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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된 디자인 잡지 비평문헌의 전개과

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 디자인 잡지 저널리즘의 성격을 밝히고, 실천

적 디자인 비평의 조건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디자인은 규모와 

영향력의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론과 철학의 면에서는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철학 빈곤의 현실에 

한 안으로 디자인 비평이 언급된 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평이 부

재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

는 디자인 비평 형태의 하나로 디자인 잡지에 실린 비평의 내용과 형식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 디자인 비평의 실천적 조건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먼저, II. 장에서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의미를 밝혔고, 이

와 디자인 비평의 관계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디자

인 잡지의 종류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적 틀을 제안했다. 즉, 디자인 저널리

즘은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디자인 활동과 그 생산물에 관

한 소식을 전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수용과 배제를 끌어내는 활

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디자인 활동과 생산물에 한 해석의 역할

을 디자인 비평이 담당하며, 이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적 

역할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디자인 저널리즘과 디자인 비평의 관계를 바탕으로 III. 장에서는 종

합 디자인지인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을 분석했다. 창간이후 2005년까

지 85편의 비평문헌에 관한 서술을 통해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은 발간되는 동안의 사회적 사건과 접점을 형

성하며, 여러 층위의 비평문헌을 소통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종합 

디자인지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관념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비



평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고, 매체 내의 지속성이 부족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IV. 장에서는 종합 디자인지의 비평문헌을 통해 파악한 비평문헌의 

한계와 이에 한 안적 형태의 하나로 디자인 비평 전문지인 《디자인문화

비평》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았다. 비평 전문지 비평문헌은 통일된 주제의

식 아래서 다양한 필진의 글로 구성되어 당  디자인 현상에 한 비평적 고

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디자인 잡지의 비평문

헌이 가진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장성, 비평적 실천, 그리고 지

속성이라는 디자인 비평의 세 가지 실천적 조건을 제안했다. 즉 디자인 비평

은 한 사회의 변화하는 디자인 인식과 함께 디자인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다양

한 현장을 특정한 관점에서 조명 해야 하며, 여기서 발견된 가치에 한 판단

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비평은 급변하는 매체 환

경에 응하는 지속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의미를 확인하고, 디자인 잡

지에서 역사적으로 소통된 디자인 비평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그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수많은 인공물과 함

께 살아가는 현시 를 반추하며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비평의 제구실을 위

해 이 연구가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주요어 : 디자인 저널리즘, 디자인 잡지, 디자인 비평, 문화 저널리즘 

학번: 2015-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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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 I.1.�연구의�목적과�배경�

이 연구는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된 디자인 잡지 비평문헌의 전개과

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 디자인 잡지 저널리즘의 성격을 밝히고 디자

인 비평의 조건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하부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디자인 

저널리즘의 본래적 의미와 디자인 비평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관계를 바탕

으로, 종합 디자인지에 실린 디자인 비평의 내용 전개와 특징,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가? 만일 한계가 있다면, 이에 한 안적 잡지와 디자인 비평의 내용

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찰된 디자인 비평의 실천적 형태를 통해 도출

되는 디자인 비평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디자인 인식은 사회의 변화 속도만큼 빠르게 변해왔다. 

1960 - 1970년  디자인은 제품의 포장과 외형을 꾸며 수출 증 를 돕고 외

화를 벌어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수단의 하나였다. 

1980년  국내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는 디자인의 효과와 영향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 1990년  중반으로 오면서 디자인은 “‘사회문화적 상징의 해석

과 창조’에 깊게 관여” 하는 문화적 행위로 그 존재가 재규정됐다. 디자인을 1

�김민수.�(2016).�21세기�디자인�문화�탐사�:�디자인·문화·상징의�변증법(개정판.�ed.).�서울:�그린비.�11쪽.�1

*참고:�《21세기�디자인�문화�탐사》는�1997년�'솔'�출판사에서�발간됐으며,�인용된�부분은�초판과�개

정판�모두�동일하게�수록된�부분으로,�이�연구에서는�2016년�출판된�개정판을�기준으로�인용했다.

�1



다루는 이론적 해석 틀의 변화는 사회가 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공진(共

振)하며, “시 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핵심적 문화산업” 으로 여겨2

지기 시작했다. 디자인과 일상의 연결성에 한 관심과 인식은 2000년  이

후 더욱 증가하여, 디자인을 생활문화 측면으로 언급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디자인은 ‘익숙함’이 담론의 수준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와 문화의 성장 시기가 지나고 인구 절벽과 사

회 전반의 양극화를 경험하는 2010년 이지만, 디자인과 디자이너 그리고 

이를 둘러싼 태도와 문화는 수십 년 전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디자인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렴하고 유용한 도구로 여겨진

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의 상품뿐만 아니라 시장과 골목, 한 지역까지 “디

자인할 수 있다” 는 ‘디자인 만능주의’에 한 믿음이 더욱 커졌다는 점 일 것3

이다. 디자이너는 여전히 마술같은 일을 해내는 만능인이며 그 창의력과 기

�1998년�4월�21일,�KOEX�국제회의장에서�개최된�'98�한국디자이너대회�어울림'의�김대중�대통령�축2

사�중�일부�인용.(김대중�대통령�연설문�전문.�(1998.05.).�월간《디자인》,�239,�64쪽.)�김대중�대통령

이�언급한�문화산업과�그�안에서의�디자인의�역할은�디자인이�산업과�경제�발전의�핵심적�요소로�여겨

져야�한다는�인식을�심어주었다.�디자인�산업에�대한�이런�인식은�당시�'어울림'행사를�보도한�기사�등

을�통해�확인할�수�있다.�예를�들어,�1998년�4월�22일,�매일경제신문은�사설에서�디자인의�중요성은�"

국가경쟁력은�물론�개별기업의�생존전략"에도�중요하다고�역설하며,�세계�경쟁력에서�뒤떨어진�국내�

기업의�디자인�경쟁력을�지적한다.�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디자인으로�승부를�거는�'디자인�경 '"의�

확산을�주문했다.�

�전통/재래시장�살리기,�안전한�골목길�만들기�등의�도시적�차원의�디자인�적용의�사례와�관련연구의�3

수는�매우�많으며�2017년�현재도�많은�곳에서�진행되고�있다.�이와�같은�디자인�적용에�대해서는�경제,�

지역�사회와�문화,�소상공인�지원�등�다양한�관점에서�의견이�갈리고�있다.�전통시장과�골목길�관현�디

자인의�사례로�다음의�기사�참고.��

김정유.�(2015.04.28.).�〈소진공-상명대,�'전통시장�활성화�디자인융합지원'�업무협약〉.�《이투데이》.�외

부연결: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16539(접속일:�

2018년�7월21일)�

이바름.�(2017.03.16.).�〈신흥동�골목,�이제는�‘안심골목'〉.�《경북매일일보》.��

외부연결:�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671(접속일:�2018년�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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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함으로 평가받는 존재이다. 기술 발전을 통한 이미지 재현과 모델링을 위

한 도구적 힘과 빠른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기를 종용

받는다. 일상생활과 문화의 차원에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지 않

고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디자인 문화의 실체와 본질에 해선 

함구한다. 우리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은 달라졌음에도 디

자인을 보는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동시 적 맥락에서 디자인이 인간 삶의 소소한 자리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개입의 실체를 돌아

보는 것이 지금의 디자인을 다시 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디

자인과 삶의 관계는 사용자의 말과 글을 통해 표출된다. 우리가 그러한 영향

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디자인된 상을 즐기고 있다면 이러한 상을 어

떻게 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지, 여기에 간극이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

는지 등의 디자인에 관한 말과 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디자인을 소통하는 행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김민수(1994)는 디자인의 사용자는 각자 자신의 관

점과 경험에서 디자인 상을 판단하고 해석하여 그 결과물을 내어놓고, 이

를 타인과 공유하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행위를 지속한다고 말했다. 

이 단순하고 원초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디자인은 새롭게 규정되고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비평 혹은 비평적 활동이라 부른다. 즉, 담론

과 해석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가치판단 을 디자인 비평이라 부를 수 있으며, 4

이는 특정한 소통의 장에서 공유된다. 이 비평이라는 화가 소통되는 현시

�최범.�(2016).�디자인�개념어�사전�-�디자인�비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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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론장 은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에 관한 말과 글, 그리고 이것이 5

소통되는 장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기간 발

행되고 있는 종합 디자인지인 월간《디자인》과 한국 최초의 디자인 비평지

인 《디자인문화비평》에 실린 디자인 비평을 차례로 고찰한다. 중적 매

체에서 ‘비평적 디자인 글쓰기(critical design writing)’가 어떤 모습으로 존

재해왔으며 그 내용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디자인 잡지에 실려 중적으로 소통된 디자인 비평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문잡지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며 디자인 저널리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토 로 작용한다. 현재 디자인 저널리즘은 “문화 현실에 한 전문적인 

기사나 심층적인 취재와 기획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는 6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디자인이 산업 규모의 성장과 나름의 문화적 성장을 

하는 사이에 이에 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 미래를 논하는 비평은 너무나 

미미한 모습으로 존재해왔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비평이 부재한 현실에 

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음에도 ‘디자인’과 ‘비평’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

면, 그 실체적 진실은 현재를 만들어 온 과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의�공론장은�하버마스의�그것과�같다.�하버마스는�공론장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한다.�공론장은�5

"사회와�국가�사이를�중재하는� 역으로,�그�안에서�대중이�대중�여론의�운반자로�스스로를�조직한다."��

이에�대한�원문은�다음과�그�출처는�다음과�같다.��

"a�sphere�which�mediates�between�society�and�state,�in�which�the�public�organizes�itself�

as�the�bearer�of�public�opinion."�

Geoff�Eley.�<Nations,�Publics,�and�Political�Cultures:�Placing�Habermas�in�the�Nineteenth�

Century>.�《Habermas�and�the�public�sphere�/�Craig�Calhoun�편집》.�(1992).�Cambridge,�

Mass.�:�MIT�Press.�290쪽.

�채승진,�&�소진아.�(2012).�이미지와�텍스트의�관계를�통해�본�디자인�잡지�저널리즘�-�월간《디자인》6

(2000.01�(259호)�~�2009.12�(378호))�분석을�중심으로.�디자인학�연구,�25(2),�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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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밝힘으로 디자인 잡지 안에서 디자인 비평은 어떤 내용을 전달해 왔으

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 디자인 저널리즘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 I.2.�선행연구�검토�

� I.2.1.�디자인�잡지에�관한�연구�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는 디자인 잡지에 관한 연구의 수는 적지 않다.  하지만 7

많은 수의 연구가 디자인 잡지의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표지 디자인의 

조형성 등의 잡지의 시각적 디자인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 잡

지의 내용에 관한 연구는 상 적 소수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해

당하는 연구 중 연구 목적과 연관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했다. 

 이나리와 백진경의 2004년 연구는 현  매체 환경을 “분야별∙유형별 

전문지간의 경쟁시 ” 로 규정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잡지가 다루는 8

내용과 상 독자를 기준으로 디자인 잡지를 정의하고, 디자인 관점에서 매

거진 아이덴티티(magazine identity) 분석 틀을 제시하여 국내∙외 디자인 잡

지의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디자인 잡지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디자인 잡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디자인 잡지

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 잡지의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가 담겨있지는 않았다.  

�“디자인�잡지”라는�검색어를�입력할�경우�995편의�학위논문,�431편의�국내�학술지�논문을�찾을�수�7

있다.(www.riss.kr.�검색일:�2017년�3월�28일�17:00시�기준)

�이나리,�&�백진경.�(2004).�매거진아이덴티티(Magazine�Identity)분석툴을�통한�디자인잡지�유형8

분석연구.�디자인학�연구.�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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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잡지의 존재론적 바탕에 관한 탐구는 2012년 채승진과 소진아

의 월간《디자인》 연구 에서 일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잡지의 9

저널리즘을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이너의 활동, 

디자인 산업의 실태, 그리고 문화로서 디자인 현상을 잡지 매체를 통해 정보

를 전달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동시에 이에 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10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문화 저널리즘의 성격을 “계몽 저널리즘(Aufk-

larungs journalismus)”과 “적응 저널리즘(Anpassungs Jounalismus)”11

으로 보고, 디자인 저널리즘을 적응 저널리즘의 하나로 분류했다. 이러한 바

탕에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발간된 월간《디자인》의 이미지와 텍스트

의 관계를 통해 잡지 저널리즘의 변화된 양태와 현 상황을 진단했다. 디자인 

잡지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다루며 현재의 한계를 지적하는 면에서 이 연

구는 이전의 디자인 잡지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문화 저널리즘

의 맥락에서 디자인 저널리즘을 규정하고 적응 저널리즘으로의 쏠림현상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원인에 한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박고은과 오창섭의 2013년 연구 는 1960년 부터 2010년 까지 발12

간된 디자인 잡지의 창간사를 분석하여 당 의 디자인 인식을 탐구했다. 총 

14개 잡지의 창간사를 분석하여 디자인 개념 변화의 거시적 흐름을 포착했

�채승진,�&�소진아.�(2012).�이미지와�텍스트의�관계를�통해�본�디자인�잡지�저널리즘�-�월간《디자인》9

(2000.01�(259호)�~�2009.12�(378호))�분석을�중심으로.�디자인학�연구.�25(2).�1-11쪽.

�채승진.�(2012).�앞의�글,�5쪽.10

�2012년의�연구에서는�권력�혹은�국가에�대립하여�주장을�펴는�계몽�저널리즘과�상업주의�성향을�갖11

는�적응�저널리즘으로�나누었다.�오락,�문화잡지�등이�적응�저널리즘에�속한다고�말하고�있다.��

채승진.�(2012).�앞의�글,�5쪽.

�박고은,�&�오창섭.�(2013).�디자인�전문잡지�창간사를�통해�본�디자인에�대한�인식�변화�-�1960년�~�12

2012년까지�창간된�디자인�전문잡지를�중심으로.�디자인학�연구,�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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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디자인 개념이 2000년 를 기점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와 

공공의 관점으로 이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디자인 잡지를 연13

구의 상으로 삼았지만, 창간사를 통해 디자인 인식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

의 주제와 방법론적 특징으로 인해 서사적 세 함과는 거리감이 생겼고, 디

자인 잡지 자체의 역사적 흐름을 포착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이 연구의 범위와는 다른 맥락에서 최호랑의 2015년 석사

학위 논문 처럼 한국 디자인 발전의 초기 단계에 국가 디자인 기관이 발행14

한 잡지(기관지)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념의 형성을 살펴본 사례도 있다. 이 

연구는 1960 - 1970년  국가 기관이 주도해 정착시킨 한국의 초기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정을 밝혀냈다. 그러나 기관지를 중점으로 다룬 연구의 특성

상 이 연구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 잡지를 다루지는 않지만 이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식과 방

법론을 가진 연구로 박세미(2017)의 석사 학위 논문 을 들 수 있다. 이 논문15

은 《공간》지, 《꾸밈》지, 《건축과 환경》지 에 나타난 건축 비평 콘텐츠 16

유형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평 콘텐츠가 한국

건축비평 역사에서 수행한 기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17

는 콘텐츠 유형의 분류로 건축 비평의 유형 분류와는 상이하다. 즉 박세미의 

논문에서는 건축 비평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그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작품

�박고은.�(2013).�앞의�글,�122-123쪽.13

�최호랑.�(2015).�1960-70년대�한국�디자인�개념의�형성과�전개�-�디자인�기관지를�중심으로.�(석사),14

서울대학교.�서울.�

�박세미.�(2017).�1980년대�한국�건축전문지에�나타난�정기적�비평�콘테츠의�유형에�관한�연구�-�《공15

간》,�《꾸밈》,�《건축과�환경》�을�중심으로�-�(석사),�한양대학교.�서울.��

�차례로�1966년,�1977년,�그리고�1984년에�창간됐다.16

�박세미.�(2017).�앞의�글.�v쪽.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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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와 비평', '시론', '역사와 이론소개', ‘비평상(賞)’, '메타비평' 으로 분류하

고 있다. 또한 건축 잡지의 저널리즘과 비평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

지는 않기에 건축 잡지에서 비평의 기능 혹은 역할에 관한 설득의 근거가 부

족하게 제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문화 저널리즘의 기

원과 그 지향을 바탕으로 디자인 저널리즘을 재정립하고, 이에 기초해 비평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 I.2.2.�디자인�비평에�관한�연구�

디자인 비평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조경숙(2001) 의 연구와 신현정(2007)18 19

의 논문, 그리고 김동하(2010) 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세 연구 모두 디자인 비20

평 그 자체에 한 내용으로,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비평의 특징과 역할에 

관한 준거점을 제공했다. 한편 김성복(1998)의 패션 비평 에 관한 연구는 앞21

선 세 연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패션 비평을 다루고 있으며 이 연구의 방법론

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2001년 발표된 조경숙의 연구 에서 디자인은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22

중요 요인이자 사회적 창조활동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

�조경숙,�정성환,�양종열,�&�김태호.�(2001).�디자인�비평의�필요성에�따른�이론과�방법론�모색을�위한�18

기초연구.�디자인학�연구,�78-79쪽.�

�신현정.�(2007).�한국�디자인�비평의�현황과�활성화�방안�연구�:�1990년대�이후를�중심으로.�(석사),�19

경희대학교,�서울.��

�김동하.�(2010).�디자인�비평의�본질과�가치판단에�관한�연구.�(박사),�중앙대학교,�안성.��20

�Kim,�S.�B.�(1998).�Is�Fashion�Art?.�Fashion�Theory,�2(1),�51-71쪽.21

�조경숙,�정성환,�양종열,�&�김태호.�(2001).�디자인�비평의�필요성에�따른�이론과�방법론�모색을�위한�22

기초연구.�디자인학�연구,�78-79쪽.�

�8



자인 비평의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 23

비평 방법과 접근법, 그리고 비평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요건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디자인 비평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초를 다지는 연

구로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순수한 개념의 차원에 머물러 

당시 실제로 행해졌던 디자인 실천으로의 비평 활동의 실재와는 거리가 있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07년 신현정의 논문 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바 있다. 이 논문은 24

1990년  이후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로 본격적인 디자인 비평의 필요성과 

요구가 커졌다고 보며, 이 시기 이후의 한국 디자인 비평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것의 특징과 지속해서 갖추어야 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디

자인 비평에 한 정의를 바탕으로 역사적 전개과정을 밝히는 시도였다. 이

러한 흐름에서 1990년  이후 활동한 디자인 비평가들의 면면과 각종 매체

를 통해 전파된 디자인 비평을 통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그러나 1990년 를 기점으로 시 적 흐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며 1990

년 의 시 적 상황과 비평이 활성화되는 제반 조건에 한 논리적 타당성

을 확보하려 시도했지만, 이러한 논문의 논리적 구조로 인해 오히려 1990년

 이전의 비평적 실천의 역사적 흐름과는 단절되는 모순을 갖게 됐다. 깊이 

있는 디자인 비평을 위해서는 교육, 산업의 규모, 중적 관심 등의 조건이 

필요하며, 1990년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신현정은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 동의 하더라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디

자인이 도입된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아트와 디자인의 문제, 공예와 디자

�조경숙.�(2001).�앞의�글,�78쪽.23

�신현정.�(2007).�한국�디자인�비평의�현황과�활성화�방안�연구�:�1990년대�이후를�중심으로.�(석사),�24

경희대학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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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80년 부터 이어져 온 포스트모던 디자인에 한 이론과 학자들의 의

견,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한 담론으로 공공디자인에 한 논의들” 이 25

존재했음을 1970 - 1980년  발간된 디자인 잡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1990년  이전의 비평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2010년 김동하의 논문 은 디자인 비평 이론에 관한 연구였다. 연구26

자는 산업디자인의 경우로 한정된 디자인 비평을 바탕으로 예술비평, 건축

비평의 개념과 이론을 접목하여 "디자인 비평의 본질적 개념과 구성의 이론

적 체계를 정립" 을 시도했다. 나아가 디자인 비평의 규범과 체계를 제시하27

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비록 산업 디자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 의 

디자인 실천 상황에서 디자인 비평이 취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관점과 체계

를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갖는다. 하지

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비평이 존재하는 근거와 의미를 제시하는 연

구의 특성상 현재 한국의 디자인 상황과 그 현장에서 실천됐던 혹은 실천될 

수 있는 디자인 비평에 한 서술로 가기 위해선 몇 차례의 논리적이고 실천

적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1998년 김성복의 연구 는 패션 비평(Critical Fashion Writ28 -

ing)을 다루며,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1970

년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미국의 예술 잡지에 게재된 패션 비평을 

모으고 분석하여, 패션과 예술의 관계 및 패션이 내재한 예술성을 이론적으

�신현정.�(2007).�앞의�글,�18쪽.25

�김동하.�(2010).�디자인�비평의�본질과�가치판단에�관한�연구.�(박사),�중앙대학교,�안성.26

�김동하.�(2010).�앞의�글,�3쪽.27

�Kim,�S.�B.�(1998).�Is�Fashion�Art?.�Fashion�Theory,�2(1),�51-71쪽.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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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뤘다. 실제로 중 사회 안에서 유통된 패션 비평을 김성복은 총 두 단

계를 통해 모으고 분석한다. 먼저 글의 제목, 날짜, 잡지명, 저자의 이름과 직

업, 그리고 주제 를 통해 일차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에 카니(Carney) 의 29 30

예술 비평 모델(An Art-Critical Model)을 참고하여 스타일(locate the 

style), 가치의 특징(Value features), 상위 수준의 해석(High-level Inter-

pretation), 그리고 비평적 판단(Critical Judgement)이라는 네 단계로 패션 

비평을 분석해냈다. 이 방식에 해 연구자는 “카니가 비록 회화를 우선으로 

한 시각 예술을 위해 고안한 비평 모델이지만, 패션을 시각 예술의 하나로 보

았을 때 비평의 태도/기준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방식” 이 될 수 있다고 언급31

했다. 따라서 카니의 예술 비평 모델을 저널에서의 패션 비평 모델로 변환한 

김성복의 비평 분석 방식은 디자인 잡지의 비평문헌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II. 장에서 자세하게 다

루기로 한다.  

