칭으로 함께 붙여씀으로써 ‘디자인이 곧 포장’이라는 잘못된 디자인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116 

당대의 디자인과 포장계 인사들 역시 이러한 이유를 들어 통합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발하였다. 특히 여러 정황과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학계 인사들은 센터의 성격이 수출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었으며, 다른 두 개의 기관과 다르게 강제적 통합에 

반대의사를 오랫동안 분명히 표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상공부의 3기관 

통합 과정은 디자인계 및 포장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였으며, 

디자인과 포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관료주의적 사고가 작용한 결과였던 

것을 알 수 있다.117

2. 197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활동과 그 특징

한편 설립 이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초기 활동 내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거대 통합기관으로 출범하였고, 따라서 설립 직후 정부의 원활한 

지원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당시 디자인 기관에 요구되었던 디자인의 

성격과 그것의 구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센터의 실제 활동 내용을 

11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8), 34쪽 참조.

117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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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필 필요가 있다. 또 이같은 일련의 진흥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디자인 개발 

결과물들(제품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이 당대의 디자인 개념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1970년 5월 18일에 상공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하고, 다음 날 정관개정 및 임원개편 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에 제1차 디자이너 등록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에 부산지소를 개소하였고, 11월 20일에는 기관지 『디자인·포장』을 

창간하였다. 이듬해인 1971년 부터는 기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를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그 해 11월에 센터의 자료실을 

개관하였다. 이어 1972년에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에 가입하였고, 73년에는 

부산지사 가공공장을 준공하고 본사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작실을 설치하는 

등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활동과 더불어 센터는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기술용역, 

교육 및 세미나, 전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디자인 연구개발 사업으로, 그 세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가 센터에 요구 및 기대했던 실질적 활동 내용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5, 6와 그림 14–17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는 센터 설립 이후 10년간 진행한 연구개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은 그 중 일부 결과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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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디자인연구개발사업

1970 시각디자인

1. 제주도 관광사업을 위한 CIP연구 2. 해태 포장 디자인 연구

3. 인삼 제품 포장 디자인 연구 4. 모발 제품 포장 디자인 연구

5. 인형 포장 디자인 연구 6. 의류 포장 디자인 연구

7. 감귤 포장 디자인 연구 8. 양송이 포장 디자인 연구

9. 포장지 디자인 연구

1971

제품디자인 1. 전기스탠드 2. T-라디오 3. 탁상용 시계

완구제품
1. 무당벌레 2. 레카트럭 3. 오니(오리의 오기로 추정 : 연구자 주) 

4. 잡화제품

시각디자인
1. 의류포장 2. 양송이 통조림 포장

3. 해태 포장 4. 인삼 제품 포장

수출공예잡화

디자인개선

1. 금속공예품2. 초경공예품3. 목칠공예품

4. 죽세공예품5. 석공예품

지방특화산업

디자인지도육성

1. 제주지방 특화산업 2. 전북지방 특화산업 3. 경남지방 특화산엄  

4. 경북지방 특화산업 5. 담양지방 특화산업

1972

제품디자인 1. 소형라디오 2. 클래식전화기

완구제품 1. 사자보안관 2. 다람쥐형 저금통

시각디자인
1. 의료용품 포장 2. 신변장신구 포장 3. 스카프 포장 4. 주류포장

5. 홍삼차 포장 6. 완구류 포장

수출공예품디자인 1. 도자제품 2. 섬유제품 3. 벽지 디자인

1973

제품디자인
1. 신랑각시 인형 2. 한국 호랑이3. 금속제품 

4. 목공예품5. 도자제품 6. 장식용품

시각디자인
1. 지하철 차량 그래픽 디자인 2. 시내버스 그래픽 디자인

3. 주류·식품류 포장 디자인 4. 수출공산품 포장 디자인

잡화류포장디자인 1. 양말·와이셔츠 2. 블라우스 외 의류제품

1974

제품디자인
1. 디지탈시계라디오 2.카 스테레오 3. 포터블TV

4. 헬리콥터형 완구 5. 미니승용차형 완구

장치디자인
1. 75시드니 관광박람회 한국관 장치

2. 제9회 서베를린 관광박람회 한국관 장치

수출잡화디자인
1. 디너세트 2. 한식 홈세트 3. 노벨티, 커피세트

4. 관광민예품 개발 5. 넥타이 및 스카프

1975

제품디자인 1. 탁상용 전자시계 2. 완구

환경디자인
1. 구미수출의 탑 계획 2. 중앙고속버스 그래픽 디자인

3. 동양제과 트럭 그래픽 디자인 4. 수출의 날 행사 장치 계획

수출잡화제품

디자인

1. 타일 2. 홈세트 3. 관광민예품 개발

4. 섬유 패턴 디자인 5. 완구

1976

시각디자인 1. 한국인삼 및 인삼차 포장 2. 잡화제품 포장

수출공산품디자인 1. 요업제품 2. 섬유제품 3. 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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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제품디자인 1. 최고경영자 의자 디자인 2. 선물용 탁상시계 3. 전기 조명기기

시각디자인

1. 코발트아이론 포장 개선 2. 매일버터 셀프 디스플레이 박스 개선

3. 정부미 포장 디자인 4. 조일산업 통조림 CIP

5. 한국낙농 포장 디자인 6. 천미광유 포장 디자인

수출잡화디자인 1. 생활도자제품 2. 산업타일제품

1978

제품디자인
1. TS보건기 2. 자동 화제 속보기3. 화재 수신기 

4. 랜턴 5. 자전거 클랙션

시각디자인 1. 경주조선호텔CIP 2.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 CIP

수출잡화디자인 1. 충남 관광민예품 개발 2. 관광토산품 개발

1979

제품디자인
1. TS보건기 2. Auto-Light 3. 다목적 플래시

4. 특수형광등 5. 학교 교구

시각디자인 1. 고려용접봉 포장 디자인 2. 농산물 포장 디자인

관광민예품개발 1. 강원도 관광민예품 2. 한국미술 5천년전을 위한 기념품 개발

[표 5]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분야 연도별 사업실적118 (연구자가 표로 편집)

118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108-110쪽.

왼쪽 [그림1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해태 김 포장디자인.(1970)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113쪽.

오른쪽 [그림15]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민속공예품 디자인.(1971)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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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16]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도자 제품 디자인.(1976)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123쪽.

아래 [그림17]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 연구사업 – 양송이통조림 포장 디자인.(1972)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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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디자인 연구개발 포장 연구개발

1970 417종 1390점 59종 488점

1971 55종 626점 56종 93점

1972 22종 124점 23종 59점

1973 32종 81점 115종 239점

1974 130종 130점 84종 84점

1975 58종 255점 11종 76점

1976 160종 224점 60종 60점

1977 8종 299점 52종 52점

1978 58종 141점 13종 13점

1979 56종 143점 43종 43점

[표 6]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사업실적표119 

표 5를 통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연구개발 활동이 상품 포장 

디자인, 생활용품과 수출용 제품 디자인 등 실질적인 쓰임을 가지는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개념적 디자인을 

연구했던 이전 시기의 한국수출디자인센터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또 대통령과 

상공부 장관 등의 고위 권력자 및 정부 기관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국가의 필요에 따른 디자인 연구개발 활동에 치중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표6 및 그림 14-17의 내용과 같이 

직접 디자인 개발 행위의 주체가 되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 

소비 시장이나 디자인 전문회사 등 디자인 산업의 저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당시, 센터에서는 물품을 직접 디자인 하는 것을 진흥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이를 실행했던 것이었다. 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었던 조직 구성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19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78-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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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 초기 조직구조에서[그림 18] 디자인 개발과와 디자인 진흥과는 

디자인 진흥부의 두 하위조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개발 업무와 나머지 

진흥 업무 전체를 같은 위계의 조직 구조로 배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센터는 디자인 개발업무를 나머지 모든 진흥활동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주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직접적인 개발 방식을 

통해 센터가 실행하고자 했던 ‘디자인 진흥’은, 더 나은 상품 외관이나 포장 

[그림18] 1970년 5월 25일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조직구성,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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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실제로 만들어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외부에 제시하여 디자인계 전반을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센터는 『디자인·포장』의 여러 코너에서 자체 연구개발 사례를 구체적 

이미지와 함께 소개하는 등 출판 및 전시활동을 통해 직접 개발한 디자인 

결과물을 종종 외부에 노출시키기도 했다.[그림 19, 20]

조직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센터 초기의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각기 

상이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상호 유기적 협조 체제의 어려움”120 등을 이유로 

디자인과 포장 관련 3개 기관을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를 효과적으로 

포괄하는 조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센터는 디자인과 포장을 

120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91쪽.

왼쪽 [그림19] 「센터화보」, 『디자인·포장』, 1972년 2월호.

오른쪽 [그림20] 「72월드 스타아 출품작연구」, 『디자인·포장』, 197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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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는 상무를 각각 따로 두고, 그 아래로 디자인은 3개 부서 6개 과, 포장은 

2개 부서 4개 과로 나누었다. 각 부서들간의 업무 협조가 실제로 얼마나 긴밀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분절적으로 나뉘어진 동시에 위계가 

복잡한 “중첩적 조직 구조”는 연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121 또 조직 구성 전반에 있어 기존 3기관의 중역급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흡수하는 등 직무위주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구조가 부서간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122을 고려했을 때, 설립 직후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통합의 명분이 

되었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23

한편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업무 이외에 센터가 진행한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와 같은 전시 행사 주관 및 개최, 국제 기구 가입 및 

교류, 디자인 단체 지원, 교육 연수 등으로 그 범위와 내용이 다양했다. 하지만 

앞서 조직구성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디자인 개발이라는 단일 업무와 동일한 

규모인 과科단위의 부서가 나머지 진흥 업무 전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그 내용이 포장과 수출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되어, 활동의 성격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표 7]

121 박삼규, 앞의 논문, 107쪽 참조.

122 박삼규, 앞의 논문, 104-108쪽 참조.

123 「디자인·포장」 1971년 2월호에 실린 기구표는 그림 14의 형태와 다른 점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조직 구조는 1971년 2월 이전에 재정비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구표, 「디자인·포장」, 

2권 1호, 1971년 2월,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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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간 회수 주제 참석인원

1970 · · · ·

1971 12.27. 1회 수출용 완구디자인 개선 32명

1972

8.22.

9.14.

10.26.

3회

경영자를 위한 디자인·포장 세미나 

경영자를 위한 디자인·포장 세미나

 경영자를 위한 디자인·포장 세미나

63명

23명

79명

5.19. – 6.15. 4회
수출진흥을 위한 디자인·포장 

지방순회 세미나
411명

11. 16 – 18. 1회 실크스크린 인쇄기법 15명

11.22 – 23. 1회 공업디자인 세미나 47명

1973

1.13. 1회 기업번영의 비결이 되는 공업디자인 73명

3.19. – 21.

6.26 – 28.

8.17 – 18.

3회

스크린 인쇄기법 

스크린 인쇄기법 

스크린 인쇄기법

12명

29명

13명

7. 10.

7. 12.
2회

디자인·포장 개선과 수출진흥

디자인·포장 개선과 수출진흥

33명

58명

11. 19. 1회
전통공예와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경영과 효용
118명

1974

5.9. – 6. 24. 1회
경영자 세미나

(나염, 도자, 완구, 토산품)
26명

6.22. 1회 스크린 인쇄기법 21명

12.4 – 5. 1회 독일 산업디자인·심포지움 161명

1975 6.11 – 12. 1회 국제 디자인 세미나 264명

1976 12.16. 1회 디자인 진흥 50명

1977 8.8. 1회 포장디자인 94명

1978 7.20. – 8.2. 1회 완구디자인 세미나 20명

1979
11.13 – 15. 1회 완구디자인 세미나 20명

6.11. 1회 스크린 인쇄기법 20명

계 · 26회 · 1682명

[표 7]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세미나 실적124 

124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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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분야 기간 지역 파견인원 자금

1973 디자인 정보 9.3. - 12.22. 일본 3명 아도쭈상사

1974 디자인 전반 10.1. – 12.22. 일본 1명 Colombo

1975 산업디자인 8.28. – 11.30. 일본 1명 Colombo

1976 산업디자인 2개월 일본 1명 Colombo

1977 포장디자인 10.17. – 78.1.17. 미국 1명 UNDP

1978
산업디자인(석사과정) 9.9. – 80.9. 미국(시라큐스) 1명 자체자금

산업디자인 12. – 79.4. 미국 1명 UNDP

1979 산업디자인(석사과정) 9. – 81.9. 미국(시라큐스) 2명 자체자금

계 · · · 11명 ·

[표 8] 1970-79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분야 연수 실적125 

예컨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미나는 10년간 총 26회 

열리는데 그쳤으며, 주제 또한 대부분 ‘수출확대’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와 

관련한 것으로 주제 범위의 폭이 넓지 않았다. 아울러 세미나를 제외한 기타 

교육연수사업도 별도의 대학 전공과정이 없었던 포장분야에 편중되었으며,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126 

1973년부터 시작된 디자인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의 경우, 해마다 한 명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그 분야는 거의 ‘산업디자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표 8] 또한 

연수에 필요한 지원 자금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보다 해외 자금을 활용했던 

것을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간접적 방식의 진흥 업무는 직접적 

디자인 개발 업무에 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관계된 내용으로 그 실행의 방향성이 한정되어 있던 

점이 특징이다.