�해당�연구의�경우�topic으로�표현된다.�29

Kim,�S.�B.�앞의�글.�60쪽.

�김성복의�연구에서는�다음의�세�편의�연구가�언급된다.��30

Carney,�James�D.�(199).�Individual�Style.�Journal�of�Aesthetic�and�Art�Criticism.�49(1).�15-

22.�

.�(1991).�The�Style�Theory�of�Art.�Pacific�Philosophical�Quarterly.�72(4).�272-89.�

.�(1994).�A�Historical�Theory�of�Art�Criticism.�Journal�go�Aesthetic�Education.�28(1).�

13-29.

�원문은�다음과�같다.��31

“Although�Carney’s�model�was�developed�for�visual�art�criticism(primarily�painting)�it�is�

also�suitable�for�identifying�critics’�stances�regarding�fashion�in�the�visual�art�communi-

ties.”��

참고:�Kim,�S.�B.�앞의�글.�58-59쪽.

�11



 앞선 연구의 가치와 시사점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지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월간《디자인》과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을 통해 사

회에서 직접 소통된 디자인 비평의 역사적 흐름의 회복을 시도한다. 또한 디

자인 잡지의 비평문헌이 가진 형태와 내용의 특성 분석을 통해 실천적 디자

인 비평의 조건을 모색한다.  

� I.3.�용어�정의�

� I.3.1.�디자인�전문지�

이 연구에서는 잡지 일반의 분류와 상 독자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

인 전문잡지’를 디자인 전공자와 관련 종사자를 주요 독자로 두고 디자인계

와 관련된 뉴스, 정보, 사건, 행사, 인물, 비평 등을 다루는 잡지의 한 종류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전문잡지’와 이를 축약한 ‘디자인 전문지’를 

병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 제호(題號) 아래 각종 원고를 수집,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정기적으로 편집∙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이라는 잡지의 사전적 정의32

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에 2011년 발표된 잡지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잡지33

를 분류하는 기준은 ‘잡지 분야’, ‘발행 주기’, ‘발행 부수’, 그리고 ‘유가∙무가 

�두산백과사전32

�이는�'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5조�1항에�의거한�조사로�언론진흥기금을�활용하여�한국언론33

진행재단이�진행했다.��

참고:�이용준,�주은수,�김원제,�한근식,�&�한국언론진흥재단.�(2011).�(2011)�잡지산업�실태조사/�한국

언론진흥재단�[편]�(조사분석�(한국언론진흥재단)�;�2011-04).�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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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있다. 이때 ‘잡지 분야’에 따라 시사/경제지, 지역/산업지, 과학/산업

기술정보지, 문화/문학/예술지, 교육/학술연구지 의 총 10가지 분야 로 분류34

된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참고하면 디자인 잡지는 ‘문화/문학/예술지’ 또는 ‘교

양/생활정보지’에 속하는 잡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특정 분야의 잡지35

는 주 상 독자층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이나리(2004)의 연구에

서 제시되었듯이, 내용과 독자에 따라서 디자인 잡지를 규정하는 방식의 하

나로, 상 독자의 전문성 혹은 해당 분야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 디자인 잡지는 다시 ‘디자인 생활잡지’와 ‘디자인 전문잡지’ 로 나누어진36

다. 즉, 디자인 중잡지는 디자인과 관련된 전체적 내용을 다루면서 디자이

너와 디자인 관계자, 전문가를 포함한 중 전체를 독자로 한다면, 디자인 전

문잡지는 디자인 전공자와 관련 종사자 등의 전문가 집단을 주요 독자로 상정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잡지가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 등이 달라진다.  

� I.3.2.�비평문헌�

디자인 비평문헌의 용어적 정의를 위해선 디자인 비평에 한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디자인 비평이란 디자인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해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디자인 실천(design practice)의 한 방식이다. 김민수

(1994)에 의하면, 디자인 비평에는 네 가지 목표가 있다. 첫번째 목표는 이해

�나머지�잡지�분야는�다음과�같다.�34

'취미오락/여행/레포츠지’,�'건강의료지',�'종교지',�'성인/만화잡지',�'사보/기관지/회보'.

�잡지�분류�방법의�세가지�다른�기준은�잡지의�발행�형태에�관한�것으로�이�연구의�목적과는�무관하35

다.�그렇기�때문에�이를�잡지를�구분하는�기초적�구분으로�사용하지�않는다.�

�채승진(2012)에�따르면�"전문성�수준에�따라�우리나라의�디자인�잡지는�생활�디자인지와�디자인�전36

문잡지"로�나누어지며,�이때�디자인�생활잡지는�특정�독자층을�상정하지�않아�일반�대중지에�가까운�

디자인�잡지를�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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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디자인이 수용자에게 “작용한 효과로서 사물 속에 내재된 인과 관계”37

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 목표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체계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 혹은 즐거움이다. 이러한 이해와 즐거움을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이며, 이렇게 이해와 그 이해에서 오는 기

쁨을 타인과 소통함으로 발생하고 축적되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깃거리”38

를 통해 디자인 자체를 돌아보는 성찰의 능력을 갖추게되는 것이 네번째 목

표이다.  이때 디자인 비평은 상품, 시각물, 공간, 시각환경 등 디자인이 개입39

하여 생산하는 인공 세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디자인이 존재하는 조

건과 환경 즉 교육 체계, 행정과 법,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한 사회 사건과 전

시 등을 다루며 디자인을 구성하는 문화와 디자인이 촉발하는 문화 전반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의미와 목표와 상을 가진 디자인 비평은 학술지, 잡

지, 책, 전시의 서문, TV와 라디오 방송, 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사회안에서 전파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잡지를 통해 전파된 글 중, 

전술된 비평의 의미와 목표에 부합하는 글을 ‘비평문헌’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잡지가 다루는 분야의 다양성, 글 형식의 다양함

을 고려하여 칼럼, 기고문, 시론, 비평 등의 여러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든 글

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문맥에 따라 ‘디자인 비평문헌’ 혹은 ‘비평문헌’

을 병용한다.  

�김민수.�(1994).�모던디자인�비평.�서울:�안그라픽스,�21쪽.37

�김민수.�(1994).�앞의�책,�22쪽.38

�김민수.�(1994).�앞의�책,�21-25쪽.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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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고찰을�위한�선결�과제��

이 장에서는 문화 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저널리즘과 문화 저널리즘이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한다. 예

술 비평을 기원으로 하는 문화 저널리즘은 문화를 보는 관점이 시 에 따라 

변하는 것에 맞추어 그 관심 상이 확 되어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에 

둔다면, 현  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는 디자인 역시 문화 저널리즘에서 다루

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이때 디자인을 다루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성격 역시 

정보와 해석이라는 문화 저널리즘의 본령과 연관지어 규정할 수 있다. 이 연

구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디자인 저널리즘과 디자인 비평의 관계를 재

고한다. 또한 연구 상인 월간《디자인》과 《디자인문화비평》이 갖는 역

사적 의미와 여기에 실린 비평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틀과 그 이

론적 토 를 살펴본다. 

� II.1.�이론검토:�디자인�저널리즘과�문화�저널리즘�

문화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제공과 그에 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예술 비평을 기원으로 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기원에서 출

발한다. 문화 저널리즘은 유럽 계몽주의 시 의 산물로 “비판적 문화 공중”40

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19세기 초반 중을 상으로 한 신문 매체를 

�김세은.�(2009).�한국�문화�저널리즘의�진단과�모색�-�하나의�탐색적�논의.�미디어,�젠더�&�문화.�11.�40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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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연극, 소설 등의 예술작품에 관한 비평과 비평가들이 중의 

호응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 예술 담론이 구축되어 간것이다. 즉, 

문화 현상 혹은 상에 한 정보의 제공과 이를 두고 행해지는 다차원의 기

술/해설/해석/평가를 전제하는 문화 저널리즘을 김세은(2009)은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어떤� 역이나�행위자의�정당성을�생산,�강화하고�전수하는�언론의�기능을�

감안한다면,�문화�저널리즘은�한�시대와�사회의�문화� 역에서�다양한�양

태로�존재하는�문화적�생산과�소비�행위들에�대해�보도와�해석이라는�방식

을�통해�특정�의미를�부여함으로써�그�시대와�사회의�인정�또는�배제(의�가

능성)을�주도적으로�이끌어내는�과정이나�행위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

다. ��41

이것은 언론 행위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보도와 전달의 역할을 전제로, 문화 

저널리즘이 실천될 때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의미에 한 서술로 볼 수 있다. 

김세은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 저널리즘이 다루는 문화 의미의 심

화와 확장 즉, 문화 저널리즘이 주목하지 않았던 “정치∙경제∙사회 등 ‘문화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 온 것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 해야 한다고 주장42

한다. 즉, 문학∙예술 비평을 기원으로 하는 문화 저널리즘은 그 태생적 특성

으로 인해 '고급예술'과 관련된 언론 활동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문화를 

예술 활동의 산물을 넘어선 “기술과 학습 뿐만 아니라 제도와 일상적 행위에

�김세은.�(2009).�앞의�글,�11쪽.41

�김세은.�(2009).�앞의�글,�36쪽.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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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표현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 으로 볼때 문화 저널리43

즘의 의미 또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서 이상길(2013)은 문화 상

주의 관점을 견지하며, 문화가 예술과 문화산물을 넘어서는 “총체적 삶의 

방식” 이라는 위치에 선다면, 문화 저널리즘 역시 그 상과 영역이 확장되44

며, 중심 역시 고급예술에서 중문화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이기형(2010)과 이경미(2014)는 이러한 동시 적 문화 저널리즘의 

양태를 포착하고 있다. 이기형은 문화 저널리즘을 크게 주제, 생산 주체, 수용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한다. 먼저, 주제의 면에서 문화 저널리즘은 넓

은 범위의 문화 영역을 상으로 한다. 문화 저널리즘의 주체로 좁게는 기자

와 비평가, 저널리스트가 넓게는 그들이 생산하는 담론과 그 안에 담긴 시각

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수용과 해석의 면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집단 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석 주체들과 그 안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문

화적 재현과 이에 한 해석과 정리가 포함된다. 주제, 주체, 수용이라는 세 

주체에서의 접근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돼지 않은 이 분야 에 한 윤45

곽선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문화 저널리즘의의 주제로 문화와 그 하

위 영역을 모두 포함하기에 전통적 문화 영역으로 간주하는 음악, 미술, 공연 

등의 예술영역과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주목받는 게임, 소비문화, 디자인 

�레이몬드�윌리엄즈.�(1965).�The�Long�Revolution.�Harmondsworth:�Penguin.�57쪽.�(김민수.�43

(2016).�21세기�디자인�문화�탐사�:�디자인·문화·상징의�변증법(개정판.�ed.).�서울:�그린비.�30쪽에서�

재인용)

이상길.�(2013.10.).�언론�문화비평의�현재와�과제.�신문과�방송.�06쪽.44

�앞서�언급한것처럼,�한국에서�문화�저널리즘이�본격적으로�다루어진�것은�2009년이며�여전히�그�정45

의와�위상이�확고하게�정립되지는�않았다.�이에�대해서�이기형(2010)역시�[각주�4]를�통해�언급하고�

있으며,�이경미(2014),�김경희(2015)에�의해서도�비슷하게�지적되고�있으며,�Jaakkola(2014)에�의

하면�이�분야의�공통적�상황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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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화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에 따라 문화 저널리즘의 주제성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조명한다. 주체의 면에서 언급된 언론과 언론인은 세 

번째 측면인 수용과 해석의 생산과 조웅한다. 두 번째 측면의 주체가 전통적 

생산자의 측면이라면 세 번째 측면인 해석의 생산은 정보 시  이후 온라인

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명의 담론 생산자들을 가리킨다. 전통적 주체와 새롭

게 등장한 담론 주체 양쪽 모두를 포섭하여 문화 저널리즘이 갖는 공론장으

로의 기능과 함께 그 자체로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측면을 보

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저널리즘을 정리해보면 매체 또는 매체와 

관련된 전문인이 광의의 문화를 상으로 그것의 정보와 특정 주제에 한 

해석을 기반으로 생산된 담론과 관점을 내용으로 하여, 이러한 내용이 한 다

양한 주체에 의해 해석∙전달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미(2014)는 문화 저널리즘을 예술, 중문화, 일상적 문화 현상

을 포함한 내용이 신문, 잡지 등의 전통매체와 온라인의 저널리즘적 실천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산물들은 문화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평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읽는 재미를 선사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문화 저널리즘 자체가 하나의 공적 공

간 혹은 사회적 장이라는 관점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

에서 오가는 담론에 따라 '문화'역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 장 안에서의 행

위자의 변화는 문화 저널리즘 외연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의 문화에 한 정보와 해석을 근간으로 한다

는 문화 저널리즘의 원론적 의미와는 다르게, 현실의 실천에 해선 회의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즉, 현재의 문화 저널리즘은 단편적인 정보성 기사에 치

우쳐 있으며(김세은, 2009), 일간지 상에서의 문화 비평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남재일, 2013)는 것이다. 또한 일간 신문의 문화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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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관성화된 기

사를 생산하고 있으며(김경희 외, 2015), 이러한 현실은 문화 저널리즘의 이

상적 모습과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남재일, 2013; 김경희 외, 

2015).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는 이상길(2013)의 지적처럼 비평

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비평 기능의 약화에 따른 문화 저널리즘 존립에 한 회의적 

시각은 저널리즘이 활발한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고 있다. 비평 기능과 문

화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비평의 약화와 부재는 저

널리즘 기능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버거(Berger, 1998), 엘킨스

(Elkins, 2003)의 예술비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의 문화사가 이자 예술 비평가인 모리스 버거는 비평이 균일한 단일체(a 

monolithic enterprise)가 아닌 산업의 응원단(industry cheerleaders)  46

격의 비평과 학문적으로 엄정한 방법론의 비평이 뒤섞인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은 많은 사람에 의해 비평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글이 합의하

는 공유된 기반이 없는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평이47

란 일정하고 합의된 기준에 의한 가치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 기준의 나열, 

판단 없는 서술, 혹은 자본에 봉사하는 세련된 방법이 된곤 한다. 문화 저널

리즘과 비평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몰락’을 지적하는 것은 정보 전달과 

�Berger,�M.�(1998).�The�crisis�of�criticism�/�(Ed.)�Maurice�Berger.�New�York:�New�York�:�46

New�Press.�5쪽�참고

�미국의�예술사가이자�비평가인�제임스�엘킨스(James�Elkins)�역시�현재의�예술�비평의�특징적�장47

면으로�공유기반(common�ground)의�부재를�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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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석과 이것이 갖게되는 가치를 중시하는 저널리즘 연구가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48

 문화 의미 영역의 변화 및 확장과 그에 따른 문화 저널리즘의 변동은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저널리즘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됐듯이 디자인 저널리즘은 문화 저널리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문화 저널리즘과 디자인 저널리즘이 소비자의 

정보수용과 상업적 저널리즘만을 표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살펴 본 것

처럼 문화 저널리즘은 ‘문화’로 여겨지는 상에 한 해석/해설과 이것의 공

유로 인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때, 문화 저널리즘이 

주목하는 상의 변화는 한 사회가 문화를 하는 방식과 입장을 보여준다(김

세은, 2009; 이상길, 2013). 즉, 현재의 문화 저널리즘은 문화를 ‘총체적 삶의 

방식이 표현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문화관(觀)의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의 범

주에 속하지 않았던 것들에 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 이 실행되는 장49

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닌, 시 와 사회에 따

라 지속해서 변해가는 구축적 관점으로 보는 상 주의의 입장에 설 때, 이것

의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의 기능으로 매개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본령이 비

�이와는�조금�다른�관점에서�'문화'의�의미�변화와�정보�공유�방식�변화를�기반으로�문화�저널리즘이�48

다루는�범위가�달라지고,�소수에게�필요한�정보와�비평에서�다수에게�필요한�뉴스로�그�패러다임이�바

뀌고�있다는�관점의�연구가�존재한다.(jaakkola,�2012;�이상길,�2013;�이경미,�2014;�김경희�외,�2015�

참고)�이러한�문화�저널리즘�패러다임�변화�상�안에서�'라이프스타일�저널리즘(lifestyle�journalism)',�

'소비�저널리즘(consumer�journalism)'�과�문화�저널리즘�사이의�경계가�흐려지고�있으며�그�사이에

서의�균형의�중요성이�지적되고�있다(kristensen�&�From,�2012).�문화�저널리즘의�외연�확장이라는�

관점에서�바라본다면�비평은,�다른�뉴스와�정보가�그렇듯,�비평이�대상으로�하는�독자,�그리고�그들과�

소통하는�방식에�따른�형태적�변화를�하게되며�이것이�중요한�부분으로�떠오르게된다.�

�김세은.�(2009).�한국�문화�저널리즘의�진단과�모색�-�하나의�탐색적�논의.�미디어,�젠더�&�문화.�11.�49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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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현  문화의 한 부분으로의 디자인

과 문화 저널리즘의 한 부분으로의 디자인 저널리즘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

다. 그리고 이는 디자인의 문화적 의미의 재고를 통해 가능해진다. 1990년  

중반 김민수에 의해 제기됐듯이 디자인은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 의 50

과정과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

획과 그 실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구성물

의 하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디

자인 저널리즘이라고 할 때, 디자인 비평은 디자인 저널리즘의 제 역할에 

한 하나의 준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저널리즘의 일반적 기능에 비추었

을 때 디자인 저널리즘은 특정 시 와 사회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 형

태로 존재하는 디자인 활동과 그 생산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해석하는 행

위를 통해 (잠재적) 수용 혹은 배제를 기 하는 활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디자인 비평은 ‘해석'의 역할을 담당하며, 디자인 저널리즘에서 비

평이 기능 할 때 디자인 담론의 형성을 기 할 수 있게 된다. 현  문화를 이

루는 한 부분이며 인간 생활의 무의식적 소비 행태에 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정치, 종교 등의 사회 영역과 관계 맺는 디자인과 이 영역 안팎 모두의 소통

을 담당하는 디자인 저널리즘은 현  문화 저널리즘의 한 축이며, 디자인 저

널리즘의 핵심에는 비평이 자리 잡고 있다. 

�김민수.�(2016).�21세기�디자인�문화�탐사�:�디자인·문화·상징의�변증법(개정판.�ed.).�서울�:�그린50

비.�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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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2.�연구�대상과�비평문헌�분석�방법�

이 연구의 상은 한국 민간 영역에서 발행된 디자인 잡지의 비평문헌으로,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종합 디자인 잡지의 하나인 월간《디자인》 과 디자51

인 비평 전문지의 하나인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이다. 시기적 상

은 각 잡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간《디자인》은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디자인문화비평》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린 비평문헌을 연구 상

으로 하며, 상에 따른 차이와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의 착안점을 이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II.2.1.�연구�대상:�잡지와�비평문헌의�선정�

� 잡지�선정:�대상�잡지와�그�시기적�범위�

디자인 잡지는 그 발행 주체에 따라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민간 잡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 기관지는 “상공부 등의 국가 핵심 권력 기관과 

긴 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행됐다. 모든 매체는 그 발행 주52

체에 따라 다루는 내용과 방향성 등이 달라지는데, 디자인 기관지의 경우는 

국가 혹은 정부 기관이 바라보고 견인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논리로 민간 영역에서 발행된 디자인 잡지를 생각해보면, 사회 상황과 중 

�월간《디자인》의�제호는�1976년�10월�창간이래�몇�차례�바뀌었다.�일례로�81년�3월�호에서는�《종51

합�디자인》이라는�제호를�사용했다.�이�연구에서는�현재�사용하는�제호인�월간《디자인》으로�통일

해서�부르기로�한다.