125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46쪽.

126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35-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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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활동의 

긍정적 성과는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지원을 통해 디자인 연구 개발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이 집약적으로 압축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센터는 디자인과 포장(기술)을 포괄하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종합 디자인 

컨설턴시(디자인 상담 및 개발을 포괄하는 전문회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설립 첫 해 1년간 센터가 1390점의 디자인 연구·개발 성과를 거둔 

것은[표 6] 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더불어 통합을 통해 늘어난 조직 규모와 설비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간 시설 및 설비를 갖추려 노력하였고, 비록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종류의 세미나 및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보조적인 지원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며, 이와 같은 종합 디자인 연구개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출범 이후 1970년대 센터 초기 활동의 큰 

특징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센터 활동의 

범위는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 관련한 디자인분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디자인 

계몽의 성격을 띄기도 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디자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이와 같은 모습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전 시기의 

디자인 진흥기관 한국수출디자인센터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V. 『디자인·포장』과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의 전개

1. 1970년대 전반기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강화 

2. 1970년대 후반기 산업중심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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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디자인·포장』과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의 전개

이 장에서는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이 전개된 과정을 잡지 『디자인·포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70년대는 ‘디자인’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시기이자, 그 개념이 서서히 일반화되어간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1970년대 디자인 개념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은 당시 사회경제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산업화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 전략의 부분적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한편,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76)을 수립하며 경공업보다 중화학 공업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던 것이다.127 이와 같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질적 디자인 개발 위주로 본격적인 디자인 진흥활동을 전개하며 점차 

‘산업디자인’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관지 『디자인·포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장’이나 ‘수출’, ‘공업’, ‘산업’ 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관련한 디자인 개념의 

변동 양상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기관지 『디자인·포장』에 주목하며 

추적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명改名된 1976년을 기준으로 70년대를 두 시기로 나눠, 먼저 1절에서 전반기의 

특징에 주목하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후반기의 변화 양상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127 이재희, 「1970년대 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96-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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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 전반기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강화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경제성장과 수출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디자인 연구개발을 포함한 

다각도의 디자인·포장 진흥 활동을 진행했던 것이 그 특징이다. 같은 맥락에서 

센터의 기관지 『디자인·포장』도 1970년 11월 창간 직후 수출과 관련된 디자인 

및 포장에 관련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디자인·포장』 창간호의 전반적 기사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를 살펴보면, 창간호 전체 27개의 기사 중에서 수출이나 

포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기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수공예전작품」, 「한국의 문양1」, 「벨지움의 그래픽 디자인」, 「한국의 공예1」, 

「해외의 디자인1」, 「용어해설(1)」 등 6개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1개의 기사는 대부분 수출의 중요성 혹은 수출에 필요한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기사 혹은 방법론에 관련한 

것들이었다.

물론 위의 6개 기사들은 이 잡지가 포장이나 수출과 관련한 단조로운 

화제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75년까지 발행된 

잡지의 각 호의 기사를 살펴보면, 『디자인·포장』은 지속적으로 한국 전통 

문양과 양식에 대해 탐구하거나(「한국의 공예」, 「한국의 문양」, 「한국적 

화폐도안의 변천과 분석」, 「한국의 고문양」), 외국의 디자인을 소개하거나(「해외 

포장」, 「해외 디자인」, 「해외 디자이너 분석」, 「세계 각국 디자인 센터 순례」), 

디자인 교육 및 정책에 관련한 이론적 연구 결과물을 게재하거나(「엣세이적 

디자인 교육론」, 「포장정책론」), 새로운 디자인 분야를 소개하는(「환경디자인과 

비쥬얼 디자인」) 등 어느 정도 포괄적인 범주의 내용을 다루려 시도했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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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쪽 제목 기고자 비고

1 6 권두언 이낙선 센터 이사장

2 7 창간사 정진화 센터 부이사장

3 8 센터에의 제언 이활 한국무역협회 회장

4 10 센터에의 제언 조인상
미도파 백화점 

대표이사

5 11 이장관님께 이우환
재일교포 

미술평론가

6 13 우수공예전작품 · ·

7 17 한국의 문양1: 대문의 특성과 종류 유근준 교수

8 23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책에 대한 소고 김교만 서울미대 교수

9 27 물적유통과 PD Cost 심재원 센터 기획관리실장

10 31 청과물의 사전포장 김영호 센터 포장개발부장

11 37 벨지움의 그래픽 디자인
Jacque 

Richez
·

12 40 한국의 공예1 : 역대 한국공예의장의 특색 이화수
동덕여자대학 

미술과장

13 45 해외각국의 디자인 진흥 사업 (1) 편집실 ·

14 53 해외의 디자인 1 : 미국편 · ·

15 55 디자인의 실제1 : 포장지 디자인 연구 · ·

16 62 포장설계사례 : 아이론의 포장 · ·

17 64

세계포장회의, APF 총회, 제 1회 

세계포장콘테스트, 아시아포장콘테스트 

참가보고

하진필 센터 전무이사

18 76 특집좌담 : 디자인 향상과 수출산업 · ·

19 81 세미나 발췌 : 

경영자를 위한 

포장세미나

공업포장의 새로운 

경향

후쿠오카 

카즈오

일본포장기술협회 

상무이사

20 87
상업포장의 새로운 

경향

오오모리 

히로카즈

혼슈 패키지센터 

실장

21 96 방수 골판지 개발의 필요성 · ·

22 98
서울지구 

중소기업측 

지정업체 제2단계 

기업진단보고

1.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이춘희

센터 

공업디자인과장

23 102
2. 수출포장 현황에 

대하여
김영호 센터 포장개발부장

24 109 산업디자인강좌1 : 상표 이원수 산업디자인 연구가

25 113 용어해설(1) : 포장용어
포장기술 

지도부
·

26 115 국내 포장관계 연구 지도기관 · ·

27 116 포장산업기업 · ·

[표 9] 『디자인·포장』 창간호 기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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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잡지에서 ‘수출’과 

‘포장’에 관련한 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주제들이 잡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잡지 전체의 주요어로 형상화되어간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한국수출디자인센터에서 실체화되지 못했던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실질적 진흥활동과 더불어 

『디자인·포장』에서 ‘수출’과 ‘포장’ 같은 용어들로 구체화되어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어의 등장 양상과 잡지의 전반적 디자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창간호에 실린 기사의 내용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잡지의 창간호는 발행 목적과 배경 그리고 잡지가 다루고자하는 내용의 방향성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창간호의 권두언에서 이낙선 이사장은 잡지 

창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한국 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디자인과 포장을 연구 개선하여 보다 좋은 

디자인과 보다 합리적인 포장을 여러 기업인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우수한 포장재를 직접 생산하여 

염가로 수출업계에 제공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에까지 고루 순회하며 디자인 포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보도기관을 통한 

계몽활동, 각가지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부해 드리는 일 등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디자인·포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이 책자가 

여러 기업인들에게 진실한 벗이 되고 도움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128 

위 권두언에서 눈여겨 볼 점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수출업계 및 

기업인들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센터는 

128 이낙선, 「권두언」, 『디자인·포장』, 1권 1호, 1970년 11월,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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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권두언」, 『디자인·포장』, 

1970년 11월 창간호, 6쪽.

디자인 산업의 저변 확대와 같은 일반적인 디자인 진흥 활동보다는 수출 제품의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며, 기관지 

『디자인·포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업계에 제공할 정보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권두언에 이어 등장하는 창간호의 「센터에의 제언」 코너에는 축사 형식의 

외부 인사 기고글이 실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언을 전한 인물들이 당시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활, 미도파 백화점 대표이사 조인상 등의 

경제인이었다는 점 역시 권두언과 유사한 시사점을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잡지 발행 주체가 디자인 분야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라 고려한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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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혹은 잠재적 독자층으로 설정한 대상이 상품 생산과 판매에 관련한 직군, 

그리고 무역업 계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잡지가 인식하고 있던 

디자인의 범주가 주로 수출상품과 관계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 이 글들이 다음과 같이 포장개선의 필요성을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디자인계 주변 인사들이 잡지에 기대한 내용의 층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신 단편적이었다는 사실도 가늠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디자인이나 포장의 중요성은 그것이 단순히 생산 

활동을 합리화시켜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다양화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감정에 적응하고 새 시대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증대시켜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디자인과 포장의 개발이 요구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이 수출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의 상품을 이기는 

길은 당해 상품의 질이나 가격면은 물론 그 상품 자체가 소비자들의 생활 

합리화에 적합하고 그들의 생활 감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디자인과 포장을 개발하는데 크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129

“디자인의 향상과 포장 기술의 개선을 기하고 우수한 수출품 포장자재의 저렴한 

공급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므로써 수출 증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발족되었다. … 늦게나마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종합적인 전문기관이 이땅에 탄생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며 … 우리나라 기업의 리더로서 전도가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 

수출상품의 디자인과 포장 개발을 위하여서는 많은 수출상품을 수거하여 

장단점을 가려, 이를 기업인에게 이해시키고 동시에 하루 속히 규격화하여 좋지 

못한 것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130

129 이활, 「창조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독자적인 작품개발을」, 『디자인·포장』, 1권 1호, 1970년 

12월, 8쪽.

130 조인상, 「우리나라 상품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광범위한 활동을」, 『디자인·포장』, 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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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창간호에 실린 권두언과 축사, 제언을 통해 『디자인·포장』이 

창간 당시부터 수출업계 및 기업인을 잡지의 주요 독자층으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수출을 위한 상품 및 그 포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협소한 범위의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발간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기관지 『계간 디자인』에서 등장했던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 즉 디자인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진 것이었다.

앞서 3장에서 『계간 디자인』 창간호에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미술수출’ 

휘호를 통해, 국가권력의 국가주의적 디자인 인식이 기관지로 이입되어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으로 형상화된 모습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970년 12월, 10쪽.

좌 [그림22] 「창조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독자적인 작품개발을」, 『디자인·포장』, 1970년 11월 창간호, 

8-9쪽.

우 [그림23] 「우리나라 상품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광범위한 활동을」, 『디자인·포장』, 1970년 11월 

창간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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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의 72년 2월호, 74년 3월호에도 각각 대통령의 또 다른 친필 휘호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수출상품은 국력총화의 예술품’이 실려 있어, ‘미술수출’ 

사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25] ‘유비무환’ 휘호의 

경우, 그 아래쪽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출에 관련한 것이었다.

"우리의 살 길은 수출 신장에 있으므로 가득율 향상도 중요하나, 수출의 신장이 

더 중요하며, 국제 경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가로 놓여 있으나,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당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어려운 고비를 견디어 

나감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수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휘호가 『디자인·포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이 잡지가 국가권력과의 밀접한 영향관계 아래에서, ‘수출’로 

대변되는 국가발전의 명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앞에서 다룬 『계간 디자인』의 미술수출 휘호를 상기해 

볼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당시부터 특별한 변화없이 이어져 내려온 특징인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디자인·포장』의 이와 같은 방향성은 몇몇 특정 용어, 그 중에서도 

특히 ‘포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던 점이 『계간 디자인』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9를 통해 창간호 기사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27개의 기사 중 

제목에 ‘포장’이 포함된 기사는 모두 10개였다. 또 기사의 종류도 포장 기술과 

방법, 포장 사례 소개, 포장 경향 소개, 포장 업체 현황 소개, 국제 포장 회의 및 

콘테스트 참석 결과 보고, 수출을 위한 포장 디자인을 주제로한 좌담, 포장 용어 

해설 등으로 다양하였고, 그 주제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잡지가 포장에 대한 