�최호랑.�(2015).�1960-70년대�한국�디자인�개념의�형성과�전개�-�디자인�기관지를�중심으로.�(석사).52

서울대학교.�서울.�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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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즉, 민간 영역에서 발

행된 디자인 잡지는 기관지에 비해 중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디자인에 관

한 이야기를 유통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현재까지 발간된 

다양한 민간 디자인 잡지 중, 한국의 민간 디자인 잡지의 발간 흐름, 발행 주

체에 따른 매체 성격의 문제, 그리고 디자인 잡지와 패션 잡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종합 디자인 잡지로는 월간《디자인》를 연구 상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중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전문 인력

이 증가하며, 디자인과 연계된 시장이 확 되어감에 따라 디자인 잡지는 발

행 부수가 변화하며, 디자인 분야에 따른 전문 잡지가 등장하게 됐다. 이는 

1970년  중반 이후 창간된 민간 디자인 잡지의 흐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1976년 현재의 월간《디자인》이 창간된 이후로, 1977년 《꾸밈》, 1987년에

는 《시각디자인》, 그리고 1989년에는 《CO.S.MA》가 창간됐다. ([표 01] 참고) 

[표�01]��디자인�잡지�목록

제호 창간(등록)�년도 분야

월간�디자인 1976(1981) 디자인�전반

꾸밈 1977 디자인�전반

시각디자인 1987 시각�디자인

디자인저널 1988 디자인�전반

CO.S.MA 1989(1996) 디자인�전반

계선�디자인 1995 공간�디자인

정⋅글 1996 서체�디자인

디자인네트 1997 디자인�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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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잡지마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당시 창간된 잡지는 공통적으로 디자인 

분야 전반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6년 

서체 디자인에 집중한 《정글》이 창간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00년 를 전후로 오면서 1999년에는 디자인 비평을 다루는 《디자인문화

비평》과 《디자인 텍스트》가, 2000년에는 웹과 디지털 디자인을 다루는 

《웹 디자인》이 등장했다. 물론, 1990년  중반인 1997년에도 《디자인 네

트》처럼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종합 디자인지가 발간됐다. 하지만 확장된 

디자인 영역 안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전문 잡지의 등장은 1990년

디자인문화비평 1999 디자인�비평

디자인�텍스트 1999 디자인�비평

웹디자인 2000 웹�디자인

디자인�db 2001 디자인�비평

D.T.1 2005 디자인�비평

그래픽 2006 시각/그래픽�디자인

월간�공공디자인
엑스포 2007 공공�디자인

퍼블릭�디자인 2007 공공�디자인

월간�공간디자인 2009 공간�디자인

디자인�저널�양귀비 2009 디자인�지식

지콜론 2010 디자인�전반

CA�Collection 2012 시각�디자인

⋅민간�발행�잡지�기준�
⋅《2014�디자인백서》와�한국잡지정보관(museum.magazine.or.kr)의�정보를�바탕으로�연구
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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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디자인 잡지 발간 흐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특정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는 잡지는 그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적 소통과는 거리가 생

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디자인 분야의 전문 잡지는 이 논문에서 탐구

하고자 하는 사회와 디자인 사이를 매개하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디자인 전반

을 다루며 비교적 디자인 전공자/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그 내용을 접하기 

쉬운 종합 디자인지를 상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한 발행 주체의 문제는 해외 라이센스 잡지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비록 한국내에서 한국 인력에 의해 발간되지만, 해외 라이

센스 잡지의 경우 국가별 발행 시스템에 의해 여타 국내 잡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역시 동일 선상의 비교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행

사를 위해 기획된 간행물  역시 잡지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지만, 잡지가 53

갖는 일반적 목적, 형태의 지속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구 상에서 제

외됐다. 또한 패션잡지의 경우 이나리(2004)가 지적했듯 잡지가 갖는 문화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상업적 중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여

타 디자인 분야와는 다른 패션 산업의 생산과 소비 방식으로 인해 동일선상

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연구 상에서 제외됐다. 

 발행 주체, 잡지가 다루는 내용의 범위, 목표로 하는 주 소비자층 등

의 고려를 통해 종합 디자인 잡지의 하나로 월간《디자인》을 연구 상으

로 선정했다. 한편 월간《디자인》은 1976년 이후로 2018년 현재까지 발간

�이러한�간행물의�사례로는�2005년�10월에�열린�첫번째�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위해�기획,�출판된�53

《한국의�디자인》�시리즈가�있다.�총�두�권이�발행됐으며,�《한국의�디자인�01�|�산업,�문화,�역사》는�

2005년에,�《한국의�디자인�02�|�시각문화의�내밀한�연대기》는�2008년에�각각�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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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잡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한 시점을 특정해야하는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실시된 지금까지의 월간《디자인》기사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다. 먼저, 비평문헌의 수적 변화이

다.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은 1990년 를 지나면서 몇 차례의 수적 증

감을 반복하다, 2000년 를 기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며, 이후에는 증감의 변

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00년  이후로는 비평문헌의 수가 크게 줄

어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월간《디자인》의 콘텐츠 변화 양상을 

연구한 채승진과 소진아(2012)의 연구에서 정리된 내용과 일치한다. 즉, 앞

선 연구에서 월간《디자인》은 업계 정보와 소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시

사성과 중성이 강조된 잡지로 규정되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비평문헌

을 중심으로 관찰했을 때에도 그 수가 감소한 모습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것

이다.  

 이는 두번째 고려 사항인 데이터와 관련된다. 잡지에 실린 비평문헌

의 수적 감소는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통계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 즉, 검토

된 잡지와 편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때, 비평문헌이 거의 실리지 않는 현재

의 잡지까지 연구의 상 데이터로 처리된다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이 오류를 경계해야하는 이유는 세번째 고려 사항인 연구 

목적을 전제로 했을 때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저널리즘 매체

를 통해 소통된 디자인 비평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실천적 디자인 

비평의 조건을 고찰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상은 잡

지 그 자체가 아닌, 이를 통로로 삼는 비평문헌에 방점이 찍힌다. 따라서 가

장 최근의 월간《디자인》까지 관찰하여 비평적 콘텐츠의 변화상을 고찰하

는 것이 아닌, 다수의 비평문헌이 실려 중적 소통의 장에서 유통이 되었던 

시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월간《디자인》비평문헌의 전수조사 결과, 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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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년을 기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창간년도인 

1976년을 고려하여 30주년이 되는 시점인 2005년까지를 연구의 시기적 범

위로 한정했다. 

 한편 디자인 비평 전문지는 매체의 형태와 다루는 내용 면에서는 시

각, 공간 등을 다루는 특정 디자인 분야의 전문지와 유사하다. 하지만 실천적 

디자인 비평의 역사적 모습을 확인하고 그 조건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 연

구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 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국의 디자인 비평지로

는 역시 1999년 창간된《디자인 텍스트》, 각각 2005년과 2008년 발간 된 

《D.T.1》, 《D.T.2》 가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창간되어 2018년 현54

재까지 발간중인 《디자인 평론》등이 존재한다. 또한 디자인 비평지와는 다

른 성격으로 디자인 저널을 표방하며 2009년 발간된 《양귀비》가 있었다.  

 디자인을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다룬 이러한 잡지의 흐름에서《디

자인문화비평》은 최초의 디자인 비평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의 비평 전문지에 비해 상 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간됐으며, 

그 기간 동안 포착되는 다종의 디자인 현상을 다각에서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잡지는 디자인 비평의 실천적 맥락을 연구하는 이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잡지의 경우는 1999

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발간된 잡지 전수를 다루기로 한다. 

한편 비교적 최근인 2015년 7월부터 발간이 사작된 디자인 비평 전문지인 

《디자인 평론》은 연구의 시기적 범위에서 벗어나있으며, 현재 지속해서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다. 

�《디자인 텍스트》와 《D.T.》�의�경우는�명확한�의미에서�잡지라고�보기는�어렵다.�《디자인 텍스트》는 한 권만 발54

간되었고, 《D.T.》는 두 권만 발간 되었다. 이러한 형태를 생각해보면, 발간�주기가�비정기적인�무크지(maga-

zine과�book의�합성어)일�뿐만�아니라,�그�주기�역시�매우�길어�여타의�잡지,�무크지와도�비교하기�어렵다.�하

지만�디자인�잡지에�실린�비평을�다루는�이�연구에서�목적상�당시�발간된�매체의�하나로��기록해두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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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문헌�선정 

연구의 직접적 상이 되는 비평문헌의 선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잡

지의 발행 기간과 잡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됐다. 월간《디자인》의 경

우, 게재된 기사를 전수 조사한 뒤 비평의 상, 잡지 내 꼭지, 그리고 글의 성

격을 중심으로 비평문헌을 추출 및 분류했다. 

 먼저 글의 관점과 내용은 잡지에 실린 해당 글이 비평으로 볼 수 있

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특정한 관점을 비교적 분명히 드러내며 비평하고 하는 상을 제시된 관

점을 통해 해설하고 분석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글을 비평문헌으로 보

고 연구의 상으로 삼았다. 이는  월간《디자인》에 실린 다수의 광고 비평

을 다루기 위한 방편이다. 월간《디자인》은 창간 초기부터 광고와 광고 디

자인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왔다. [디자인 데스크](1979.05.-1979.09.)에서

는 〈광고월평〉이라는 제목으로 매달 광고평이 실렸으며, [광고디자인](1984.01.-

1984.04.)이라는 꼭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1981년 3월호에 시린 한국의 

공공광고에 한 비평적 시선이 담긴 글 처럼 이 연구가 다루는 비평문헌에 55

가까운 글 역시 존재했다.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경제 활동의 하나

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실무 활동에서도 광고와 디자인은 접하게 만

나왔으며. 이 잡지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월간《디자인》

에 많은 수의 광고 비평이 실렸고, 광고 디자인은 디자인 영역에서 여전히 중

요한 부분이지만, 이 연구에서 광고 비평은 제외됐다. 이는 광고 비평이 커뮤

니케이션학, 광고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했

다. 또한 상 적으로 많은 수의 광고 비평 및 리뷰가 통계 전체에 영향을 주

�리대룡.�(1931.03.).�이제�우리나라에도�공공광고를�다룰�기구가�나올때가�됐다.�월간《디자인》.�55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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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논지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월간《디자인》에 실린 광고 비

평은 이 부문을 따로 분리해서 다루어야하는 주제이며, 이것은 후속 연구에

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평의 상을 포함한 글의 내용을 가장 우선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연구가 종합 디자인 잡지에 실린 비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인 특정 꼭지의 고려와 연결되어있다. 일

반적으로 잡지는 특정한 기획과 의도를 가진 꼭지들이 존재하고 월간《디자

인》역시 그러하다. 월간《디자인》에는 [시론], [비평] 등의 이름을 가진 꼭

지가 존재해왔고, 이러한 꼭지에는 비평문헌으로 볼 수 있는 글들이 실렸다. 

하지만 이와같이 비평을 다루는 꼭지가 아닌, 기고문, 특집기사를 통해서도 

비평문헌이 중에게 전해졌으며 한편으론 동일한 비평을 다루는 난에서도 

여타 비평문헌과는 글의 내재적 담론의 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

는 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비평이 가지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즉,비평이 

균일한 분량과 도로 일관되게 실리는 것이 아니라, 논조와 글의 분량, 비평

의 관점 등이 다소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 자체로 민간 디

자인 잡지에서 유통된 한국 디자인 비평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글의 성격 고려는 잡지에 실린 학술 논문 등을 다루기 위한 방

편이다. 월간《디자인》에는 이론적 도는 높지만 저널리즘 성격은 상 적

으로 낮은 학술 논문이 연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글은 디자인 

이론 또는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료이지만, 비평문헌이라고 볼 수는 없기

에 제외됐다. 또한 전술된 조건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평문헌은 한국인 필자

에 의해 국내 디자인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만 한정했다. 국제 경제 체제하에

서 해외 여러 나라와 맞물려 움직이는 디자인계의 특성상, 월간《디자인》

에서도 외국 필자에 의해 작성된 칼럼, 논평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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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글의 경우 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로 볼 수 있는 글

이 부분을 차지하며, 간혹 비평적 관점을 드러내는 글이 존재하지만 비평 

상의 가치를 추출하고 특정 관점에 의해 분석하는 여타 비평문헌과는 결

을 달리하기 때문에 연구 상에서는 제외됐다.  

 《디자인문화비평》의 경우는 월간 《디자인》에 비해 그 권수는 

적으나 잡지에 실린 글의 양은 상 적으로 많고 그 형식또한 다양하다. 매 호 

특정한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필자가 해석한 해당 영역과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편집의 특성이 잡지의 비평문헌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 잡지에는 글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등을 통한 비평적 

이미지 작업 역시 실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매 호 주제와 연관된 비평문헌을 주된 분석의 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비평

문헌은 주로 [특집]과 [디자인과 삶]에서 다루어졌다. [특집]은 각 호의 주제

를 다루는 꼭지로 건축,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패션, 그래픽, 등의 필자들이 

각자의 분야, 그 호의 주제 그리고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비평문헌

들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디자인과 삶]에는 일상적 삶에서 조우하는 디자인

의 모습이 에세이 혹은 비평적 글쓰기의 형태로 실려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

영하여 두 꼭지에 실린 글을 주된 상으로 삼았다. 이때, 그 꼭지에 실린 모

든 글을 다루는 것보다는 분야와의 관계성과 잡지 편집과 구성상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글을 선별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고, 잡지의 편집

과 구성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 II.2.2.�비평문헌�분석�방법�

이 연구의 상이 되는 잡지 내의 비평문헌의 분석은 디자인 비평이라는 글

의 특성과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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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평문헌은 매체 없이 단독으로 소통되기 보다는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

시된 것 처럼, 저널리즘 역할을 하는 매체를 통해 독자와 만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디자인 비평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디자인 비평 

연구와 함께 김성복(1998)이 카니(Carney, 1994)의 예술 비평 모델을 바탕

으로 제안한 패션 비평 분석 방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을 제안

한다.  

 조경숙(2001)의 연구에서는 디자인 비평의 다섯 가지 접근 방법이 

제시된다. 이는 규범과 관행을 통한 윤리적 해석으로 접근, 사회적 의의를 중

심으로 한 사회적 해석의 접근, 시 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역사적 해석의 접

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미술학적 접근, 디자인 내용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수단적 해석으로의 접근으로 나누어진다(조경숙, 2001). 이것은 비평 방법론

이자 비평 상을 보는 관점에 의한 비평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비

평이 디자인에 다가가는 여러 방식의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비평접근 수단

을 복합시키거나, 아주 특별한 별도의 방법” 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연구에56

서는 디자인에 접근하는 비평가의 비평관점의 하나로 위의 다섯가지 접근 

방법을 고려의 상으로 삼기로 한다. 

 위의 연구가 비평과 비평 상을 보는 관점을 보여준다면, 이 보다 

더 세부로 나누어진 비평 유형으로 김동하(2010)의 분류 방식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디자인 비평을 방법, 전달 매체, 주체라는 세 가지의 기준

에 따라 분류했다. 이 기준에서 방법은 규범적 비평, 맥락 비평, 의도주의 비

평, 내재적 비평으로 나뉘고, 전달 매체는 실무적 비평, 학술적 비평, 시사적 

비평, 중적 비평으로 그리고 주체는 전문가 비평, 중 비평으로 구성됐

�조경숙,�정성환,�양종열,�&�김태호.�(2001).�디자인비평의�필요성에�따른�이론과�방법론�모색을�위한�56

기초연구.�디자인학�연구,�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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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디자인 비평을 “ 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인 ‘방법’적인 측57

면에서 분류”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디자인 상이 만들어지는 58

과정과 그 결과물을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층위의 

요건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디자인 비평의 특성 에서 기인한다. 위의 비평 59

유형 분류 방식은 비평의 전달 매체라는 기준을 설정함으로 매체와 비평의 

상관성을 상정하고 있다. 디자인 비평의 내재적 속성을 연구한 위 연구에서 

매체와 비평의 관계가 잠재적으로 드러났다면, 다음의 연구는 이 관계를 기

반으로 한 실천적 비평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매체라는 특성이 고려된 비평 분석은 김성복(1998)의 연구 를 통해 60

찾을 수 있다. 김성복은 카니(Carney)가 고안한 예술 비평 모델을 바탕으로 

패션 비평 분석법을 제안했다. 카니는 예술의 양식(style)을 기반으로 한 일

곱 단계로 나누어진 예술 비평 모델 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모델은 비평의 61

상이 되는 예술 작품의 스타일 지정(Locate the Style)에서 시작하여, 작품의 

특징과 구조를 서술(Descriptive Features and Structures)하여 우선되는 

미적 특징을 파악한다(Primary Aesthetic Features). 이를 바탕으로 형태와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 특징(Value Features)을 추출하며, 이후에 하위 해석

�김동하.�(2010).�디자인�비평의�본질과�가치판단에�관한�연구.�(박사),�중앙대학교,�안성,�81-84쪽.57

�김동하.�(2010).�앞의�글,�82쪽.58

�디자인에�개입하는�사회·문화·경제·정치적�조건을�바탕으로�하여�디자이너�개인의�다양한�능력(창59

조성,�직관,�감성,�등의)과�클라이언트(디자인�의뢰자)의�유/무,�클라이언트의�종류,�최종�결과물의�유

통�방식�등�한�대상을�둘러싼�내재적·외재적�조건을�모두�고려한�비평�실천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Kim,�S.�B.�(1998).�Is�Fashion�Art?.�Fashion�Theory,�2(1),�51-71쪽.60

�Carney,�J.�D..�(1994).�A�History�Theory�of�Art�Criticism.�The�Journal�of�the�Aesthetic�61

Education,�28(1),�13-29.��

이어서�등장하는�일곱단계의�예술�비평�모델은�위의�연구�19쪽에서�23쪽에�걸쳐�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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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level interpretation)과 상위 해석(high-level interpretation)을 진행

한다. 하위 해석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상의 문제보다는 먼저 인식되는 

미적 특징에 한 해석으로 구성되며, 상위해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작품이 

가지는 사회/문화/정치적 배경과 함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평가/판단(Critical Judgment) 단계에서는 상위 해석을 바탕으로 작

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일곱단계의 예술 비평 모델을 바탕

으로 김성복은 패션 비평을 분석하는 분석 틀을 고안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 비평의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에 해당하는 정보

를 수집한다. 이는 글의 제목, 날짜와 잡지명, 저자의 이름과 직업 , 주제로 62

구성된다. 패션 비평의 일반 정보는 글을 분석하는 일차적 단계로 볼 수 있

다. 이를 토 로하여 스타일(locate the style), 가치 특성(Value Features), 

상위 해석(High-Level interpretation), 비평적 판단(Critical Judgment) 이

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분석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카니의 예술 비평 모델

을 패션 비평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김성복의 연구에서는 패션 비

평에서 다루어진 패션과 예술의 관계성을 밝혀내는 분석틀로 사용됐다.  

 중매체에서 소통된 비평의 정보를 일반 정보와 비평적 내용이라

는 두 층위에서 다루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밝혀지는 서로 다른 함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에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 연구를 위한 적절한 분

석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앞선 연구들이 제안한 디자인 비평 

연구 방법을 토 로, 이 연구를 위해고안된 비평문헌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

다.([표02] 참고) 

�김성복의�연구에서�직업은�position으로�표기되며,�저널리스트/비평가/에디터/학자/화가�등�글을�62

쓴�사람의�직업을�그대로�알려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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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 비평문헌 분석 틀

정보종류 내용 설명

객
관�
정
보

형태�
정보

제목 비평문헌의�제목 잡지에�표기된�제목�전체

연월 비평문헌이�게재된�시기 해당�시기의�시대상과�문헌�연결

꼭지 잡지에�실린�꼭지�이름 매체에서의�위치와�빈도�및�비중을�
파악분량 페이지�수

필자�
정보

성명 필자�성명
:비평문헌의�맥락을�파악하는�단서�
:연대기적�통계�분석의�근거�제공성별 필자�성별

직업 필자�직업

주
관�
정
보

내용�
정보

대상 전시,�산업,�시각,�이론�등의�
비평�대상

:각�시대의�비평이�주목한�대상으로�
디자인� 역과�인식을�확인��
:상위�개념의�대상으로�코드화�진행

가치/특
성

필자가 지적하는 비평 대상
의 가치/특성

:내적가치(미학, 기능, 등의)와 외재
적 가치(사회적, 문화적, 규범적, 등
의)를 모두 포함

해석 대상�분석의�이론적�토대 :역사/사회학/문화/이론�등�비평의�이론
적�토대

평가 긍정/부정/긍⋅부정/나타나
지않음

:해석�근거에�의한�긍/부정의�가치�
판단�
:특정한�가치판단이�드러나지�않을�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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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형태 정보, 저자 정보, 그리고 내용 정보로 구성된다. 각각의 정보

를 살펴보면, 형태 정보는 글이 실린 시기와 꼭지, 분량으로 이루어지며, 저자 

정보는 저자의 이름과 성별, 그리고 직업 으로 구성된다. 형태 정보와 저자 63

정보는 글이 가진 객관적 정보의 하나로 해당 비평문헌을 이해하는 기본적 

단서를 제공한다. 비평문헌의 시기는 해당 글이 반영하는 시 상과 디자인

계의 상황을 추적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잡지 안에 자리 잡은 위치와 분량은 

특정한 내용이 월간《디자인》안에서 어떤 비중과 빈도로 다루어졌으며, 이 

매체가 디자인 비평에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글을 이루는 또 다른 객관적 정보인 저자 정보는 글 자체에 한 이해를 돕는 

역할과 함께 매체를 통해 디자인 비평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담론 형성에 기

여한 이들에 한 통계적 분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정보

에 비해 상 적으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내용정보는 비평의 상 혹은 주

제, 이를 판단하는 이론적 토 와 기준, 그리고 상에 한 평가로 이루어지

며, 비평문헌의 가장 내부에 위치하여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비평의 상은 해당 비평문헌이 중심적으로 다루

�필자의�직업에�따른�분류는�당시�잡지에�명기된�것을�기준으로�한다.�'비평가'에는�평론가,�이론가,�63

학자�등이�포함되며,�'실무자'에는�디자이너,�회사의�디자인�관계부서의�종사자,�디자인�관계기관�종사

자가�포함된다.�또한�광고와�관련된�직업인�카피라이터,�광고회사�대표�등도�실무자로�포함시킨다.�교

수,�강사�등은�'교육자'로�분류하며,�현직�기자에�의해�작성된�글�역시�별도로�분류한다.�위�네�범주에�포

함되지�않는�경우(예,�학생�등)�또는�잡지에�분명하게�표기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기타'로�분류한다.��

*단,�한�사람의�직업이�한�번에�두�가지�이상으로�병기되어�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원칙을�따른다.��

� 1.�두�가지�이상의�직업이�같은�군으로�묶일�때:�상위�군으로�표기한다.�

� 2.�두�가지�이상의�직업이�같은�군으로�묶이지�않을�때:�잡지�표기�상�선행한�것을�기준으로�한다.�

**한�사람의�직업이�바뀌어서�표기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원칙을�따른다.��

� 1.�동일인임을�확인하여�글이�실린�잡지에�표기된�직업과�직책을�기준으로�한다.�(해당�인물의�직

업이�바뀐�것인지�혹은�겸직�상태인지를�판단하여�분류하는�것은�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

지�않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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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부분의 경우 한 비평문헌은 하나의 중심 상을 갖는다. 하지만 

글의 특성상 하나 이상 복수의 상을 다루거나 다수의 상 사이에 위계를 

두어 순차적으로 다루는 글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글이 다루는 상을 포

괄하는 가장 상위 개념 으로 상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토 는 비64

평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조경숙(2001)이 제안한 다섯가지 접근

방법을 포함하여 각각의 비평문헌의 정성적 판단을 근거로 추출하며, 하나 

이상의 접근 방법이 사용된 경우 최  세 종류의 접근방식을 허용한다. 이는 

디자인에 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광범위해지고 성장함에 따라 디자인을 

미술적 접근을 넘은 사회문화적 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졌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는 역사적 관점과 더불어 문화적 관점이 융합돼 사용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세 종류의 이론적 토 로 제한하는 것은 부분의 경우 이러

한 관점이 세 개 이상 다수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또한 복수의 관점모두를 통

계적 분석의 상으로 삼는것은 데이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에 한 가치 판단은 비평 기준에 의한 상에 한 긍정/부정 혹은 호/

오 로 볼 수 있는 최종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가는 카니(1994)의 언급처

럼 비평 상에 해 “해석의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어느 정도의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혹은 결여했다)거나, 혹은 어떤 작품

�일례로,�1984년�10월에는�대한항공�CIP에�대한�비평문헌이�게재된다.�그리고�1990년�4월부터�199164

년�3월까지�1년�동안�출판과�편집�디자인에�관한�비평문헌이�연재된다.�이�두�종류의�비평문헌으�서로�

다른�대상을�다루고�있지만,�디자인을�분류하는�큰�범위에서는�시각�디자인� 역으로�묶을�수�있다.�이

러한�경우에는�내용�정보의�대상과�주제에서는�시각�디자인으로�분류된다.�비평�대상에�대한�상위�개념

의�분류와�이에�대한�코드화를�통해�통계적�작업이�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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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작품보다 더(혹은 더 적게) 지닌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비평 65

상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경우엔 가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론적 판단 기준과 가치 판단이 분명하게 일치하는 것

을 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표기하기로 한다. 

�원문은�다음과�같다.��65

“One�can�judge�that�an�artwork�has�(or�lacks)�aesthetic�value�to�some�degree,�or�that�

one�artwork�has�more�(or�less)�value�than�another,�when�reasons�are�directed�to�the�

value�features�found�in�the�interpretation.”�

Carney,�J.�D..�(1994).�A�History�Theory�of�Art�Criticism.�The�Journal�of�the�Aesthetic�Edu-

cation,�2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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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종합�디자인지�비평문헌의�전개와�특징�

� III.1.�월간《디자인》비평문헌의�전개�

� III.1.1.�1976년�-�1985년�

� 시대�배경�

1963년 제3공화국 수립,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그리고 1979년까지 이

어지는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과 이를 토 로 한 근 화에 집중했다. 1970

년 한국의 수출은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의 규모 뿐만 아니라, 

그 품목에서도 원재료 중심에서 재조업 기반의 수출로 다변화가 이루어졌

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은 1970년의 반도체 수출, 1976년의 자동

차 수출로 이어졌다. 수출 상품의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1964년 1.1%에서 1984년 3.9%로 증가하게 됐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

장과 전국 단위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1975년 ‘공

연예술 정화방침’  등의 문화공보부를 중심으로 한 정권 차원의 문화 검열이 66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영화, 음악, 등 예술문화 분야의 억압이 행해

졌다. 또한 노동자의 소외와 억압, 시민 권리의 사회적 확 와 민주주의의 내

적 성숙은 요원해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은 1979년 박정희 체제의 붕괴에 이은 군사정권

에서도 지속됐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제5공화국에서는 1980년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언론 통폐합 등의 사회 전반의 억압이 있었다. 한편 1981

년 ‘국풍 81’과 같은 전국 단위의 규모 축제, KBO 프로야구 리그 출범 등, 문

화⋅체육 행사를 통한 정권의 통치 행위가 이어졌다. 이러한 국가주도 문화체

�강진아�외.�(2016).�한국현대�생활문화사�1970.�서울:�창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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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사는 1981년 독일 바덴바덴(당시 서독)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으로 그 흐름이 이어졌다. 

 한편 디자인 관련 단체로, 1965년 한국포장기술 협회, 1966년 한국

공예디자인연구소(1969년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변환 뒤 1970년 해산), 

1969년 한국수출 포장센터 등의 디자인 기관이 세워졌고, 전람회로는 1966

년 이후「 한민국 상공 미술전람회」가 지속되고 있었다. 1970년  이후에

는 디자인계의 이익을 변할 수 있는 각종 협회가 결성됐다. 1971년 한국디

자인협회가 결성되며, 1972년에는 한국시각디자인협회와 한국인더스트리

얼디자이너협회가, 1973년 한국공예가협회가, 그리고 1978년에는 디자인학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디자인학회가 결성됐다.  

 한국의 디자인 잡지로는 1969년부터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발간한 

계간 《디자인》 과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1970년부터 발간한 《디자인⋅67

포장》 이 있었다. 이 잡지들은 국가 기관이 주도한 잡지로, 이와는 다른 성

격의 민간 디자인 잡지인 월간 《디자인》이 1976년 10월 창간됐다. 같은 해

인 1976년《뿌리깊은 나무》가 창간되어 새로운 잡지 디자인을 선보였고, 

1977년에는 건축과 디자인을 함께 다루는 《꾸밈》이 창간됐다. 디자인 관

련 잡지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을 다루는 단행본 출판 역시 증가했다. 그중 하

나인, 1975년 발간된《현 디자인연구》 는 예술과 구별되는 디자인 활동68

을 명시하면서 산업 부흥 및 수출을 위한 디자인 논리를 폈다. 하지만 1980년

에 이루어진 언론통폐합은 잡지 발행에도 영향을 주어 《뿌리깊은 나무》는 

1980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으며, 월간 《디자인》역시 1980년 8월 

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가, 이후 1981년 3월 변경된 제호인 《종합 디자

인》으로 재발간됐다. 

�최호랑(2015)에�의하면,�이�잡지는�현재�확인가능한�한국�최초의�디자인�전문지이자�기관지이다.�(참67

고:�최호랑.�(2015).�1960-70년대�한국�디자인�개념의�형성과�전개0디자인기관지를�중심으로.�(석사).�

서울대학교.�서울.)

�정시화.�(1975).�현대디자인연구.�서울:�문왕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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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흐름 

1976년 창간 당시 월간《디자인》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내장식을 주로 다

루는 잡지였다. 이후 1977년 3월 잡지의 목차와 구성을 변경하면서 인테리

어 디자인과 실내장식에 더불어, 시각, 산업 디자인과 공예를 포함하는 잡지

로의 재정립을 시도했다. 창간된 이후 첫 10년 동안에는 총 14편의 비평문헌

이 실렸다.([표 03] 참고)  

[표�03]�1976년부터�1985년까지�비평문헌�목록

연월 꼭지 제목 저자
대상�
(분야)

1979.05. 디자인�데스크 성황�속의�난제(일선미�20년과�산업디자인전) 권명광 전시

1979.06. 디자인�데스크 멀고�먼�길 장윤우 공예

1979.07. 디자인�데스크 전환기에�선�한국의�색채문화와�몇�가지�문제점 김익홍 개념

1979.08. 디자인�데스크
개성의�집합체로서�디자이너만의�프로덕션을�기

대하며
권명광

실무

1979.09. 디자인�데스크 공예의�공예성 임무근 공예

1981.08. 디자인�리뷰
<산업디자인전>을�보는�오늘의�시선-시각디자

인�부문
황부용

전시

1981.08. 디자인�리뷰 <산업디자인전>을�보는�오늘의�시선-공예부문 육심 전시

1981.08. 디자인�리뷰
<산업디자인전>을�보는�오늘의�시선-제품�및�환

경디자인�부문
구성회

전시

1982.08.
이달에�생각

한다
디자인�전문잡지가�서야할�땅은 이중한

저널리

즘

1983.07. 특집 민속공예산업의�현황과�전망-행정적�측면 서윤애 공예

1983.07. 특집 민속공예산업의�현황과�전망-생산/소비�측면 이금령 공예

1984.10. 시각�디자인 대한항공�CIP에�대한�소고 정준 시각

1985.01. 디자인�논쟁 공예의�정통성�회복을�위하여 장윤우 공예

1985.01. 디자인�논쟁 실용성은�공예의�태생적�가치 곽대웅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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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디자인》내부적으로는 1979년 4월에 [디자인 데스크] 꼭지가 신설되

면서 비평문헌이 등장하게 됐다. 이후 이 난은 독자 투고를 중심으로 비평 또

는 특정 의견에 한 반 론을 모집하여 싣는 역할을 하며, 월간《디자인》

안에서 디자인 담론이 소통되는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러한 흐름69

에서 등장한 1979년 5월의 비평문헌 은 일본 광고작가간담회를 모체로 한 70

일선미(日宣美) 의 출발과 현재의 활동, 그리고 일선미의 해체가 가진 의미71

를 정리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산업디자인전에 맡겨진 과제와 나

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79년 6월 공예과 교수인 장윤우

는 공예와 전시를 함께 다루었다.  국전(國展) 공예부, 산업디자인전 공예디72

자인부를 비롯한 공예 관련 단체들의 전시를 훑어보고 정리하여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 공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필자는 실용성이 결여된 공예 작

품 전시와 단체를 중심으로 한 파벌조성을 경계하고 전통의 현 적 계승과 

한국 공예가의 국제 진출 등을 강조했다. 같은 해 9월 호에는 공예 개념에 관

�1979년�6월�호에�실린�[디자인�데스크]�난에�작성된�편집부의�편집의도는�다음과�같다.��69

“이�난에서는�독자�여러분의�비평이나�반대론�등의�투고를�모집하여�게재하고,�경우에�따라서는�담당

분야별�집필자의�응답을�함께�실을�수도�있다.�적극적�참여를�기대해�본다.”�(97쪽�상단)�

월간《디자인》의�편집부는�[디자인�데스크]가�하나의�디자인�비평�장(field)이�되기를�바랐던�것으로�

보인다.

�권명광.�(1979.05.).�성황�속의�난제.�월간《디자인》.�92-99쪽.70

�“일본선전미술회(⽇本宣伝美術会,�Japan�Advertising�Artists�Club,�1951년~1970년)”의�약칭71

으로�1938년�결성된�‘광고작가간담회(広告作家懇話会)’의�멤버를�중심으로�1950년�12월�‘도쿄광고

작가클럽’이�설립됐고,�1951년�이�클럽의�회원으로�이루어진�창립준비위원회가�구성되어�같은�해�6월�

창립�총회가�열렸다.�야마나�아야오(⼭名⽂夫)를�초대�위원장으로�가메쿠라�유사쿠(⻲倉�雄策)를�비

롯한�50여�명의�그래픽�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들이�모여�시작한�단체로�매년�전국�단위의�전시회를�

실시했고,�1953년�부터는�작품�공모를�하여�신인들의�관문�역할을�했다.�하지만�전국�단위의�직능�단체

가�갖는�권력화에�대한�지속적�비판으로�1970년�해체하게�된다.��

(참조:�일본�위키피디아,�https://ja.wikipedia.org/wiki/⽇本宣伝美術会,�검색일:�2017.10.17.)

�장윤우.�(1979.06.).�멀고�먼�길.�월간《디자인》.�97-99쪽.�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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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평문헌이 게재됐다. 임무근의 이 글 은 공예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공73

예성립 요소를 정리했다. 필자는 공예에 관한 여러 관점과 이것이 지니는 의

미를 언급하지만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당 의 상황을 한계로 보고, 용

도, 재료, 시 성과 사회성, 생산이라는 공예의 네 가지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79년 7월 실린 색채문화에 한 글과 8월의 디자이너 프로덕션을 

다룬 글은 전시와 공예를 다룬 앞선 글과는 다르게 실용성과 경제의 측면에

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색채 사용을 거시적 관점에서 다룬 7월 김익

홍의 글 은 일상생활에서 색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의 중심가로 갈 74

수록 밝은 색채를 사용한다는 등의 당  한국 사회의 색채 사용의 특징을 지

적했다. 나아가 색채의 적절한 사용은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쳐 소득 증

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8월에 실린 권명광의 글 은 독립 광고 프로75

덕션을 다룬다. 필자는 디자인계의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하며,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를 추구하는 독

립된 광고 프로덕션을 모델로 제시했다. 일반적인 기업의 광고 제작과 의사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소수의 종합 광고 행사가 장악한 한국의 광고 제

작 현실을 타개할 하나의 방편으로 이를 언급하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

해 그 가능성을 강조했다.  

 1979년 10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월간《디자인》은 발간되지 않

았으며, 1980년 3월부터는 잡지 구성이 변경됐다. 79년 4월부터 시작되어 한 

해 동안 디자인 비평의 공간이었던 [디자인 데스크] 는 사라졌고, 잡지의 머76

리글 역할을 하는 [디자인 수상]이 [디자인 논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

다. [디자인 데스크]는 잡지 내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독자 혹은 투고자의 비

�임무근.�(1979.09.).�공예의�공예성.�월간《디자인》.�92-95쪽.73

�김익홍.�(1979.07.)�전환기에�선�한국의�색채문화와�몇�가지�문제점.�월간《디자인》.�88-89쪽.74

�권명광.�(1979.08.).�개성의�집합체로서�디자이너만의�프로덕션을�기대하며.�월간《디자인》.�93-9575

쪽.

�이�난은�1979년�4월부터�9월까지�지속됐고,�1979년의�비평문헌은�모두�[디자인�데스크]에�실렸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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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반론 등을 모으고 게재하는 꼭지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디자인 논

단]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투고자의 칼럼으로 

꾸며지게 됐다.  

 이러한 변화 이후, 1981년 3월 호에는 산업디자인전에 한 글이 실

렸다.  이 비평문헌은 ‘제16회 한민국산업디자인전’을 시각, 공예, 환경 및 77

제품 디자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에 한 분석⋅비평을 담고 있다. 여기

서 시각디자인 부문을 다룬 황부용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과 상의 

선정에 한 분명한 기준을 주문하며, 공예부문의 육심영은 금속, 자기, 나무, 

스크린 프린팅 등 공예의 각 부문별 작품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산업디자인전이 당 의 필요와 미의식을 선도해야 하며, 량생산을 전제로 

실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는 전제 아래에서 진행됐으며, 출품한 디자이78

너들의 기법 결핍, 드로잉의 부족 그리고 시상제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제

품과 환경 디자인 부문을 비평한 구성회는 산업 디자인이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산업디자인전의 제품 디자인부문이 이러한 점

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작품의 제작도를 제출해야 하는 출품 규정

의 불합리성과 공예 부문과 모호한 관계 그리고 추천작가 제도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세 필자 모두 공통으로 산업디자인전이 당시 한국의 유일한 디자

인 축제 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주도 전시의 의미 확보를 79

요구했다.  

�황부용,�육심 ,�구성회.�(1981.08.).�[산업디자인전]을�보는�오늘의�시선.월간《디자인》.�37-41쪽.77

�육심 은�글의�첫머리에서�다음과�같이�말하여�필자가�생각하는�산업디자인전의�목표의식을�전달했다.�78

“산업디자인전에�출품되는�작품들은�현대화된�우리�생활�주변과�급변해�가는�문화양식에�따르는�필요

성�및�대중의�감각을�이끌어�나아가는�데�목표를�두고�착안되어야�한다.”�이어서,�“다량생산을�전혀�감

안하지�않은�작품들이�의외로�많았다.”고�지적했다.��

(참고:�육심 .�(1981.08.).�[산업디자인전]을�보는�오늘의�시선:�공예부문.�월간《디자인》.�38쪽.)

�편집부는�36쪽에서�“국내�최대의�디자인�페스티벌로서�산업디자인전이�갖는�의미는�매우�중차대하79

다고”�언급하며,�구성회는�자신의�글(40쪽)에서�“산업디자인전은�우리에게�있어서�국가적인�차원에서�

벌어지는�단�하나의�디자인�축제”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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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에는 [이달에 생각한다] 꼭지가 신설됐다. 82년 1월부터 83

년 4월까지 계속된 이 난에는 해외 디자인 학자의 글을 번역 게재하거나, 특

정한 주제를 선정해 각 분야의 디자이너, 관련 학과 교수 등의 글이 실렸다.  80

주제에 한 최신의 정보와 이론적 내용으로 구성된 이 난에서도 비평적 태

도가 강조된 글이 실리기도 했다. 82년 8월 디자인과 전문서적이라는 주제 

아래 “디자인 전문잡지가 서야 할 땅은”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 을 그 예로 81

볼 수 있다. 필자는 잡지 산업의 변화를 ‘전문화’라는 핵심어로 읽어내며 미국

의 잡지 전문화 수준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문지 상

황은 “그 종수(種數), 그 독자, 그리고 그 필요도(必要度)의 인식, 그 가능성 

전부”  빈곤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확고한 전문화, 독자의 구축, 그리82

고 광고의 창출을 통해 타개(打開)할 것을 강조했다.  

 1983년 7월 에는 [특집] 꼭지를 통해 ‘민속공예산업의 현황과 전83

망’ 이라는 제목으로 행정, 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개발, 디자이너, 생산84

과 소비의 측면에 한 분석⋅비평과 민속공예품의 전국 분포를 지도로 정리

했다. 앞선 비평문헌과는 다르게 월간《디자인》의 기자들의 글로 이루어진 

다섯 편의 글 중 행정의 측면과 생산 및 소비의 현실에 한 기사는 당시 민

속공예품에 한 분석과 비평적 안을 제시했다. 행정의 측면에서는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펼치고 있는 공예 산업의 문제점과 ‘한국공예품 종합전시판

�일례로,�1982년�1월�호에는�‘디자인과�사회’라는�주제로�빅터�파파넥,�가와조에�노보루의�글을�번역80

하여�게재했다.�이후에�디자인과�교육(82년�3월),�디자인과�인간공학(82년�4월),�디자인의�창조성과�모

방성(5월)�등의�이론적�내용과�달리는�시각디자인(82년�6월),�C.I.P.�특집(83년�1월),�디자인�학원(83

년�2월),�광고�대행사와�광고주(83년�4월)�등의�실무,�교육과�관련된�내용을�다루기도�했다.�

�이중한.�(1982.08).�디자인�전문잡지가�서야할�땅은.�월간《디자인》.�96-98쪽.81

�앞의�글,�97쪽.82

�1983년�7월�호는�7월과�8월�합본호이다.�83

�서윤애�외�3인.�(1983.�07.).�민속공예산업의�현황과�전망.�월간《디자인》.�89-99쪽.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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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 보이는 현실의 분석을 바탕으로 민속공예를 지원하는 제도적 방법85

에 한 안 제시를 시도했다. 생산과 소비를 조명한 월간《디자인》 기자 

이금령은 당시 민속공예품이 생산되는 영세 업자들의 생산 조건과 공예 상

품의 개발이 겨냥하는 주된 소비자층인 외국인들의 소비 경향을 언급한다. 