정보전달 및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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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유비무환’, 『디자인·포장』, 197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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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수출상품은 국력총화의 예술품’, 

『디자인·포장』, 197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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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호 전체 기사 수 포장기사 비율

1970 11 26 10 38%

1971

2 9 1 11%

4 11 4 36%

6 21 7 33%

8 18 6 33%

10-12 24 7 29%

1972

2 31 9 29%

4 34 5 14%

6 26 8 30%

8-10 28 6 21%

12 25 3 12%

1973

3 26 6 23%

6 25 9 36%

9 25 9 36%

12 27 16 59%

1974

3 24 7 29%

6 30 13 43%

9 33 13 39%

12 28 11 39%

계 19 권 471 150 32%

[표 10] 1970-74 『디자인·포장』 권호별 포장 기사의 비율 (연구자 작성)

창간호 뿐만 아니라 70년대 전반기로 범위를 넓혀 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과 같이 1970년부터 74년까지의 모든 기사 

중에서 제목에 ‘포장’ 용어가 들어간 경우는 32%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또 창간호 기사 「방수 골판지 개발의 필요성」과 같이 기사 제목에 ‘포장’이 

포함되진 않았으나,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을 다룬 경우를 더하면 포장 관련 

기사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인·포장』에서 ‘포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며 

디자인 계몽의 한 주제가 되는 한편, 잡지의 전반적 방향성을 함축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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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호(1969년 8월호) 2호(1969년 11월호) 3호(1969년 12월호)

1 창간사 권두언 권두언

2 축사 디자인지 2호에 붙임 디자인지 3호에 붙임

3 권두언 제 18회 국전(공예) 화보
에필로그 - 1960년대 

한국디자인

4
특집좌담 - 한국디자인의 

개선문제
공업디자인의 실제 원색화보 - KDC 연구작품

5 생산철학으로서의 디자인 공업디자인이란
영국공업디자인회의 - 

CoID

6 인간환경의 재형성 현대공업디자인의 형성 스칸디나비아디자인

7 포장디자인의 방법
현대디자인의 선구자들2

붤터 그로피우스

특집좌담 - 세계디자인의 

동향

8 석공예의 상품화 가능성 디자인강좌2 리듬
현대디자인의 선구자들3 

모홀리 나기

9 한국의 공예기업
혁신적 디자인의 

가구메이커 - 허먼 밀러
디자인강좌3 균형

10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란 스위스 포스터 디자인의 당면과제

11 디자인강좌1 프로포어션 세계의 굳디자인전 디자인 뉴스

12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연구작품
한국수출상품의 디자인 해외디자인학교

13 한국의 전통공예 한국수출포장의 문제점 디자이너코너

14 제4회 상공미전 디자인 용어 KDC안내

15 굳디자인디스플레이 한국디자인센터 스냅
KDC 1969년도 

활동일람표

16 디자인뉴우스 디자이너코너
KDC 1969년도 디자인 

연구사업

17 디자인용어 외국의디자인(공예)연구소 ·

18
외국의 

디자인(공예)연구소
한국디자인센터 안내 ·

19
현대디자인의 선구자들1 

윌리엄모리스
표지설명 ·

20 디자인상담실 안내 · ·

21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 · ·

22 디자이너 코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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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계간 디자인』의 

내용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두 잡지는 발행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즉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31 

『계간 디자인』의 경우,  1호부터 3호까지 전체 58개의 기사 중에서 제목에 

‘포장’이 등장한 경우는 두 번에 불과했다.132[표 11] 또 ‘포장’ 이외의 다른 

용어나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자인·포장』은 표 9의 통계와 같이 전반기 5년간 발행한 19권 471개 기사 중 

150개의 기사, 즉 한 호당 평균 8번 정도 ‘포장’이 등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장 기사들이 수출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계몽활동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에서, 『디자인·포장』에서 ‘포장’은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이 주요어로 ‘구체화’되어간 모습을 보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계간 디자인』이 실천 행위가 결여된 

채 지면에서 개념적 차원으로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실질적 

활동을 이어가며, 기관지 『디자인·포장』에서 ‘포장’과 같은 국가적 관심사를 

반복해 다루었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잡지의 주요어를 통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그 활동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디자인 개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요어로 구체화된 디자인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전 시기보다 더욱 

131 실제로 창간 초기의『디자인·포장』은 앞서 다룬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기관지 『계간 

디자인』과 내용 구성 및 내지 디자인, 제호에 사용한 서체 등이 유사하다. 더구나 ‘디자인 용어’, 

‘디자인 강좌’, ‘한국의 전통공예’ 등 일부의 기사는 기사제목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132 「포장디자인의 방법」, 『계간 디자인』, 1969년 8월호, 37-40쪽. 「한국수출포장의 문제점」, 

『계간 디자인』, 1969년 11월호, 6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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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국가주의’의 성격을 보이는 점이 1970년대 전반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1970년대 후반기 산업중심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고착

1970년대 후반기 『디자인·포장』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70년대 전반기의 

특징이 지속되는 한편, 또 다른 주요어의 쓰임이 확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디ID: industrial design에 대응하는 용어로 원어 ‘industrial design’과 

번역어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 등이 뒤섞여 쓰이며 잡지에서 ID를 다루는 

경우가 양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잡지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1973년 12월호의 특집기사 「디자인 포장 

진흥 사업의 당면 과제」를 기점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체 10개의 

기고글로 구성된 이 특집기사는 상업디자인부문(2개), 상품포장부문(2개), 

포장자재부문(2개)과 더불어 공업디자인부문에서 4개의 글을 게재하며 

ID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1년 후 발행된 74년 12월호에서는, 공업디자인이 

특집기사의 주제로 다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 호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공업디자인의 역할」, 「공업디자인 상의 인간공학」, 「공업디자인 연구개발의 

요건」, 「공업디자인 교육의 문제점」 등의 소주제 기사들로 구성된 특집기사는 

ID의 개념부터 실질적 방법론까지 포괄적은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이후 

75년부터는 ID에 관한 기사가 더 자주 실렸으며, 76년 4월호의 특집에서는 재차 

공업디자인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렇듯 공업디자인이 불과 1년 반만에 반복해 

특집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I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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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잡지의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며 수출주도 품목이 섬유, 완구, 가발 등의 경공업 

제품에서 전자제품과 같은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변모함에 따라 산업계로부터 

상품(제품)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이다.133 또한 1972년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내부에서 전공단위로 ID 교육이 시작되는 

등 디자인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134 이처럼 당시 한국 사회는 

점차 I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만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ID에 대한 관심의 확장과 더불어, 1976년을 기점으로 

『디자인·포장』에서 ID를 의미하는 세 용어의 쓰임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즈음 다른 두 용어보다 ‘산업디자인’이 더 빈번히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의 경우, 세 용어가 특별한 의미 

차이나 우선순위의 구분 없이 고르게 쓰였다. 또 『계간 디자인』을 포함한 

기관지 안에서의 쓰임에 한정해 보면, 오히려 ‘공업디자인’이 가장 빈번히 

쓰였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135 그러나 『디자인·포장』 1976년 10월호부터 

‘공업디자인’이나 ‘industrial design’의 쓰임이 거의 사라지는 대신 

‘산업디자인’이 자주 쓰이기 시작한 사실을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점차 고조된 ID에 대한 관심이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수렴해 갔던 것이다. 이를 통해, 잡지 전반의 디자인 개념이 사회경제의 

산업화와 더불어 ‘산업’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재편되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13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8), 46쪽.

13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8), 46쪽 참조.

135 『계간 디자인』 1호부터 3호까지 58개의 기사 제목 중에서 ‘산업디자인’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industrial design’이 1번, ‘공업디자인’이 3번 쓰였다. (표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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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호 공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 계

1970 11 · · 1 1

1971

2 · · ·

1

4 · · ·

6 · · ·

8 · · ·

10-12 1 · ·

1972

2 · · ·

2

4 1 · ·

6 · · ·

8-10 1 · ·

12 · · ·

1973

3 · · ·

4
6 · · ·

9 · · ·

12 4 · ·

1974

3 · 1 ·

5
6 · · ·

9 · · ·

12 4 · ·

1975

3 1 · ·

7
6 2 · ·

9 · 2 ·

12 1 1 ·

1976

2 · 1 1

11

4 4 · ·

6 · · ·

8 1 · ·

10 · · 2

12 · · 4

1977

2 · · 3

25

4 · · 2

6 · · 5

9 · · 4

11 · · 7

12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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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2 · · 2

14

4 · · 2

6 · · 6

8 · · 2

10-12 · · 2

1979

2 · · 2

29

3 · · 4

6 · · 6

10 · · 7

12 · · 5

12 · · 5

[표 12] 1970-79 『디자인·포장』 기사제목 중 ‘industrial design’ 관련 3개 용어의 등장 횟수 (연구자 

작성)

기관지 외부, 즉 사회 전반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즉, 70년대 초반까지 

‘산업디자인’은 세 용어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가령 

1972년에 창립된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현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의 

협회명 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다음의 내용과, 『디자인·포장』 7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 내용은, ID의 번역어로 어떤 용어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어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등의 단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협회의 명칭도 오랜 심사 숙고 끝에 결정되었다. 모처럼 추진되는 전문협회의 

명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그 분야의 활동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ndustrial design’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었다. ‘산업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여건으로 볼 때 다소간의 혼동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각에서 ‘산업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픽 위주의 디자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업디자인’이라는 이름도 선뜻 채택할 수 없었다. 

‘공업’이라는 용어는 너무 공학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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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디자인(engineering design)과 혼동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공업디자인이 일본식 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협회의 

창설멤버들은 우선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제반 환경적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 때 가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합당한 우리말로 대체하기로 하였다.”136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Industrial Design (이하 I.D라 칭함)을 보통 

공업미술 또는 공업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Industrial 

Design이 지닌 뜻을 잘 옮긴 표현은 아닌 것 같으며 우리가 그 지닌 본래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또는 그대로 Industrial Design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옳을런지도 모르겠다. “공업”이라는 우리말의 개념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료품을 가공 제조하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한 적합한 번역은 

되지 않는 것 같다.”137

13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8), 48쪽.

137 최대석, 「공업디자인 연구개발의 요건」, 『디자인·포장』, 5권 4호, 1974년 12월, 9쪽.

[그림26]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디자인·포장』, 1976년 10월호,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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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람회명칭 부문별명칭 주최 및 주관기관

1966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1부 : 상업미술

2부 : 공예미술

3부 : 공업미술

주최 : 상공부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1967

1968

1969

1970

1971

주최 : 상공부

주관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2 - 1976

1977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제1부 : 시각디자인

제2부 : 공예디자인

제3부 : 공업디자인
1978

1979

제1부 : 시각디자인

제2부 : 공예디자인

제3부 : 제품디자인

1980- 1989

제1부 : 시각디자인

제 2부 : 공예

제3부 : 제품 및 환경디자인

[표 13]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변천과정138

그런데 1976년부터 다른 두 용어 대신 ‘산업디자인’이 고정적으로 쓰이게 

된 현상은,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이하 상공미전)의 개칭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3] 상공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66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상공미전은 1971년도 제6회 때부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주관을 맡게 되었고 이후 1976년 9월 18일에 대통령령 제8249호에 의거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그림 26] 그런데 잡지 

『디자인·포장』에서 ‘산업디자인’이 고정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역시 76년 

10월호부터로,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상공미전의 명칭에 ‘산업디자인’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일이 『디자인·포장』의 디자인 용어 및 개념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138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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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공미전 개명의 배경과 의의를 평가한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산업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정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공미전이라는 명칭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나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1976년 9월 18일에 대통령령 

제 8249호에 의거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규정의 

일부도 개정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국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으로써 디자이너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비중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산업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최 요강도 대폭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1부 상업미술을 

시각디자인으로, 제 2부 공예미술을 공예디자인으로 개칭하여 국제적 통용어에 

근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개칭에서도 상당한 문제성이 있어 1979년에는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디자인으로 수정함으로써 점차 산업디자인의 

개념이 정립되어 갔다.”139 

위 글의 내용과 같이, 국가 기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디자인 전람회의 

제목으로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선택되고, 그 하위영역의 구분이 ‘--

미술’과 같은 표현에서 벗어나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디자인’ 

등으로 바뀐 것은, 표면장식 차원에 국한된 종래의 미술적 디자인 개념을 

탈피하여 입체의 영역을 포괄하는 ‘산업중심 디자인 개념’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명칭 변경을 잡지 발행처이자 전람회 

주관처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140을 통해, 기관지 

『디자인·포장』 도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139 『한국디자인포장센터20년사』, 209쪽.