이를 토 로 한국 공예 산업이 세계 시장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한 도전적 노력

을 강조했다.  

 한항공은 1984년 민항 15주년을 맞아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교체

하여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20일 발표된 이 아이덴티티 디자인 에 한 비86

평이 월간《디자인》 84년 10월호에 실리게 된다.  글의 필자는 한항공이87

라는 당시 한국 유일의 항공사이자, 국적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체된 아

이덴티티 디자인이 이전보다는 발전됐다 평한다. 하지만 영문 로고 타입과 

한글의 불화, 항공기의 바탕이 되는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계획 등의 부

족한 지점을 지적했다.  

�필자�서윤애에�의하면�다음과�같다.��85

“서울�시내�롯데�1번가�2⋅3층에�260평�규모로�세워진�한국공예품�종합전시판매장은�’86,88게임�등�국

제적인�대규모�행사에�관련된�외국관광객�및�공예품�내수⋅수출시장�확보�등을�목적으로�작년�7월�정부

의�지원�아래�문을�열었다.”��

(서윤애.�민속공예산업의�현황과�전망:�행정적�측면,�한�손으로는�소리나지�않는다.�월간《디자인》.�89쪽)

�대한항공�아이덴티티�교체시기에�대해서는�다음을�참고할�수�있다.��86

대한항공�선전실.�(1984.10.).�‘대한항공’�CIP의�제작목적과�경위.월간《디자인》.�91쪽.�

(1984.04.07.).�KAL,�마크⋅로고바뀌.�《매일경제》.�11면.�

(2014.12.19.).�대한항공의�태극문양�써도�괜찮나?.�《중앙일보�J플러스》.�(외부연결:�http://

news.joins.com/article/18706139.�(접속일�2017년�10월�19일))

�정준.�(1984.10.).�대한항공�CIP에�대한�소고.�월간《디자인》.�92쪽.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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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에는 [디자인 논쟁]이라는 꼭지가 돌발적으로 등장한다.  이 88

꼭지를 통해 공예 교육의 예술성과 실용성이라는 두 관점이 맞붙게 됐다.  89

장윤우는 자신의 글을 통해 “조형 예술의 총화”인 공예의 순수성, 정통성의 

회복을 주장했다. 공예와 공예디자인은 그 의미가 다르며 장인과 작가의 수

작업으로 탄생하는 공예를 지향해야하며, 학의 공예 교육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곽 웅은 공예의 두 가지 가치인 실용과 심미는 시

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오늘날 공예 교육은 심미적 가치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심미적 가치에 치중하는 공예 교육의 사회적 요인을 공예

의 사회성에 한 무지, 순수 미술과 같은 방식의 창조력 교육, 기술 교육의 

부족이라는 세 가지로 꼽고 이를 극복하여 “인간의 생활에 구체적인 기여”(곽

웅. 1985. 101쪽)를 하는 공예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III.1.2.�1986년�-�1995년�

� 시대�배경�

 이 시기에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

고 1993년 전 엑스포로 이어지는 국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이외

에도 1989년 1월 1일부터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1993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 세계 경제 체제로의 편입이 가속되는 등 국

제사회와의 만남이 강해졌다. 또한 1994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제정되면서 

관광과 세계 교류의 물살은 강해졌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는 1967년 이후 

�편집자의�글에�의하면,�[디자인�논쟁]은�디자인과�관련된�쟁점을�그때그때�다루기�위해�만들어진�것88

으로�보인다.�원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디자인과�관련하여�그동안�논쟁거리가�되어�왔거나�되고�있는�문제를�놓고�앞으로�기회있을�때마다�쟁

점으로�삼아�다루기로�하고,�이번호에서는�공예�교육에서�예술적인�측면과�실용적인�측면,�그�어느�쪽

에�비중을�더�두어야�하는가�하는�문제를�놓고�두�교수의�엇갈린�주장을�들어�본다.”��

(참고:월간《디자인》.1985년�1월.�99쪽.)

�장윤우.�(1985.01.).�공예의�정통성�회복을�위하여.월간《디자인》.�100쪽.�89

곽대웅.�(1985.01.).�실용성은�공예의�태생적(胎⽣的)�가치.월간《디자인》.�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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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폐기되고 WTO(세계

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 국제 경제 

체제의 확산과 그 안에서의 자본주의 확 는 1990년 독일의 통일과 1991 소

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에 따른 자유주의의 승리와 

만나게 됐다. 국제 관계의 급변과 한국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1994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6년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

째로 OECD 가입국이 됐다. 한편 1992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으

며 90년  이후 중음악은 양적으로 최 의 호황을 맞는다. 1990년에는 

‘WWW’ 으로 불리는 월드와이드웹이 세계적으로 발표되며 인터넷 시 의 

전초를 알렸고, 1990년  중반으로 가면서 휴 용 무선 통신기기가 중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1993년에는 상공부 주관으로 한국 고유 디

자인 개발비율 증진과 수출 유망품목 지원 등의 목표를 포함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 이 시했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디자90

인 주간으로 선포되어 각종 디자인 행사가 개최됐다.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이러한 행사와 개발계획은 디자인의 “산업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했다. 한91

국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 규모의 행사로 인해 세계 무 에서의 한국 디자인

에 한 인식의 강화는 ‘전통’과 ‘한국적 디자인’, ‘한국적 스타일’ 추구로 이어

졌다. 한편 삼성그룹은 1993년 CI를 교체하며, 뒤이어 한화, 기아 등의 기

업 CI를 해외 디자인회사가 맡으며, 이를 둘러싼 디자인 사 주의 에 한 92

�(1992.12.09.).�『産業디자인발전』�5개년계획�수립.�《매일경제》.�4면.90

�(1993.09.02.).�『디자인주간』�행사�개막.�《동아일보》.�11면.��91

신문기사를�통해�살펴보면,�이�행사는�상공자원부와�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주관했으며,�제28회�산

업디자인전람회와�우수디자인�선정�시상식,�성공사례�발표회,�한일공동산업디자인�세미나,�등의�행사

가�서울세종문화회관,�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삼성동�한국종합전시장(KOEX)�등의�여러�장소에서�개

최된�것을�알�수�있다.�

�정석원.�(1995.02.15.).�｢디자인�事⼤主義�｣�벗어나자.�《동아일보》.�19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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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등장했다. 한편 디자인 전문지는 사회 일반의 디자인 인식을 넘어서 

디자인 인식과 개념 확 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9년에는 

“Communication ⋅ Space magazine for Design Events and Review” 를 93

주제로 한 디자인 전문지 《CO⋅S⋅MA》가 창간됐다. 이 잡지는 89년 10월 창

간호를 기점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창간연도 집중기획〉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현 디자인의 향방]이라는 꼭지를 기획해 디자인 교육(10월), 디자인 

공모전(11월), 디자인 행정과 정책(12월)을 다루며 디자인을 둘러싼 사회 전

반에 관심을 두었다. 

  

� 내용�흐름 

 이 시기의 월간《디자인》은 1988년 7월 편집진의 변화를 기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평 콘텐츠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시즌리뷰] 꼭지를 통해 

제품, 그래픽,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디자인 현상을 분기마다 분석⋅정

리했다.  또한 1988년부터 디자인⋅공예 평론 공모를 시작하여 1990년 제3회 94

평론 공모에서 이경미의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후기모더니즘의 의의〉를 입

선 가작으로 선정했다.  이 시기의 비평문헌은 총 47편으로 그 목록은 다음95

의 [표 0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참고:《CO⋅S⋅MA》1993년�1월호�표지.93

�필자는�주로�대학교수,�실무자로�구성됐으며�매�분기마다�조금씩의�변화가�있었다.��94

예를�들어,�1990년�8월�호는�제품-한석우(서울산업대�공업디자인과�교수),�그래픽-김진평(서울여대�산

업디자인과�교수),�광고-강 준(위드플랜�대표),�일러스트레이션-박혜준(웅진출판사�디자인과�책임)에�

의해�작성됐다.�

�이는�평론�공모를�시작한지�3년�만에�처음�뽑힌�디자인�부문�수상작으로�제�3회�당시�디자인�부문은�95

5편,�공예�부문은�3편의�응모작이�있었다.�공모를�시작한�첫�해에는�디자인�부문�응모작�0편,�공예�부문�

응모작�2편이었으며,�1988년�제1회�디자인⋅공예�평론�시상식�간담회의�분위기와�당시�전문가들이�바

라보는�디자인⋅공예계의�평론�가능성을�월간《디자인》�1988년�11월�호를�통해�엿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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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4]�1986년부터�1995년까지�비평문헌�목록

연월 꼭지 제목 저자
대상
(분야)

1987.08. 디자인 비평 제22회 산업 디자인전도 목업 쇼였다. 구성회 전시

1988.07.
디자인 서치

라이트
제 2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공과에 대한 분석과 그 발전적 제언

편집부 전시

1988.08. 디자인 시평 산업디자인전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을 중심으로

이순종 전시

1988.11. 디자인 비평 도상과 원형 - 현대자동차 '소나타'탄생의 의미 구성회 산업

1988.12. 디자인 시론 디자인학과 명칭변화의 현황과 그 진단 김준현 교육

1989.01. 특집 시대적 조형어휘의 발견이 급선무 구성회 개념

1989.01. 특집
이제는 디자인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때

최범 개념

1990.04.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 
: 왜 이름표기가 그렇게 작은가? 이중한 시각

1990.05.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2) 
: 단 나누어 쓰기의 단조로움

이중한 시각

1990.06.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3) 
: 정체와 평체 그리고 사체 이중한 시각

1990.07.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4) 
: 면숫자와 런닝 타이틀은 장식용인가? 이중한 시각

1990.08.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5) 
: 차례는 어디에 있는가

이중한 시각

1990.09.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6) 
: 기획-편집-사진의 불균형 이중한 시각

1990.10.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7) 
: 우리책 디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중한 시각

1990.11.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8) 
: 가로결도 세로결도 없는 종이 이중한 시각

1990.11.
평론공모 가

작 입선작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후기모더니즘의 의의 
(제3회 월간 디자인·월간공예 평론공모 디자인 부문/가
작)

이경미 개념

1990.12.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9) 
: 버려져 있는 하드 바운드 이중한 시각

1991.01.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0) 
: 책의 활자 크기와 행간은 누구의 관심사인가?

이중한 시각

1991.02.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1) 
: 편집 디자인의 구조적 기반 이중한 교육

1991.03. 서평
시대정신'과 '시대양식'으로서의 디자인사 
:<현대 디자인의 전개> 최범 책

1991.03. 특별기고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2)  
: 편집디자인의 부드러움과 따스함 
(마지막)

이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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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 서평
주제의 비중을 감당하지 못한 평준화된 사례연구 
:<디자인 문화의 시대> 최범 책

1991.05. 특별기획 상장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 장경아 시각

1992.02. 특집기사 굿 디자인'의 의미와 신화 최범 개념

1993.10. 서평
비주얼한 작품, 철학이 담겨있는 폴 랜드의 역작 
<Design, Form, and Chaos> - 책

1993.11. 특별기고 꿈돌이의 '오용'을 바라보며 강우현 공공

1994.06. 기고
C˚'성적 받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 
시각 디자인이미지 중간결산

강우현 공공

1994.06. 서평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15인의 그림 이야기, 사람 이야기> 최범 책

1994.07. 디자인광장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새로운문
화의 가치변화 이승근 콘텐츠

1994.07. 디자인광장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디자인의 
경제적가치

채승진 콘텐츠

1994.07. 디자인광장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왜 디자인
인가? 조원호 콘텐츠

1994.08. 서평
<모던디자인 비평: 포스트모던, 해체의 이해> 

모던디자인 비평의 정당성과 착오
최범 책

1994.09. 시론 국제화 바람속의 디자인 논리 최범 개념

1994.10. 특집 정부 및 관공서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정석원 공공

1994.10. 특집 정부 간행물 유감 정병규 공공

1994.10. 시론 속도와 속도전 윤희수 실무

1994.11. 이벤트 세계 산업디자인 심포지움' 유감 조원호 행사

1994.12. 시론 시각디자인의 개념확대 김명환 개념

1995.01. 기고 CI는 로고 디자인만이 아니다 박병천 시각

1995.02. 특집 한국적 디자인'또는 복고주의 비판 최범 개념

1995.03. 시론 LG 심벌마크와 디자인 사대주의 김민수 시각

1995.04. 시론 영상디자인, 무엇을 해야나하? 김명환 시각

1995.07. 서평 <키치란 무엇인가> 최범 책

1995.07. 논단 서구 모던 디자인으로부터의 교훈: 이념의 재해석과 반성 김민수 개념

1995.08. 시론 디자인과 역사의식 최범 개념

1995.11. 이벤트 디자인계와는 먼 잔치상 - 광주 비엔날레 양난영 전시

[표�04]�1986년부터�1995년까지�비평문헌�목록

연월 꼭지 제목 저자
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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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는 당시 열린 「제22회 산업디자인 전람회」 에 관한 구96

성회의 비평 이 실렸다. 그는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제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97

관찰한 후, 이 전람회는 내용 없는 “모형 전시회” 이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98

수단의 성격만 남은 “명예의 복덕방” 이라 평했다. 구성회는 그 이러한 상황99

의 이유를 명확하지 않은 심사기준과 반성 없이 지나온 20여 년의 시간의 결

과로 지적했다. 

 1988년 7월 호와 8월 호에도 편집부 와 이순종 에 의해 쓰인 산100 101

업 디자인 전람회의 비평문헌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편집부는 심사, 전람회 

성격 규정, 분야 설정, 출품자들의 명칭 규정, 출품작의 실용화, 시상제도와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람회로의 새로운 성격 규정과 관(官) 주

도에서 민(民) 주도의 전람회로 변화라는 두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

순종은 제품과 환경디자인 부문의 출품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조

사와 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디자인 조형의 행태와 주제의 빈약함을 지적했

다. 이와 함께 해외디자인 전람회를 소개하며, 산업디자인전의 제도와 운영

방법의 개선과 전람회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1988년 11월 호에는 실무 디자

�상공부가�주최,�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주관했으며�서울전시의�경우�1987년�5월�26일부터�6월�9일96

까지�한국�디자인포장센터�전시실에서�열렸다.�총�961점이�출품되어�17점�입상,�36점�특선,�270점이�

입선됐다.��

참고:�이희란.�(1987.�07.).�제�22회�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월간《디자인》.�107-107쪽.

�구성회.�(1987.08.).�제�22회�산업�디자인전도�목업�쇼 다.�월간《디자인》.�66-71쪽.97

�앞의�글.�두�번째�단.�66쪽.98

�앞의�글.�세번째�단.�66쪽.99

�편집부.�(1988.07.).�제�23회�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공과에�대한�분석과�그�발전적�제언.�월간100

《디자인》.�60-65쪽.

�이순종.�(1988.08.).�산업디자인전의�현실과�개선을�위한�제언:�제품�및�환경디자인�부문을�중심으로.�월101

간《디자인》.�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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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구성회 에 의해 현  자동차의 ‘소나타’모델에 한 비평 이 실렸다. 102 103

필자는 1988년 6월 ‘소나타’의 출시를 기점으로 현  자동차의 자동차 개발

의 역사와 소나타를 통해 드러난 자동차 설계 기술 발전을 서술했다. 이어서 

10년이 채 되지 자동차 자체 생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나름의 성과를 이루

었다고 평했다. 또한 12월 호에서는 김준현에 의해 4년제 학의 디자인학과 

명칭 변화의 현황 분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학과 개편의 특징, 문제점이 지

적됐다.   104

 1989년 1월 호에 실린 <특집: 디자인 ’88결산 ’89전망>은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디자인계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이 특집은 소개 

글 에서 알 수 있듯 학술과 비평 분야를 포함한 ‘디자인계의 거의 모든 분105

야’ 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제품 디자인 분야 를 다룬 구성회는 이 분야의 106 107

연말 결산을 넘어 한 사회의 물적 토 를 이루어가는 제품 디자인은 동시  

감각을 변하는 시 적 조형어휘를 제시해야 함을 논설했다. 최범은 1988

년 박 순의 디자인학 박사학위 취득, 디자인 학술 단체의 활동, 이론서의 출

간 등을 통해 디자인계의 학술과 비평 활동을 평가했다.  필자는 당시에 비108

�1988년�7월의�비평을�작성한�구성회와�동일�인물이지만,�직업은�서로�다르게�기재됐다.�102

1987년�8월�호에는�'국민대학교�조형대학�강사’로,�1988년�11월�호에는�‘프리즘�디렉터’로�표기됐다.�

이는�앞서�언급헀듯이�글의�성격에�따른�필자�직업�표기로�볼�수�있다.

�구성회.�(1988.11.).�도상과�원형�-�현대자동차�‘소나타’탄생의�의미.�월간《디자인》.�48-53쪽.103

�김준현.�(1988.12.).�디자인학과�명칭변화의�현황과�그�진단.�월간《디자인》.�118-119쪽.104

�편집자.�(1989.01.).�특집.�월간《디자인》.�27쪽.105

�1989년�1월의�월간《디자인》�21쪽의�목차를�살펴보면,�아래의�같은�총�13개�분야를�다루고�있는�106

것을�확인할�수�있다.�또한�‘디자인�단체의�협의체�구성은�가능한가?’�라는�제목의�신년좌담이�진행됐다.�

(광고디자인,�출판디자인,�아이덴티티�디자인,�포스터�디자인,�패키지�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상업사

진,�TV미술,�제품디자인,�인테리어⋅디스플레이�디자인,�대학교육,�사설학원�교육,�학술⋅비평)

�구성회.�(1989.01.).�시대적�조형어휘의�발견이�급선무.�월간《디자인》.�46-47쪽.�107

�최범.�(1989.01.).�이제는�디자인�활동에�대한�보다�깊이있는�인식이�이루어져야�할�때.�월간《디자108

인》.�5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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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 이론이 명확히 분리됐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디자인의 내적 성장을 위

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판평론가로 소개된 이중한 은 1990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09

12회에 걸쳐 글을 선보였다. ‘독자가 본 편집 디자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이 글은 단 나누기 , 글자체의 사용 , 사진과 글의 관계 , 종이의 110 111 112

사용 , 등을 다루며 편집 디자인의 이론과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양면을 모113

두 다루었다. 같은 해 11월 호에는 ‘제3회 디자인⋅공예 평론 공모’ 수상작114

이 게재됐다. 이는 이경미의 논문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출현한 배경을 살피고 그 의미와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가작으로 

선정됐다. 1988년 당시 디자인 부문 응시작 0편, 공예 부문 응시작 2편으로 

시작한 이 공모는 3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 부문 응시작 5편, 공예 부문 응

시작 3편으로 발전했다.  

 1991년부터는 디자인 서적에 관한 비평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1991년 3월에 실린 《현  디자인의 전개》에 한 최범의 서평 이115

었다. 이후 4월에도 《디자인 문화의 시 》 에 한 서평이 실렸다. 1990116

년 에 들어 등장한 디자인 서적의 비평은 출간된 책의 증가와 함께 학술⋅이

�1982년�8월�‘디자인�잡지가�서야할�땅은’을�기고한�이중한과�동일인물이며�82년의�글에는�‘서울신109

문�논설위원’으로�표기되어있다.

�이중한.�(1990.05.).�단�나누어�쓰기의�단조로움.�월간《디자인》.�106-107쪽.110

�이중한.�(1990.06.).�정체와�평체와�그리고�사체.�월간《디자인》.�98-99쪽.�111

�이중한.�(1990.09.)�기획-편집-사진의�불균형.�월간《디자인》.�86-87쪽.112

�이중한.�(1990.11.).�가로결도�세로결도�없는�종이.�월간《디자인》.�88-89쪽.113

�이경미.�(1990.11.).�제품�디자인에�있어�후기�모더니즘의�의의.�월간《디자인》.�92-97쪽.114

�최범.�(1991.03.).�'시대정신'과�'시대양식'으로서의�디자인사:�<현대�디자인의�전개>.�월간《디자115

인》.�171쪽.

�최범.�(1991.04.).�주제의�비중을�감당하지�못한�평준화된�사례연구:�<디자인�문화의�시대>.�월간《디116

자인》.�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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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면에서도 ‘읽을거리’가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현  디자인의 

전개》의 서평에서 필자는 서양 디자인사를 개괄할 수 있는 디자인 역사서

의 한국 내 출판을 통해 한국 디자인 출판계의 질적 성장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관념론적 역사관 의 한계를 지적했다. 《디자인 문화117

의 시 》의 서평에서 필자는 선집(anthology)으로 구성된 사례 연구식 구

성의 한계와 한국어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며, 디자인이 적극적 문화의 산물

이라는 이를 비평적으로 인식하는 의식틀을 강조했다.  

 1992년 2월 호에는 ‘굿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가 현실의 소

비주의에서 훼손되어 작동하는 현실을 꼬집고, 디자인이 갖는 사회적 기능

을 직시할 것을 환기하는 비평문헌이 실렸다. ‘굿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하나

의 주술처럼 말로만 존재할 때 갖게 되는 허위를 비판한 이 글은 1991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해의 베스트 셀러 상품을 정리하고 리뷰하는 ‘특집 1991 베

스트셀러 상품’의 한 부분으로 최범에 의해 작성 됐다.  118

 1991년에 시작된 서평은 1993에도 이어진다. 이때는 미국의 디자이

너 폴 랜드의 《Design, Form, and Chaos》가 서평 의 상이 됐다. 서평119

의 상이 됐던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폴 랜드의 디자인 작업물들과 이에 

한 그의 해설, 그리고 그가 쓴 에세이가 담겨있는 책에 한 서평으로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같은 해인 1993년, 전에서 열린 엑스

�비평문헌의�필자는�《현대�디자인의�전개》가�‘시대양식(Zeitstil)’과�‘시대정신(‘Zeitgeist)’의�관117

계로�설명되는�헤겔주의적(Hegelian)�역사관을�가지고�있다고�본다.�즉�하나의�시대에는�하나의�양식

만이�존재하고�특정한�양식으로�그�시대를�읽을�수�있다고�보는�것이다.�

�최범.�(1992.02.).�‘굿�디자인의�의미와�신화’.�월간《디자인》.�78-79쪽.118

�(1993.10.).�비주얼한�작품,�철학이�담겨있는�폴�랜드의�역작�<Desing,�Form,�and�Chaos>.�월간119

《디자인》.�68쪽.

�54



포 와 관련하여 공식 캐릭터였던 ‘꿈돌이’에 한 비평이 실렸다. 국가에서 120

주도하는 국제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각종 시각물에 한 사회

적 관심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며 증가해왔다. 월간

《디자인》에서도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특집호를 81년부터 발행 하는 121

등 국제 행사의 디자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제 규모 행사에 한 사회적 

관심과 디자인계에서의 중요도에 반하여 월간《디자인》을 통해 캐릭터에 

관한 비평문헌이 게재된 일은 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꿈돌이’에 한 글

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실무 디자이너로 소개된 강우현은 ‘꿈돌이’의 디자인

에 한 것이 아닌 꿈돌이의 ‘사용’에 한 비평을 전개했다.  캐릭터를 만122

든 의도가 무시된 ‘가짜 꿈돌이’의 남용과 이에 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들의 안이한 응,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디자인계의 태도를 지적했

다. 

 1994년은 이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시기 중 가장 많은 수의 비평문

헌이 실린 해였다. 강우현은 93년에 열린 전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사용에 

한 비평에 이어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의 시각이미지를 정리 했123

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념사업의 엠블럼 디자인에 한 분석과 비판, 휘장 

사업의 지속성 등을 언급했다. 같은 해 10월 호에는 공공 디자인과 관련한 두 

"새로운�도약으로의�길”이라는�주제로�1993년�8월�7일부터�11월�7일까지�대전광역시에서�열렸다.�120

부제는�"전통기술과�현대과학의�조화"와�"자원의�효율적�이용과�재활용”이�었으며,�세계�108개국과�33

개�국제�기구,�한국의�200여개�기업이�참여했다.�(참고:�엑스포과학공원�홈페이지�http://www.ex-

popark.co.kr/)

�해당�호는�1981년�11월,�12월�합병호로�서울�올림픽�이미지�기획에�관한�좌담(서울�올림픽�이미지121

를�어떻게�경 할�것인가?),�각�분야별로�디자인�개발�방향�탐구(바람직한�방향을�모색한다),�다른�나라

의�올림픽�이미지�사례�분석(각국의�올림픽을�연구한다)�으로�구성됐다.�86년�아시안�게임을�기준으로�

보더라도�일찍부터�국제�스포츠�경기대회와�관련된�기사를�발행한�것을�알�수�있다.

�강우현.�(1993.11.).�꿈돌이의�‘오용'을�바라보며.�월간《디자인》.�38-39쪽.122

�강우현.�(1994.06.).�‘C˚’�성적�받은�서울�정도�600년�사업�시각이미지�중간결산.�월간《디자인》.�123

186-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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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비평문헌이 게재됐다. 하나는 관공서 건축과 간판, 게시물, 공무원의 유

니폼을 포함한 관공서 디자인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정석원의 글 이124

고, 다른 하나는 정부 간행물의 시각적 구성에 관한 정병규 의 글이다. 두 125

글 모두 정부의 시각물은 정부와 중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에 디자

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정석원은 관공서 시각이

미지 생산의 불합리한 체계로 인한 질적 하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정병규는 이와는 다르게 편집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기본 

원리에 따라 비단 정부 간행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물에 적용될 수 있는 다

자인 원리를 전달하고 있다.  

 7월 호에는 MBC와 KBS에서 방송된 디자인 관련 콘텐츠 에 한 126

비교평이 실렸다.  이는 두 편의 TV 프로그램에 한 서로 다른 세 명의 비127

교평으로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된 해외의 디

자인 기업과 디자인 문화에 한 짤막한 분석으로 구성되었 다. 6월에는 한

국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논문과 함께 15인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이 실

려있는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15인의 그림 이야기, 사람 이야기>의 서평128

이 최범에 의해 쓰였다. 필자는 이 책을 한국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체성을 밝

혀내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두 달 후인 8월, 동일한 필자에 의해 <모던 디자

인 비평: 포스트모던, 해체의 이해> 서평 이 지면화됐다. 필자는 이 책을 이129

론의 불모지인 한국 디자인계의 성과물이며 한국 최초의 디자인 이론서로 

�정석원.�(1994.10.).�정부�및�관공서�디자인,�무엇이�문제인가?.�월간《디자인》.�92-96쪽.124

�정병규.�(1994.10.).�정부간행물�유감.�월간《디자인》.�100-101쪽.125

�1994년�4월�MBC�‘왜�디자인인가?’와�5월�KBS의�‘디자인에�승부를�걸어라’를�말한다.�이�TV�프로126

그램에�대해�월간《디자인》는�“디자인에�대한�일반의�관심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보았다.��

(참고:�월간《디자인》.�1994년�7월.�62쪽�상단.)

�이승근,�채승진,�조원호.�(1994.07.).�MBC⋅KBS�디자인�기획�프로그램�보고.�월간《디자인》.�162-165쪽.127

�최범.�(1994.06.).�한국�일러스트레이션의�정체성을�찾아서.�월간《디자인》.�169쪽.128

�최범.�(1994.08.).�모던�디자인�비평의�정당성과�착오.�월간《디자인》.�164쪽.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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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책의 필자가 설파하는 모던 디자인의 한계와 포스트모던 디자인 이론

의 사례에 공감하는 한편 서구의 디자인 이론을 한국 상황에 직접 입하는 

것에 한 현실적 괴리감을 언급했다. 월간《디자인》의 ‘시론’ 난에 실린 디

자인계의 속도 경쟁 세태를 비판하는 윤희수의 글 과 공간과 입체물까지도 130

포섭하는 시각 디자인의 개념 확장에 한 김명환의 글 은 모두 당  디자131

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서와 함께 하나의 시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1월의 실린 '‘세계 산업디자인 심포지움’ 유감’ 은 2000년 를 준비하는 132

주제로 서울 이화여자 학교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 한 비평적 관람평으로 

주제를 따라가지 못한 행사 내용과 행사 진행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1995년에는 총 9편의 비평문헌이 실렸다. 박병천 은 단순한 로고 133

만들기에 그치는 당시의 CI 개념을 넘어 기업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반영하

는 총체적 CI를 역설했다. 이 해에는 기업 CI에 관한 구체적 비평이 등장했다. 

LG그룹은 1995년 3월 자사의 이름과 로고를 ‘럭키금성’에서 ‘LG’로 변경⋅통

합하여 공개했다. 그리고 김민수의 글 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필자는 그룹134

의 이미지 쇄신과 미래를 창출한다는 LG 그룹의 포부를 소개하며, 새로이 발

표된 이 디자인이 과연 이에 적절한지에 의문을 던졌다. 즉 말로 발표된 디자

인 의도와 실제 결과물이 부합하는지, 이 디자인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한 

통합적 분석과 비평했다. 김민수는 LG 그룹 디자인에 한 비평을 통해 디자

인 의도와 적용 과정의 문제, 외국 디자인에 한 막연한 신뢰,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철학이 부재한 한국 디자인계의 현 상황을 지적했다. LG 그룹이 

�윤희수.�(1994.10.).�속도와�속도전.�월간《디자인》.�182-183쪽.130

�김명환.�(1994.12.).�시각디자인의�개념�확대.�월간《디자인》.�184-187쪽.131

�조원호.�(1994.�11.).�‘세계�산업디자인전�심포지움’�유감.�월간《디자인》.�135쪽.�132

(위의�글에�의하면�이�행사는�제1회�서울�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의�기념행사의�하나로�1994년�10월�6

일�이화여자대학교�강당에서�열렸다.)�

�박병천.�(1995.01.).�CI는�로고�디자인만이�아니다.�월간《디자인》.�174-176쪽.133

�김민수.�(1995.03.).�LG�심벌마크와�디자인�사대주의.�월간《디자인》.�170-175쪽.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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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변경을 알릴 때, 한편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 방

송이 시작됐다. CA-TV로 불린 케이블 방송은 공중파 방송과는 시청자층, 프

로그램의 기획과 방향 등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영상디자이너들

에게 관심의 상이 됐다. 1994년 김명환의 글이 평면에서 공간으로 확 되

는 시각 디자인을 다루었다면 1995년의 글 은 고정된 이미지에서 움직이135

는 이미지로의 이행을 역설했다.  

 디자인 개념⋅이론 분야에서는 한국적 디자인, 모던 디자인 이념에 

한 반성적 성찰, 디자인을 보는 역사의식이 다루어졌다. 김민수는 6페이지에 

걸쳐 서구 모던 디자인에 한 이념적 고찰을 시도했다.  이는 한국의 모던 136

디자인은 서구에서 발전된 모던 디자인과 발전상이 다르다는 지점에서 출발

하여, 디자인 실무의 “방법적 적용에 앞서 앞으로 어떠한 디자인 철학 또는 

디자인관(觀)을 통해 실행할 것인가라는 냉철한 문제의식” 으로 향했다. 이137

를 서구 모던 디자인 이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이에 한 단

편적 비난 혹은 찬양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 디자인의 현재를 고찰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1995년 2월 호와 8월 호에는 각각 ‘한국적 디자인’ 과 ‘디자인 역사의

식’이 비평의 상이 됐다. 이는 세계 규모의 행사 등을 통한 ‘국제화 바람’과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2월에 발표된 

글 에서 필자는 ‘한국적 디자인’이 응시하는 ‘전통’의 관념을 ‘복고주의’로 138

규정하여 고정되고 박제화된 전통관을 갖고 있음을 비판했다. 8월에 발표된 

‘디자인과 역사의식’ 은 광복 50년을 맞은 한국 사회와 디자인계의 연결고139

�김명환.�(1995.04.).� 상디자인,�무엇을�해야하나?.�월간《디자인》.�164-167쪽.135

�김민수.�(1995.07.).�서구�모던�디자인으로부터의�교훈:�이념의�재해석과�반성.�월간《디자인》.�136

182~187쪽.

�앞의�글.�182쪽�오른쪽�상단.�137

�최범.�(1995.02.).�‘한국적�디자인’�또는�복고주의�비판.�월간《디자인》.�180-183쪽.138

�최범.�(1995.08.).�디자인과�역사의식.�월간《디자인》.�184-187쪽.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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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찾으며 시작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 디자인계가 ‘한국 근  디자인'이라

는 역사적 과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자체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7월에 발표된 ‘서구 모던 디자인으로부터의 교훈’에 

한 논리적 반론을 펼친다. 11월 호에는 한국의 ‘디자인 저널리스트’ 4인에 

한 비평 이 실린다. 필자는 언론보다는 비평에 무게를 둔 의미로 ‘디자인 140

저널리즘’을 사용하며, “포괄적인 디자인계의 발언행위에 한 분석” 을 시141

도했다. 그는 “‘이슈에 한 자의적 비평’과 ‘지속적 글쓰기’” 를 기준 삼아 142

정시화, 김민수, 최범, 구성회를 ‘디자인 저널리스트’로 보고 이들이 보여준 

글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 저널리즘이 약한 것은 디자

인계에 만연한 ‘비판적 검증’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디자인 저널리즘은 글뿐

만 아니라 조형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

을 마무리했다. 

� III.1.3.�1996년�-�2005년�

� 시대�배경�

이 시기는 IMF 사태로 표되는 금융위기로 시작됐다. 군사 정부에서 벗어

나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등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자유와 호황의 물결이 1997년과 1998년으로 이어지는 금

융위기를 거치며 멈추었고, 무한경쟁 사회를 마중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1998년 출범하는 국민의 정부는 동아시아 전반에 퍼져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1999년 4월 19

일 ‘ 마(大馬)’로 불리던 우그룹이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이후 현 그룹, 

기아 자동차, 동아건설 등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정

�김상규.�(1995.11.).�한국의�디자인�저널리스트에�대하여.�월간《디자인》.�184-187쪽.�140

�앞의�글.�184쪽�왼쪽�하단.�141

�앞의�글.�185쪽�왼쪽�상단.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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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강도 높은 경제 체질 개선과 1997년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  등143

의 국민 운동을 통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사태는 계획보다 3년 빠르게 종료

됐다. 정부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

제 체제를 모색하며 ‘신지식산업’이라는 모델을 제안했으며, 1998년에는 ‘지

신 기반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 함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이 영향은 문화산144

업과 디자인에까지 미쳤다. 1998년 4월 21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 「’98 한국 디자이너 회 ‘어울림’」에 김 중 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문화산업에서의 디자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이 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디자인 혁명, 수출 2배, 경제 르네상스” 를 신조로 내걸며, 정부의 100  145

육성과제 중 하나였던 ‘디자인 산업의 획기적 육성'에 화답했다.  

 경제 발전으로 귀결되는 디자인에 한 정부차원의 관심은 이전과 

유사했지만, 수출과 산업 중심의 경제 논리만으로 점철됐던 시기를 지나 이 

시기에는 문화 산업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1999년 예술

의 전당 내에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 개관했고, 한국 디자인계는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 회,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경제

의 측면 뿐만 아니라 디자인 문화의 측면과 세계 디자인계 안에서의 자리매

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한가람 미술관의 개관전인 「일상 속의 디

자인 문화」에서 시작해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을 비추는 디자인

(Light into Life)」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전시는 산업과 경제 일변도의 디자

인 담론을 비판하며 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자인 문화 담론

과 함께 디자인이 가진 일상성에 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 발전을 

위한 디자인 담론은 90년  중반부터 ‘디자인 경영’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1997년�12월�25일�매일경제�신문(6면)의�기사를�참고하면,�김대중�당시�대통령�당선자는�아이디어�143

차원에서�금모으기�운동을�제안했고,�1998년부터�전국단위의�운동으로�확산됐다.

�(1998.05.25.).�지신기반산업�육성�160兆�투자�산업�中企�중심�개편.�《경향신문》.�1면.144

�조현재,�윤종연.�(1998.04.22.).�“21세기는�두뇌강국이�지배�디자인�전략사업으로�육성”�⾦�대통령�145

98�디자이너�대회�참석.�《매일경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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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디자인은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기업 경영의 핵심이자 

경영인들의 주요한 덕목으로 취급됐으며, 신문을 비롯한 중매체 역시 이

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146

 2000년을 전후로 한 잡지계 변화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세분

화’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세 의 출현과 특정 산업/문화 영역의 발달로 인해 

잡지 역시 세분화/전문화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지와 함께, 컴퓨터147

/게임 산업을 바탕에 둔 잡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디자인계의 잡지 또

한 이러한 흐름안에 존재했다. 디자인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지들이 등장했다. 예컨  1996년에 창간된 서체 디자인 전문잡

지인 《정⋅글》, 한국 전통 공예의 산업화로의 디자인을 표방하며 1997년 창

간된《디자인 네트》를 들 수 있다. 이어서, 1999년에는 한국 최초의 디자인 

비평 전문지인 《디자인문화비평》이 창간되었으며, 같은 해 《디자인/텍스

트》가 뒤이어 등장하면서 한국의 디자인 비평 전지의 흐름이 이어졌다. 

2000년에는 《웹 디자인》이 창간되면서 PC 통신과 인터넷 문화와 확장하

는 웹 공간으로 확장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다루게 됐다.   

� 내용�흐름�

이 시기에 발표된 24편의 비평문헌은 [표 05]와 같다. 1996년 1월 호에는 이

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시론] 꼭지를 통해 굿 디자인 기준에 한 비평 이 148

실렸다. 필자는 ‘굿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내재적으로 갖는 구조적 한계를 비

판하고, 심사 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좋다/나쁘다는 기준을 제시

�일례로�매일경제신문은�1997년�7월�7일�[특별기획]으로�산업디자인�코너를�마련하고,�광고를�제외146

한�7면을�한국�산업디자인의�국제�경쟁력,�디자인�경 �시대,�우수�자동차/가전제품�디자인�소개�등에�

할애했다.

�문화관광부.�(2004).�2004�문화산업백서�210-211쪽.147

�오창섭.�(1996.01.).�‘굿�디자인’의�기준,�문제�있다�-�<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집>을�통해�본�굿�148

디자인�11년:�기준의�문제.�월간《디자인》.�176-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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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인 질을 향상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갖는 이데

올로기성 을 지적하며, 디자인을 실제 사용하는 한국의 소비자/사용자와는 149

무관한 심사기준이 갖는 모순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표�05]�1996년부터�2005년까지�비평문헌�목록

연월 꼭지 제목 저자
대상
(분야)

1996.01. 시론 ‘굿 디자인’의 기준, 문제 있다 오창섭 제도

1996.06. 논단 키치광고의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 김민수 개념

1996.09. 시론 디자인에 있어서 '은유'의 의미 오창섭 개념

1996.11. 서평 최공호의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최범 책

1997.02. 특집 불황을 알면 디자인이 보인다 고영란 사회

1997.02. 논단 욕망을 싣고 키치는 달린다 오창섭 개념

1997.04. 논단 한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송지성 개념

1998.02. 논단 이상의 시와 현대디자인 김민수 문화

1998.03. 논단 탈기능주의를 비판한다(상) 이대일 개념

1998.04. 논단 탈기능주의를 비판한다(하) 이대일 개념

1998.05. 논단 IMF 시대, 한국 디자인계 새 판짜기 김민수 사회

1998.05. 논단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상) 이대일 개념

1998.06. 논단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하) 이대일 개념

1998.09. 논단 표류하는 한국 패션 디자인(상) 김성복 패션

1998.10. 논단 표류하는 한국 패션 디자인(하) 김성복 패션

1999.02. 기고 지자체는 디자이너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강우현 공공

1999.04. 서평 일상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화의 계보학 
: 김진송 저,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최범 책

1999.06. 서평 한국 디자인의 뉴 밀레니엄 과제 
: 정경원 저, <디자인 경영>, 안그라픽스 장동련 책

�필자�오창섭이�해당�글에서�언급한�이데올로기의�의미는�다음과�같다.��149

“이데올로기는�특정�집단에�의해�부각되는�조직적인�사고체계로�눈가림이나�왜곡⋅은폐를�의미한다.�

특정�집단에�의해�부각된다는�말은�실천을�전제하는�것이다.�(중략)�하지만�이러한�실제를�왜곡하고�그

것을�주입하려는�노력들이�약자들의�이익과�상반되어�강자들의�이익을�위해�봉사한다는�데�문제가�있

는�것이다.�GD는�이러한�이데올로기적�성격을�내재하고�있다.”�(앞의�글.�179쪽�상단.)�

(여기서�GD는�굿�디자인(Good�Design)을�말한다.:연구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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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6월 호에는 키치 광고의 문화적 상징성을 디자인의 관점에

서 비평한 김민수의 글 이 [논단]에 실렸다. 김민수는 광고가 갖는 문화적 150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의 광고 비평이 심리

학, 인류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관점을 담지하고 있지만, 미학적 관점은 결

여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광고가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문화

적 구성물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광고 디자인의 비평은 “시각언어 

구성력”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 151

안에서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키치 광고를 다루고 있으며, 이의 상징성 분석

을 위해 키치의 용어적 의미와 사회적 발생 원인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광고의 “시각언어”의 구성을 분석하여 부적

절/부적합, 축적/과잉 정보, 상투적 쾌적함, 과장/광란, 유희적 만족이라는 다

섯 가지 요소를 추출하고 이것이 중 소비사회 안에서 갖는 의미와 현  한

국의 디자인 실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2000.02. 기고
민족주의 바깥에는 우주가 있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스코트에 대하여 최범 시각

2001.11. 특집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디자인 전문지를 기대하며 김경균 저널 
리즘

2002.01. 특집 우둔한 디자이너들이여, 시민적 용기를! 권혁수 개념

2004.06. 포럼 한국 현대 디자인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김종균 개념

2005.03. 컬럼 관에 부는 디자인 바람, 올바로 가고 있나? 김현 공공

2005.06. 컬럼 디자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최범 정책

[표�05]�1996년부터�2005년까지�비평문헌�목록

연월 꼭지 제목 저자
대상
(분야)

�김민수.�(1996.06.).�키치�광고의�속성과�문화적�상징성.�월간《디자인》.�168-173쪽.150

�앞의�글.�168쪽�하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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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같은 해 9월 [시론]에는 1월 굿 디자인의 기준 문제를 비평한 오

창섭이 디자인에서의 은유(metaphor)의 의미를 탐구하는 글 을 기고했다. 152

오창섭은 은유의 문화적 의미를 바탕에 두고, 포스트모던 디자인과 은유의 

결합은 사물의 연상성과 표현성의 회복을 가져왔으며, 이는 인간과 사물 사

이를 통시적이며 공시적으로 연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 삶과 분리됐

던 모던 디자인을 성찰하는 과정이며 "삶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찾는”  153

디자인의 존재적 의미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서술했다. 