140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그 동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을 

보게 된 것이다.”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디자인·포장』, 7권 5호, 

1976년 10월,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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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업중심 디자인 개념의 등장은 상공미전의 명칭 

변경과도 관련된 것이었으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앞선 언급과 같이 사회 

전반의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은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가 긴밀히 결합되어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였다. 농업인구가 급감하며 2차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하였고, 중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는 등 이른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141 

이와 더불어 70년대 전자산업의 성장 또한 산업디자인 개념의 등장 및 

확산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이었다. 1969년에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진흥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1970년에 제 1회 전자전람회가 

개최되었으며, 1971년에 구미전자공업단지가 설치되는 등 전자산업은 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142 따라서 전자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고, 전자제품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조된 디자인 영역은 

다분히 산업 생산품에 관련한 디자인, 즉 작게는 제품디자인, 크게는 산업디자인 

분야에 한정된 것이었다. 

결국 산업화의 기치 아래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경제 구조와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은, ‘산업디자인’이 디자인 전체를 대변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던 것이었다. 실제로 산업화가 가속된 1980-

90년대에 이르면, 잡지 『디자인·포장』이 제호를 『산업디자인』으로(1983), 

141 김호기, 「1970년대 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163쪽 참조.

14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앞의 책(각주 18),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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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진흥법이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1991), 한국 

인더스트리얼디자인협회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로(1992) 바뀌는 등 

‘산업디자인’이란 용어는 점차 기타의 단어들과 차별화된 의미를 부여받으며, 

ID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반을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된다. 

한편 잡지 기사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다루어진 양상과 그 구체적 

개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 ‘산업디자인’이 고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1976년 10월호부터 77년 6월호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된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이란 기사는 새롭게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성격의 글이었다.[그림 27]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글의 구성을 

‘수출증대와 산업디자인’, ‘수출 촉진계획의 세부 계획으로서의 디자인 

지원계획의 채택’, ‘수출정책기구에 있어서 디자인 기관의 조직적 구성 및 그 

[그림27]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디자인·포장』, 1976년 10월호, 4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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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기능’ 등과 같은 하위 주제로 나누며, 주로 수출과 관계한 맥락 안에서의 

산업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게다가 이 기사를 연재한 인물은 

행정관료나 경제계 및 무역업계 종사자가 아닌, 센터 개발실의 주임연구원으로 

내부 인력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센터와 잡지가 산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전히 대상의 외관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미술 차원에 국한된 

개념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의 맥락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 센터 외부의 학계인사가 기고한 1979년 2월호의 기사 

「산업디자인의 현실과 전망」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디자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산업디자인 분야의 현황에 대해 다룬 이 글은, 수출에 문제가 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 경영인들의 의욕적인 노력과 

추진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지도 벌써 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4차 경제 개발(1977-1981)을 추진중에 있는 우리는 

중화학 공업 입국으로 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로 국가 번영을 희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는 과학 기술 및 공업 기술이 완숙되지 못한 원인도 

있으나 제품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기업 경영인들의 현재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이며, 아직도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모방이 아니면 수입국의 

바이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시급히 시정하고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수출 상품의 질적 개선책을 세워 해결할 때 상품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143

그런데 ‘산업디자인’이 서서히 쓰이기 시작하던 70년대 중반의 한 

143 곽원모, 「산업 디자인의 현실과 전망」, 『디자인·포장』, 10권 1호, 1979년 2월,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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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앞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산(공)업디자인’을 기존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현대디자인”의 개념을 

담은 용어로 소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1976년 상공미전 개칭의 

배경을 설명한 다음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공부 주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관으로 개최해 온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이하 상공미전)는 금년으로 11회의 연륜을 쌓았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 현대디자인의 요람기에 디자인의 창안기풍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현대디자인 특히 공업디자인의 

경향은 미술적 경지를 벗어나 실용 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술전람회의 개념을 탈피치 못하고 있던 종전의 상공미전을 변천발전하는 

시대적 조류와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람회의 

명칭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로 변경하고 그 성격도 전환시켜 앞으로 

산업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144

디자인이 미술의 경지를 벗어나 실용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용글의 서술은, ‘산(공)업디자인’이란 용어가 기존 미술 차원의 디자인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디자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기사 이후, 잡지에서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난 내용을 다시 발견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70년대 후반에 가까워지며 잡지 『디자인·포장』은 

‘산업디자인’을 주로 수출과 포장에 관계한 맥락에서 다루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위 글에서 언급된 새로운 디자인 개념(혹은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잡지 『디자인·포장』에서 강조된 

‘산업디자인’이란 주로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생산제품의 개발’이라는 

144 「상공미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디자인·포장』, 7권 5호, 1976년 10월,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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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범주에서 다루어졌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그 

개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초기, 잠시 실용과학의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조명되기도 했지만, 수출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시대적 상황에 흡수·동화되어 

국부론과 같은 한정된 맥락 안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경제의 산업화가 산업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장시켰으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우선시되었던 전반적 시대 

상황은 디자인을 국가와 산업의 테두리 내부에 두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잡지를 통해 당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된 점, 또 

일부 디자인의 원리와 개념,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센터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은 잡지의 긍정적 영향과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잡지가 디자인을 수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국가권력의 강한 주도 아래 설립되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정부산하 기관의 기관지로서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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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한국 정부와 디자인 

기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외래어 ‘디자인’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과 관계 속에서 그 

개념이 형성된 이후 서서히 변화해 왔다. 그런데 과거 산업사회의 가치기준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디자인 개념은, 오늘날 디자인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석의 준거가 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답습되거나 기교적 

방법론으로 진화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디자인 현상을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과거 한국 사회가 

‘디자인’이란 개념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살피기 위한 성찰적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제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또 이에 대한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문에서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발생한 디자인 관련 사건들(특히 

정부기관과 관련한)과 당시 기관지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핌으로써, 한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1960년대 군사정권의 강력한 경제성장의지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국가 권력과 연계된 사회경제의 변화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전개되었다는 전반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6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 전반에서 강조된 

수출제일주의의 흐름과, 이 과정에서 추진된 간접적 방식의 경제발전 계획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대시켰던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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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명하였다. 또 이와 같은 흐름이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같은 기존 

디자인 기관을 재정비해 한국수출디자인센터라는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부여하고, 공예나 응용미술 차원에서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확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개념이,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발행한 기관지 『계간 디자인』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는데 그쳤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센터의 연구진들이 

수출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정황상 센터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센터와 그 

기관지 『계간 디자인』은 서로 모순된 행보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이름만 바뀐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미진한 활동, 그리고 가시적 실적에 대한 이낙선 상공부장관 개인의 의지가, 

정부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진흥기관의 

통합 출범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낙선 

상공부 장관 등 일부 정치 권력자 개인들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포장’과 결합된 디자인이 ‘표면장식’에 가까운 차원으로 이해되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디자인 기관의 활동에 개입하며 좁은 

범위의 디자인 개념, 즉 ‘포장’이나 ‘꾸미기’ 차원에서 이해한 디자인 개념을 

‘휘호’라는 압축적 형식으로 하달했던 것이 디자인의 존재 목적을 국가발전의 

테두리 내부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IV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출범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 속에서 관련 활동을 이어나갔던 모습을 

서술하였다. 센터가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중심의 진흥활동을 통해 그와 같은 

디자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 기관지 발행을 통해 개념적으로도 이를 

보조하였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또 종합적으로 이 시기의 디자인 



102

진흥활동이 당면한 수출상품의 포장 개선에 집중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의 이윤 확대라는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활동이었음을 밝혔다.

V장에서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기관지 『디자인·포장』이 몇 가지 

키워드로 이와 같은 디자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정치 권력자가 하달한 목표와 디자인 개념에 충실하게 ‘수출’이나 

‘포장’, ‘경제’, ‘산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제한된 영역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던 사실을 기사 내용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실질적인 목표에 기인한 

것이었고,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구체적 목적을 부여한 ‘국가주의’적 

디자인 개념의 발현이라는 특수한 현상으로 이어졌던 것임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1960-70년대 한국 정부의 디자인 인식 및 

관련 활동은 현대적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일반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디자인’이란, ‘수출’을 위해 대상 물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차원이었고, 이와 

같은 디자인 인식은 디자인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유일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이러한 개념은 점차 ‘산업화’라는 시대적 명제 속에 흡수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 ‘산업디자인’은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은 국가주의라는 시대적·정치적 

한계 속에서 출발하여 점차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으로 고착되어간 경향성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 제반 현상은 

지금 이 시점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머리말에서의 예시와 같이,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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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 수는 여전히 경제적 가치와 외면의 성과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포장 개선을 통해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단편적 디자인 개념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인식은, 광범한 영역에 관계하고 있는 디자인 제반 현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차원에서의 논의를 초월해 ‘문화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동시대 디자인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현대적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정 및 전개양상의 구체적 면면을 추적해 보고자 

출발하였다. 기관지라는 한정된 매체를 논의의 토대로 삼은 것은, 국가권력과 

디자인(개념)의 영향관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좁은 범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점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한국 

정부가 디자인에 개입한 구체적 방식이나 정부의 디자인 인식이 디자인 기관 

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부분을, 관련자 증언이나 공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덧붙여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디자인 개념의 변천에 대한 세계사적 맥락을 배제한 채 한국 

내부에서의 흐름에만 집중한 것 역시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가능하며, 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정치적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은 작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제한적 조건 환경 

안에서 형성되고 인식되어온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목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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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디자인 현상의 연원을 밝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이 

인간의 일상 삶과 연결되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를 다룬 이 연구가, 근래에 널리 퍼지고 있는 대안적 디자인 

개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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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c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design conceptio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design 

phenomena and the concept of  design. Up until very recently in Korea, most of  

design issues have been dealt with on the viewpoint of  the ‘industry-centered’ design 

concept, which is purposed to change the shape of  products in order to create added 

value whilst functions and roles of  design in terms of  ‘cultural’ value are now widely 

discussed. In this situation, the boundary of  design has not been extended to a critical 

axis of  visual culture in everyday human life, but it has had superficial and limited role 

in the ‘industrial’ area.

This study tried to trace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industry-centered’ design notion in Korea with a critical stance on phenomena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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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sign today. Accordingly, this study put the main focus on the activities of  

governmental design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magazines published by 

design governmen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of  Korea (1960-70). This is 

because the author agrees with an opinion suggested by advanced researches that the 

current ‘industry-centered’ design notion has come from design concept of  Korean 

government and government-led design policy which was based on that conception.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2 deals with the social backgrounds 

of  1960s and usage of  design terminology in Korea at that period. Specifically, this 

research intends t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sign notions and socio-

economic contexts while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implemented 

right after the military government gained power. Moreover, the applications of  design 

terms are reviewed in this chapter.

At Chapter 3, the institutional activities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Design Center (KDC) are investigated and the Quarterly Design magazine published 

by the KDC is also analyzed. This part looks into the detailed background of  how 

the KDC took a leading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design for export and merits 

and demerits of  the KDC’s public activities. In addition, this chapter explains the 

‘nationalistic’ design concept, which can be mainly detected in the contents of  the 

Quarterly Design.

Chapter 4 tries to concentrate on the detailed background of  the Korean Design 

Package Center (KDPC)’s establishment and the KDPC’s institutional activities to read 

the implications behind it, in order to analyze the direction of  the design policy and 

design concept of  the governmental agency in 1970s. This chapter traces the overall 

process of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DPC and the KDPC’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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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efforts of  design development in order to make great consequences in 

export.

Chapter 5 mainly discusses the concept of  design revealed in the Design & 

Packaging magazine published by the KDPC. This paper divided 1970s into two 

periods: the first half  of  the decade and the second half  of  the decade to explain the 

keywords and design concept with changes of  social background of  each period.

From the above contents discussed, this research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 design and notion of  it in 1960-70s had developed as a tool for national goal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exports’. This thesis also identified the 

tendency of  the design notion in Korea during 1960-70’s, which had been fixed and 

developed into the notion of  ‘industry-centered’ design, namely, the ‘industrial design’ 

with a nationalistic understanding of  design.

It is surely necessary to trac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design 

concept in Korean during 1960-70s, to widen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design phenomena and connoted design conception of  i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opening out the cultural discourse on the expanded 

role and function of  design connected to daily human life.

Key words: 1960-70s, Korea, Design Conception, Industiral Design, National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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