 1996년의 마지막 비평문헌은 최공호의 《한국 현 공예사의 이

해》 의 서평 이었다. 필자 최범은 이 책을 다루는 해당 분야의 내재적 연속154 155

성을 근거로 한 시기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초의 한국 현  공예 통사

로 보았다. 이와 함께 책의 필자가 밝히는 한국 현  공예의 ‘이원구조’에 동의

하면서 한편으론 제도 중심적 접근의 한계와 전체 조형문화 구조 변화에 따른 

공예의 위치이동이 조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997년에 들면서, 월간《디자인》 안에도 경기침체를 다루는 비평문

헌이 실리기 시작했다. 1997년 2월에는 ‘불황극복을 위한 창과 방패’라는 제목

의 기사를 [특집] 꼭지를 통해 전했다. 여기에서는 불황에 처하는 디자인 전

문 회사들의 사례와 그 방법, 광고/패션/색채 분야의 산업 전략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특집기사의 첫머리에 경제 불황과 디자인의 연관성에 한 비평문

헌 이 자리했다. 이 글의 필자 고영란은 경제 상황과 디자인이 갖는 상관성을 156

언급하며, 디자인 개념과 산업의 발전은 “특정한 시 와 장소의 산물” 이라157

�오창섭.�(1996.09.).�디자인에�있어서�‘은유’의�의미.�월간《디자인》.�164-167쪽.152

�앞의�글.�167쪽�하단.�153

�최공호.�(1996).�한국�현대�공예사의�이해.�서울:재원.154

�최범.�(1996.11.).�한국�현대�공예의�이원�구조�규명:�최공호의�<한국�현대�공예사의�이해>.�월간《디자155

인》.�179쪽.�

�고 란.�(1997.02.).�불황을�알면�디자인이�보인다.�월간《디자인》.�106-110쪽.156

�앞의�글.�109쪽�하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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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90년  중반 한국 경제가 갖는 산업구조의 한

계, 탈중심적 소비문화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

고 처하기 위해선 디자인의 개념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호의 [논단]에는 자동차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에 관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비평문헌 이 게재됐다. 오창섭은 이를 키치 디자인으158

로 보고, 키치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의 내용을 진품적 가치의 모

방, 사물에 한 사회적 가치의 부가 그리고 중층적 구조로 정리했다. 이 내용

을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 소비문화에 나타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의 사

회적 정체성 정의 욕망 투과의 상으로의 자동차와 자동차 소 문화의 본질과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글이 실렸

다.  1990년  말 당시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디자인계159

의 내부적 논리의 하나로 한국적 디자인에 한 의견들이 지속해서 등장했다. 

이러한 글의 등장 역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송지성은 

모방의 디자인을 벗어나 독창성을 갖춘 디자인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기 [논단]에 게재되는 글의 학술적 무게감은 시인 이상의 시를 시

각예술의 관점으로 해석한 “이상(李箱)의 시(詩)와 현  디자인” 로 이어졌160

다. 이글은 1937년 타계한 시인 이상을 기리는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 을 161

잡지에 맞는 형태로 재편집한 것으로, 김민수는 이상의 시가 문학의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만들어지는 오해와 한계를 시각예술의 관점을 통해 극복하고 있

�오창섭.�(1997.02.).�욕망을�싣고�키치는�달린다.�월간《디자인》.�173-177쪽.158

�송지성.�(1997.04.).�한국을�알면�세계가�보인다.�월간《디자인》.�167-169쪽.159

�김민수.�(1998.02).�이상(李箱)의�시(詩)와�현대�디자인.�월간《디자인》.�164-169쪽.160

�필자는�이�글이�<문학사상>�주최�‘이�상�사후�60년�집중�재조명�문학�심포지엄’(1997년�11월�12일,�161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발표한�‘시각예술의�관점에서�본�이�상�시의�혁명성’을�재편집�한�것이라

고�밝히고�있다.�(참고:�월간《디자인》1998년�8월�169쪽�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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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먼저 이상의 시를 시각예술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 교육과 직업 경험을 통해 뒷받침했다. 즉, 이상이 습득한 건축 교

육과 실무의 경험, 그가 남긴 그래픽 디자인의 사례 등을 토 로 그가 추상성을 

반영하는 현  건축과 그래픽 디자인의 미적 감수성을 흡수했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 이상이 가진 이러한 토 를 바탕으로 필자는 그의 작품을 시각예술 텍

스트의 하나로 보고 접근했다. 필자는 이상이 문자를 언어적 의미보다는 조형

적 시각요소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상이 담고자 했던 충

돌하는 두 가지 상 사이의 립과 통합이라는 의미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상의 시가 문학에 한 실험이었을 뿐

만 아니라 시공간의 개념을 내재한 현  디자인의 궁극적 형태의 하나였다고 

평했다.  

 이처럼 디자인 이론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비평문헌은 1998년에도 지

속해서 등장했다. 3월 호와 4월 호에는 두 달에 걸쳐 기능주의와 탈기능주의 디

자인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짚고, 그것의 한국적 맥락의 해석이 갖는 중요성을 

논한 글 이 실렸다. 비평적 관점의 학술 논문 형태의 이 글의 (상) 편은 기능주162

의 철학 태동시킨 19세기 초반의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건축가들의 주장과 관

점 을 엮음으로 탈기능주의 디자인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기능주의 163

철학과 기능주의 디자인을 탐구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이 한 사회문화 안에서 

“형식의 언어” 로 존재하며 탈기능주의 디자인이 이 언어성을 강조하고 있다164

�이대일.�(1998.03.).�탈기능주의적�디자인을�비판한다(상).�월간《디자인》.�172-176쪽.�162

이대일.�(1998.04.).�탈기능주의적�디자인을�비판한다(하).�월간《디자인》.�170-173쪽.

�필자는�미국의�신고전주의�조각가이자�건축가이며�미술이론가이 던�호레이쇼�그리노(Horatio�163

Greenough,�1805-1853),�미국의�사상가이자�시인인�랄프�왈도�애머슨(Ralph�Waldo�Emerson,�

1803-1882),�프랑스의�박물학자�라마르크(Jean-Baptiste�Pierre�Antoine�de�Monet,�Chevalier�

de�Lamarck�,�1744-1829),�독일의�미학자�빌헬름�보링거(Wihelm�Worringer,�1881-1965),�프랑스

의�철학자�앙리�베르그송(Henri-Louis�Bergson,�1859-1941),�미국의�건축�비평가이자�역사가인�루

이스�멈포드(Lewis�Mumford,�1895-1990)�등의�관점을�설명했다.�

�앞의�글.�174쪽�오른편�상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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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필자 이 일은 한국의 디자인에서 탈기능주의 디자인의 유행은 기

능주의에 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받아들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어지는 (하) 편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디자

인이 담지하는 문화가 개인 실체의 소멸, 존재론적 허무, 그리고 문화적 중심의 

상실을 야기한다고 비평한다. 필자는 한국 디자인에서 탈기능주의의 진정한 

의미 획득을 위해서는 현재적 문화에 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기능주의

의 가능성과 한계의 직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중반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전반의 외환위기와 함께 같은 해 12

월 3일 한국에 한 IMF의 구제금융 결정과 기업의 연이은 부도, 높은 실업률 

등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는 가시화되고 침체는 체감됐다. 1998년 5월의 비평문

헌 은 이러한 경제 전반의 불황과 사회 불안 속에 자리하며 디자인계 침체의 165

본질을 응시하고 있다. 먼저 김민수는 한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과 함께 디자인

계도 분야를 가리지 않는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당면

한 과제로 닥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장기 관점에서 한국 디자인의 성장을 방해

할 수 있는 디자인계 내부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안했다. 정부와 행정 조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디자인계를 변하고 보호할 것과 기업의 량

생산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의 방향

으로 나아갈 것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가 위주의 디자이너 교육을 극복하고 

디자인학의 지식 체계의 구축과 작업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 교육으로 나아가

야 함을 역설했다.  

 위의 글과 같은 호에는 한국적 디자인에 한 비평문헌 도 실렸다. 166

두 달에 걸쳐 연재된 이 글은 ‘한국적인 것’이라는 언어의 개념적 의미에서 출

발해 이를 담지한 한국적 디자인 존재의 가능성과 지금까지 한국 사회⋅문화안

에서 역사적으로 구축되어온 이 개념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일은 (상) 

�김민수.�(1998.05.).�IMF시대,�한국�디자인계�새�판짜기.월간《디자인》.�166-169쪽.165

�이대일.�(1998.05.).�한국적�디자인의�가능성과�한계성에�대하여(상).�170-173쪽.�166

이대일.�(1998.06.).�한국적�디자인의�가능성과�한계성에�대하여(하).�170-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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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 ‘한국적인 것’이 한국인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구축한 환경과 문화에 

한 이해이자 이것을 삶의 장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한국 문화에 한 통시적 연구 없이는 이러한 작업

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하) 편에서는 공예와 디자인의 생산과 

소비 맥락에서의 차이점을 근거로 현  디자인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기능이며 

추상적 조형이라고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미학이 현  사회로 

그 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 가치의 직접적 입 역시 한계를 갖는

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족적 특성에 의한 질적 차별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

라 흐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이 가진 물적 환경에 한 존재적 의

미의 탐구가 각각의 개성의 특이성을 담보하는 길이라 역설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유행하던 디자인 사조의 의미, 한국의 사

회경제 상황, 한국적 디자인의 의미, 문학과 시각문화의 경계 등 한국 사회 전

반과 디자인의 새로운 연결점을 찾는 비평문헌이 발표됐다. 이러한 흐름은 9월

과 10월에 연재되는 다음의 비평문헌 에서도 이어진다. 김성복은 한국 패션 167

디자인의 내부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패션디자인과 산업의 핵심으로 여겨

지는 정기 컬렉션의 문제를 든다. 이어서 실무적 전문성이 부족한 패션 교육의 

문제와 의상⋅패션 박물관으로 표되는 실물 자료의 수집⋅연구를 진행할 수 있

는 패션 지식 인프라의 결여를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하) 편에서는 더 근본적

인 부분으로 침투하며 패션 개념을 담는 용어 정리를 시도한다. 나아가 당시 많

은 관심을 받았던 예술의상(Art to Wear)의 왜곡된 유행과 패션-예술의 관계

를 지적하며 패션은 그 자체로 사회문화 안에서 예술성을 담지하며, 따라서 기

존의 순수 예술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은 열등한 발상이라 지적했

다. 

�김성복.�(1998.09.).�표류하는�한국�패션�디자인(상).�월간《디자인》.�152-155쪽.�167

김성복.�(1998.10.).�표류하는�한국�패션�디자인(하).�월간《디자인》.�184-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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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호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사례분석과 디자이너의 실무 방향성에 관한 비평문헌 이 실렸다. 강168

우현은 90년  후반 당시 많은 지자체가 시도한 디자인을 통한 문화 아이덴티

티 확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전라북도 남원시의 심

벌마크와 캐릭터 체계를 예로 들어 분석하여 그 핵심에는 ‘미디어 믹스’ 가 있169

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9년 4월 호와 6월 호에는 서평이 실렸다. 4월 호에서는 1930년  

한국의 일상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전해주는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를 

다루었다.  최범은 한국 현 에 한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책이 그러170

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호에는 시각적 의미의 디자인을 탈피하

여 경영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디자인 경영》의 비평문헌이 실렸다.  171

장동련은 정보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변화 안에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관점 

변화가 요구되며, 이 책이 이러한 시  변화에 부응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지식

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1999년 12월 1일에는 2002 한일 월드컵 마스코트가 발표되었으며 , 172

이어서 2000년 2월 호에는 이에 한 비평문헌이 실렸다.  이 글은 한일 월드173

�강우현.�(1999.02.).�지자체는�디자이너의�손길을�필요로�한다.�월간《디자인》.�208-209쪽.168

�필자는�남원시가�진행한�아이덴티티�디자인의�핵심으로�‘미디어�믹스’라는�용어를�사용했다.�해당�169

비평문헌에서�나타나있듯이�남원시는�춘향전,�동편제,�흥부전,�등의�지역의�풍부한�문화자산을�각기�다

른�소비층을�겨냥하여�식품,�팬시상품,�애니메니션,�공예품�등의�다양한�상품군으로�전개했고,�필자는�

이를�‘미디어�믹스’라는�용어로�표현한�것이다.�이는�학술적으로�정밀한�용어라기�보다는�당시�남원시

가�진행한�디자인�사업의�특징을�축약한�용어로�볼�수�있다.�

�최범.�(1999.04.).�일상성을�통해�본�한국�현대문화의�계보학�-�김진송�저,�<서울에�딴스홀을�許하라>,�170

현실문화연구.�월간《디자인》.�192쪽.

�장동련.�(1999.06.).�한국�디자인의�뉴�밀레니엄�과제,�정경원�저,�<디자인�경 >,�안그라픽스�발행.�171

월간《디자인》.�172쪽.

�참고:�배극인.�(1999.12.01.).�2002�한-일�월드컵�마스코트�오늘�발표.�《동아일보》.�C1면.�172

�최범.�(2000.02).�민족주의�바깥에는�우주가�있다?�:�2002년�한일�월드컵�마스코트에�대하여.월간《디자인》.�69쪽.173

�69



컵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어서 한일 월드컵이 갖는 객관적 특수성으로 인해 심

벌마크와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 최범은 이러한 특수성에과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는 현실의 민족국가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월드컵을 개회하는 두 

국가의 문화 공통성 혹은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

가했다.  

 2001년 11월 호에는 [특집]  꼭지를 통해 디자인 잡지가 다시 한번 주

제로 다루어진다. 이는 개인 컴퓨터와 PC 통신을 지나, 인터넷이 퍼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 매체 시 의 잡지 위치를 확인하려는 의도

가 담긴 기획 이었다. 이 특집기획의 일부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적절한 디174

자인 전문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글 이 게재됐다. 김경균은 급격히 변화하175

는 매체 환경에서 유지되어야 할 디자인 전문지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 

필자는 당시 디자인 전문지의 비전문성, 역사 인식의 결여를 지적했다. 이와 함

께 디자인이 특정 장르의 문제를 넘어 사회 각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열린 개

념임을 강조하면서, 디자인 전문지 역시 디자이너와 학생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달 뒤인 2002년 1월, 다음 세 의 잡지를 다루었던 [특집] 난에서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한 주제 중 하나로 그래픽 선동(Graphic 

Agitation)을 다뤘다. 이 특집의 하나로 1900년  초반부터 2000년 까지 한

국 그래픽 선동사(史)를 다룬 글 이 실렸다. 권혁수는 1906년 7월 17일 < 한176

매일신보>에 실린 화가 양기훈의 <혈죽도(血竹圖)>를 한국 근 기의 그래픽 

�특집�꼭지의�서두(72쪽)에�실린�기획의�변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174

“여기에서는�먼저�19세기�후반에서�20세기�초까지의�사회적�정황�속에서�아방가르드�잡지들이�담당했

던�역할을�통해�다양한�잡지의�원형을�찾아보고�잡지의�연표를�거쳐�크리에이터들이�추천하는�25권의�

잡지를�통해�다양한�잡지들의�스펙트럼을�살펴보고자�한다.”

�김경균.�(2001.11.).�새로운�패러다임에�맞는�디자인�전문지를�기대하며.�월간《디자인》.�112-113쪽.175

�권혁수.�(2002.01.).�우둔한�디자이너들이여,�시민적�용기를!.�월간《디자인》.�120-125쪽.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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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의 상징적 시작으로 하여, 1990년  시민운동까지 이어지는 디자이너177

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다루었다. 한국 근⋅현 사를 관통하여 그래픽 선동을 추

적한 필자는 지금 발언해야 하는 디자인 현실이 무엇인지, 동시  문화 생산자

의 하나인 디자이너의 답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2004년에는 한국 디자인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타진하는 글 이 실렸다. 김종균은 1900년  초반 이후 한국에서 형성되어 온 178

디자인 개념 형성의 과정을 전람회, 국가주도의 사업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현

재 이야기 되는 한국적 디자인이 가진 특징을 근 주의와 민족주의가 혼합된 

철중주의로 특징지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디자인 담론은 민족주의의 연장

선에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 시 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시

에는 맹목성과 배타성을 배척한 탄력적인 문화 정의가 필요하며, 주체적 시

각을 통한 실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에는 [칼럼] 꼭지를 통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공공성을 다룬 글이 실렸다. 

2005년 3월 호의 비평문헌 은 공공기관의 상징 디자인을 다루었다. 김현은 공기관의 디179

자인 개선 사업의 질적 편차와 함께 공기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한 이해도 부족, 디

자인 관리 시스템의 결여, 그리고 정확한 디자인 비용 산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3개월 뒤

인 2005년 6월 호에서는 디자인 정책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디자인을 산업으로 보는 관점

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디자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디자인 인식의 개선과 

함께 2004년 제정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0

�필자는�이�글에서�선동을�다음과�같은�의미로�사용했다.��177

“나는�선동을�선언적�행동,�또는�현실의�발언이라�보았다.”�(참고:�앞의�글.�124쪽.)

�김종균.�(2004.06.).�한국�현대�디자인의�정체성,�어디서�찾을�것인가.�월간《디자인》.�142-145쪽.178

�김현.�(2005.03.).�관官에�부는�디자인�바람,�올바로�가고�있나?.�월간《디자인》.�66쪽.179

�2004년�6월�8일�문화관광부가�발표한�예술정책으로�약칭으로는�‘새예술정책’으로�불렸다.�이�정책은�이전의�180

예술정책이�기초예술�지원에�미비했다는�한계를�극복하면서�‘창의적인�시민’,�‘창의적인�지역�공동체’,�‘창의적인�

국가’�라는�목표로�2008년까지�14대�역점�추진과제와�100여개의�단위사업�추진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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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2.�월간《디자인》비평문헌의�특징�

� III.2.1.�형태정보:�편수�변화와�매체�내의�위치�

1979년 이후 비평문헌 게재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01] 을 통해 알 수 있다.  181

이를 살펴보면, 90년, 94년, 그리고 98년에 가장 많은 수의 비평문헌이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기의 잡지 내⋅외적 변화를 생각해보면, 88년부터 90까

지는 월간《디자인》내부 편집진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비평에 집중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월간《디자인》이 주최하는 ‘디자인공예 평론공모전’이 

열리며, [시즌리뷰] 꼭지를 통해 디자인 각 분야의 현장비평이 시도되며, 이

러한 흐름의 마지막으로 90년에는 ‘디자인 평론 공모’ 가작 입선작이 뽑힌다.  

�[그림�01]에�나타난�추이는�이동평균선(Moving�Average�Line)으로�이동평균은�일반적으로�가격,�181

지수�등의�흐름을�나타내는�데�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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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1]�월간《디자인》의�년도에�따른�비평문헌�편수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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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후반부터 90년까지는 월간《디자인》내부적 변화에 따른 

비평문헌의 편수 증가로 본다면, 90년  중반 이후에는 디자인에 관한 역사, 

이론, 비평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필자 수의 증가에 따른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1990년  디자인 서적 출판의 증가에도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필자의 확보는 월간《디자인》비평문헌의 수적 증가로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서민경(2010)의 주장처럼, 이러한 흐름은 해외의 디자인 이론

과 담론의 수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디자인 학자/연구자들에 의한 

자체 담론 생산 활동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편수 변동의 폭이 크다는 것은 매호 기획되어 실리는 비평문헌

이 일정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매체 안에서 비평문헌의 위치가 확

정적이지 않았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비평문헌이 게재된 꼭지의 종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림 02]에서 볼 수 있듯이 30년에 걸쳐 게재된 85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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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2]�월간《디자인》의�비평문헌이�실린�꼭지와�꼭지�별�편수�(1976년부터�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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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헌이 실린 꼭지의 수는 22개에 이른다. 이러한 모습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꼭지가 기획될 수 있는 편집의 유연성의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

다. 또한 [논단]과 [시론], [디자인 시평]과 [디자인 시론] 등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꼭지의 산발적 등장은 90년 를 지나면서 점차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비평문헌의 연도별 편수와 분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시기를 

통시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체 내에서 비평문헌이 불확정적 위치에 있었다

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월간《디자인》내에서 비평문헌이 보여주는 형태

에 관한 불확정적이고 불균일한 특성은 비평문헌의 저자 정보와 결부되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낸다.  

� III.2.2.�필자�정보:�성별과�직업의�특성�

월간《디자인》에 비평문헌을 게재한 필자의 성별분포는 다음의 [그림 03] 

과 같다. 총 85편의 비평문헌 중 85.9%에 해당하는 73편의 비평문헌이 남성 

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필자가 전체 비평문헌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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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3]�월간《디자인》의�비평문헌�필자의�성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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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시 에 따라 달라지는데 1976년부터 1985년까지는 전체의 

21.4%,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8.5%,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12.5%로 월간《디자인》창간 초기에 그 비율이 상 적으로 높으며, 이후로 

가면서 여성 필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시 에 

걸쳐 남성 필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며 전체의 11.8%만을 차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04]을 통해 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자와 비평가가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이너, 그리고 기자가 뒤따른다. 비

평문헌 필자의 직업분포는 앞서 언급한 비평문헌의 잡지 내 형태적 일관성

이 결여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월간《디자인》내에서는 디

자인 저널리즘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디자인 비평의 영역은 부분 기자

가 아닌 외부 기고자의 기고와 투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 전문지

의 담론 형성 역할이 ‘외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평문헌 생산자

의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와 ‘비평가’가 디자인 교육기관인 학과 연관되

어 있다. 잡지와 학과의 관계에 해 백낙청(2010)은 전문학술지가 아닌 

중잡지라도 학과 절연할 수는 없지만, 학 지식의 파편화와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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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장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문제를 들며 잡지의 제도권 학과

의 거리유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디자인 학182

과 디자인 잡지의 공생적 관계는 잡지의 내용면에서는 지식의 파편화를, 독

립성의 면에서는 매체의 자율성 저하라는 위험을 담지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양가적이다. 즉,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권력에의 

도전과 저항’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외부 투고에 의한 비평은 매체의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당  정치, 경제 권력에 응하면서 잡지사

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은 상 적으로 경감시켜, 매체는 지속해서 사회

를 향해 비평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III.2.3.�내용�정보:�대상�가치,�해석과�평가�

내용 정보는 비평의 상, 그 상에서 필자에 의해 발견된 가치, 그 가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식 혹은 기준, 그리고 이에 한 해석과 평가로 이루어

진다.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 중에는 명시된 비평 상은 존재하지만 비

평 주체의 가치와 그에 한 해석, 그리고 가치 판단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은 경우도 존재하며, 글에 따라서는 복수의 해석 기준이 개입되기도 한다. 비

평문헌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치 추출, 해석, 그리고 평

가와 판단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며, 복수의 키워드

가 추출되는 경우는 해당 글에서 가장 표되며 상위 개념을 선택해 코드화

했다. 

 비평�대상 

[그림 05]은 비평 상의 분포와 그 비율을 보여준다. 30년 동안 다루어진 비

평 상은 총 17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디자인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총 20

�백낙청.�(2010).�사회인문학과�비판적�잡지에�관한�몇�가지�생각.�동방학지(152).�10-15쪽�참고.�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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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며, 시각 디자인(17편, 20%), 디자인 서적(9

편, 10.6%), 디자인 전시(8편, 9.4%), 공공디자인과 공예(각각 6편, 7.1%)가 

이어진다. 디자인 관련 콘텐츠와 저널리즘, 패션 디자인과 디자인 정책 및 산

업 디자인은 상 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한다.  

 월간《디자인》은 종합 디자인 전문지로 디자인계의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면에서는 전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비평문헌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에 치중된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비평의 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다루

어진 디자인 개념에는 디자인 인식과 이론을 다룬 글이 포함된다. 1990년 이

전에는 디자인 개념으로 분류되는 글은 3편에 불과하지만, 90년 이후부터 그 

수가 증가하여,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정점을 이룬다. 90년

 중반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이 분야에서는 7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주

요한 신조이자 디자인 산업의 추동 원리였던 국제화와 수출을 중심으로 하

는 ‘디자인 국부론’에 한 안 담론을 비롯하여 한국적 디자인 혹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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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5]�월간《디자인》의�비평�대상�분포(1976년부터�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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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디자인을 둘러싼 담론, 광고 디자인과 자동차를 통해 비치는 키치 문화, 

포스트모던 디자인 등이 다루어졌다. 이중 포스트모더니즘이 1990년  중반 

급격히 등장한 후 2000년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든 상이라면, 한국적 디

자인과 전통을 논하며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에 한 비평은 전 시 에 걸쳐 

꾸준하게 등장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현정(2007)은 1990년  한국 디자인 비평의 주요 내용을 디자인⋅

문화 비평, 디자인 전시 비평, 디자인 정체성 비평, 그리고 제도와 교육 비평

으로 정리하며, 서민경(2010)은 디자인 경영과 디자인 문화를 이 시기 핵심

적 디자인 담론으로 본다.  다양한 인쇄 매체에 등장한 1990년  디자인 비183

평의 유형과 디자인 단행본을 통해 관찰된 디자인 담론의 역사적 흐름에서

의 1990년  특징적 담론 상황에 비교해보면 월간《디자인》 비평문헌이 다

루어 온 상들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1990년  들어 디자인 전시가 증

가했고, 인쇄 매체에 등장하는 디자인 비평의 주요한 주제였음에도 월간《디

자인》에서 비평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고, 1999년 디자인 경영을 다루는 

책의 서평이 실린 것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경영을 직접 다루며 비평적 관점

을 비추는 비평문헌은 등장하지는 않는다. 즉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

사와 사건들, 즉 비평 소재의 증가와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

고 매체내에서 비평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0년 를 지나면서 월간《디자인》비평문헌 편수는 

확연하게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2000년을 지나는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매체 내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당시

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1990년  말 일어난 금융위기는 수 많은 

기업과 가정에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의 다른 면에서는 정

�신현정(2007)은�1990년대�이후�발행된�서적,�잡지�등에�게재된�디자인�비평을�분석했으며,�서민경183

(2010)은�디자인�서적(단행봉)을�중심으로�1970년대�이후�한국�디자인�담론의�변천과정을�추적한다.�

비평과�담론을�다루는�두�논문은�디자인�텍스트�분석이라는�점에서�공통점을�갖으며�신현정의�연구는�

비평에�초점을�서민경의�연구는�담론�변화에�중점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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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술을 강점으로 한 기술 벤처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과 그 붕괴가 자리했

다. ‘IT버블’로 불리는 벤처 투자 열풍과 이들 기업의 주가 폭락은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새로운 경제체제를 배경에 두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벤처 산업과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언론과 미디어 역시 산업

과 비지니스의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는 디자인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디자인은 매출을 높이는 “성공의 요술”184

이자 만능 경영기법  으로 여겨졌으며, 디자이너는 미래 시 를 선도할 “신185

지식인” 으로 취급받았다. 디자인에 한 관심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에는 186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빈번하게 등장했고 , 한국 출신의 ‘스타 디자이너’ 또187

한 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디자인 업계와 시장의 확장에도 불구

하고, 당시 현실에 한 비평이 활성화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앞

서 언급했듯이 1995년 3월 월간《디자인》에는 LG그룹의 CI개편에 관한 비

평문헌이 실렸다.  개편된 CI의 표절성, 한국 기업의 디자인 사 주의 등을 188

지적한 이 글 이후, 월간《디자인》과 해당 글의 필자는 당시 디자인을 담당

�1999년�01월�06일�경향신문�경제면의�기사�제목으로�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의�도움을�받아�184

디자인을�개선한�중소기업�제품의�매출이�크게�증가되었다는�내용을�담고있다.��

(오창민.�(1999.1.6.�).�디자인은 ‘성공의 요술’. 《경향신문》.�15면.)

�동아일보�사와�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공동주최로�1999년�3월�24일�‘디자인경 포럼’이�처음으185

로�개최되었다.�국대뇌�디자인�전문가를�초청해�디자인�전략을�공유하는�자리로�기획된�이�포럼의�첫�

연사는�김 세�이노디자인�사장이�맡았다.�

(이 이.�(1999.03.17.).�24일 서울 롯데호텔서 '디자인경영포럼' 첫 개최. 《동아일보》. B3면.

�1999년�2월�22일�매일경제�신문의�기획�연재�기사인�〈신지식인이 되자-Knowledge Worker〉의 12186

번째 기사로, 자동차 디자이너를 다루며, 여기서 자동차 디자이너는 유행의 창조자, 자동차 경쟁력의 첨병으
로 묘사되었다. 또한 직종의 성격과 근무환경,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전달하고 있다.  

(강형구. (1999.02.22.).�〈신지식인이 되자-Knowledge Worker〉 (12) 자동차 디자이너. 《매일경제》. 7면.)

�패션,�디자인을�전문적으로�다루는�잡지�뿐만�아니라�일간지�역시�해외�디자이너를�빈번히�다루었187

다.�일례로,�《매일경제》는 1997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계의 톱 디자이너〉 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11명의 
해외 유명 디자이너를 소개했다.

�김민수.�(1995.03.).�LG�심벌마크와�디자인�사대주의.�월간《디자인》.�170-175쪽.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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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랜도사(Landor Associates)로 부터 강한 항의, LG 광고 중단 등의 외부적 압

박을 받게되었다.  광고가 매체 운영의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이러한 항의189

와 매체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압박은 월간《디자인》에 부담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월간《디자인》은 비판적 의견190

의 표출을 통한 견제 역할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디자인계에 붙잡아 두고, 그 

안에서 ‘스타’를 키워내는 ‘프로모션promotion’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191

이러한 사례를 고려한다면, 당시 수적으로 증가한 디자인 전시, 디자인 경영 

등의 이슈에 해서는 매체가 비평적으로 접근 하기 보다는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데에 내적 자원을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평�대상의�가치와�특성 

[표 06]은 비평 상과 그 상에서 비평문헌 필자가 추출한 가치를 나타낸

다. 비평문헌에서 다루어지는 가치는 특정한 상관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비

평문헌 필자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같은 상을 

두고도 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발견해내며, 이는 가치를 발견하는 해

석의 관점과 관련된다. 비평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가치는 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관점과 입장에 따른 것이며 해석의 차원과 더 접하게 연관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3월�이후,�랜도사는�월간《디자인》에�항의�연락을�취했고,�이후�랜도사와�LG�그룹�모두�189

특별한�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이와�관련된�내용과�1995년�당시의�비평문헌은�다음의�

책에서�확인할�수�있다�.��

(김민수.�(2016).�21세기�디자인�문화�탐사�:�디자인·문화·상징의�변증법(개정판.�ed.).�서울:�그린비.�

xi-xii쪽,�301-321쪽.)

�월간《디자인》의�전�편집장�김신(1995년부터�2011년까지�월간《디자인》재직)의�증언을�토대�작성되190

었다.�(2018년�6월�1일.)

�월간《디자인》의�전�편집장�김신(1995년부터�2011년까지�월간《디자인》재직)의�증언을�토대�작성되191

었다.�(2018년�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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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가치는 전 비평 상을 상 로 고르게 나타난다. 이는 특정 

상에 한 당위와 윤리, 규칙과 법도에 관련된 가치 특성에 관해 논설하는 비

평문헌의 편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80년  중반까지 실렸던 

「 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디자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990년  

중반 이후 공공 디자인이 매체의 주요한 주제로 여겨진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980년 를 지나며 2000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규모 국제 스

포츠 행사에서 사용된 디자인 상징물들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각지의 

지방정부에서 생산하는 시각 상징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한 사용성, 당

위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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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6]�비평�대상과�가치의�분포(가로축:�비평대상,�세로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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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2 6

사

회
2 1 1 4

- 2 1 1 9 1 14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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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20 2 3 17 1 2 9 6 3 1 1 2 1 2 1 85



 비평 상의 문화적 가치는 1990년 를 지나면서 서서히 등장하고 

1995년에 그 정점을 이룬다.  디자인의 문화적 속성과 그것이 사회 안에서 192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간 삶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한 담론은 1990

년  한국 디자인계의 핵심 담론으로 존재했다. (서민경, 2010) 이는 이전까

지 디자인을 지배하던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도구적 사용

을 넘어서는 담론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월간 《디자인》

의 비평문헌 중 디자인 개념을 비평 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문화적 가치

에 집중한 글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평문헌에서 나타난 경제적 가치는 주로 디자인 산업과 연결되어 

등장하며, IMF 금융위기를 맞는 1998년을 전후로 언급된다. 1990년  후반

의 경제위기를 맞으며 디자인계 내부의 실무적 상황과 결부된 경제적 가치

를 주목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한 디자인계의 생존과 관

련된 것으로 당시 정부와 기업이 진행하던 경제 체질 개선 방책들과 연동

되어 한국 디자인계의 지속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논하는 토

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그 자체로 

해석되지 않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됐다.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한 네 편의 비평문헌은 1998년 이후로 

등장한다. 이는 앞서 지적된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연동되어 등장하는 것

으로 비평 상으로는 디자인 개념, 공공 디자인과 디자인 정책을 다룬 글에

서 나타난다. 이 중 2000년 이후로 게재된 글에서는 디자이너의 사회 문제 참

여 혹은 그래픽 디자인을 통한 현실 상황의 발언을 추적하며 그 사회적 가치

를 발굴하며, 정부 기관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의

미를 조명함으로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특정 가치 특성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비평문헌의 부분은 서평이 

차지한다. 연구 기간 내의 월간《디자인》서평은 모두 한 페이지 분량으로 그 

�1990년까지는�단�두편의�비평문헌(「전환기에�선�한국의�색채문화와�몇�가지�문제점」,�1979년�7192

월;�「디자인�전문잡지가�서야할�땅은」,�1982년�8월)만이�대상의�문화적�가치를�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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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지 않으며 서평의 상이 되는 디자인 서적의 내용 소개와 이에 

한 필자의 간략한 의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디자인 

서적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논의라기보다는 리뷰의 성격이 우세하며, 이에 따

라 특정한 비평적 가치 혹은 해석의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비평�대상의�가치/특성에�대한�해석과�평가 

 비평문헌의 상과 그 가치 그리고 가치를 해석하여 비평적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비평 상 혹은 비평 상에서 추출된 가치/특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즉, 같은 비평 상에서 같은 가치 특성을 발견한 비평문헌이라고 해

도 필자에 따라서 이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점은 상이할 수 있다. 

 비평 상의 가치에 한 역사적 해석은 주로 문화적 가치에 한 해

석 관점으로 작동한다. 이는 디자인을 하나의 문화 현상이며 문화 생산물의 

하나로 취급할 때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당 의 문화 현상으로의 디자인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문화 현상의 기원과 과정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평적 판단의 역사적 근거를 더 하게 된다. 

전체 해석관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규범적 관점은 규범적 가치와 

가장 긴 한 관계를 맺으며 한편으로는 미적 가치 그리고 기능적 가치와도 

상관성을 깊게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평 상의 내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두 가치를 해석할 때 규칙

과 특정한 준거점을 가지고 그것의 당위 혹은 올바름에 한 논의가 많은 수

를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적 관점은 주로 디자인 개념과 시각 디자인

을 상으로 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규범적 가치, 그리고 사회

적 가치에 걸쳐 해석 관점으로 작동했다. 1990년 편집 디자인을 다룬 비평문

헌 이후 1994년부터 2005년에 걸쳐 문화적 해석 관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전술한 1990년  디자인 담론의 한 축을 담당했던 디자인 문화 담

론과도 상관성을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혹은 사

회 전반의 차원으로 비평 상을 이끌어 나가는 특성을 보이는 사회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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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시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비평 상에 집중되어 있다. 비평 상의 

가치로는 미적 가치가 다수 등장하지만, 해석의 관점에서 미학적 태도와 관

점은 상 적으로 그 편수가 적다. 이는 앞서 언급됐듯이 미술과 예술의 관점

에서 디자인을 접근하는 비평문헌보다 디자인 내부의 논리와 90년  등장하

는 디자인 문화 논리에서의 접근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영향으로 볼 수 있

다. 이론적 해석 관점은 문화적 가치와 규범적 가치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며, 

이는 비평 상의 가치로 특정된 규범성과 문화적 특질을 디자인 이론을 중

점으로 바탕으로 논설하는 비평문헌의 존재를 뜻한다. 여기에는 주로 문화 

이론과 예술 이론이 관계 맺고 있다. 규범에 한 이론적 논의는 해당 규범의 

타당성과 원리에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인 개념에 해서는 해당 개

념에 한 과학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검토가 주된 내용을 이

룬다. 특정한 해석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비평문헌은 총 14편으로 집

계된다. 이 경우 앞서 비평 상의 가치/특성에서와 유사하게 서평이 다수

를 차지하며 규범적 가치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추출한 비평문헌도 일부 

포함된다. 이러한 비평문헌은 디자인 실무적 차원을 다루거나 디자인 전시

의 규범적 가치를 논한 후 특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비평문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평문헌의 필자는 비평 상의 가치를 특정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

으로 해석한 후 최종적으로는 비평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필자가 분석

하고 해석한 내용에 한 최종적 결론의 성격을 는다. [그림 06]은 이 연구의 

연구 상으로 분석된 85편의 비평문헌이 보여주는 판단 유형의 분포를 나

타낸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론적 성격으로 하는 비평의 특성상  많193

은 수의 비평문헌이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tead(2004)는�Gusevich의�인용을�통해�비평Criticism의�어원을�통한�성격을�밝히고�있다.�193

Criticism의�그리스어�어원은�‘Krinein’으로�이는�‘나누다seperate,�잘라내다to�cut�into’와�‘판단하

다to�judge,�분별하다discern’라는�의미를�동시에�가지고�있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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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 가치 판단은 규범적 해석 관점을 가진 비평문헌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규범적 해석을 시도하는 32편의 비평문헌 중 상을 부정적

으로 판단하는 글은 전체의 75%인 24편이며 단 한 편에서만 긍정적 판단이 

나타난다. 특정한 판단이 나타나지 않는 글은 21.9%에 해당하는 7편이다. 

상이 가진 가치를 어떠한 것으로 보든 그것을 규범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우세하며, 이는 전술한 비평의 기본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 III.3.�소결�
  

1976년 이후로 30년간 85편이 실린 《디자인》의 비평문헌을 글의 형태, 필

자의 정보 그리고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형태적으로 편수

와 분량 그리고 잡지안의 위치의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매체 내부에

서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잡지가 갖을 수있는 시의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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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부정
2.4%

긍정적
15.3%

불명확
30.6%

부정적
51.8%

[그림�06]�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판단�유형�분포�



필자의 경우는 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자와 비평가

가 다수를 차지해 매체 내부 인원이 아닌 외부기고자 중심으로 비평이 전

개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면에서 비평문헌이 다루는 주제는 

디자인 개념과 시각 디자인 분야에 편중됐으며, 비평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

는 비평문헌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평문헌이 매체 내에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지속성

과 시의성이 결여되는 특징은 비평문헌이 실리는 난과 편수의 변동에서 직

접적으로 나타난다. 초기 10년(1976년~1985년) 동안 월간《디자인》에 실

린 14편의 비평문헌은 주로 [디자인 데스크], [디자인  리뷰] , [특집]  난194 195

에서 다루어지며, 총 6종의 꼭지가 등장했다. 이후 10년간(1986년~1995년) 

실린 47편의 비평문헌이 게재된 난은 15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특별기

고](13편, 27.7%), [시론](7편, 14.9%), [서평](6편, 12.8%)이 포함됐다. 논문

의 상이되는 마지막 10년 동안(1996년~2005년)에 실린 24편의 비평문헌

은 매체 내에서 주로 [논단]에 자리 잡는다. 이전 시기에 다소 산발적으로 실

렸던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논단](11편, 45.8%)을 중심으로 [서평](3편, 

12.5%), [특집](3편, 12.5%), [시론](2편, 8.3%) 순으로 이어지며 총 7종의 난

에 실렸다. 이와 같은 매체 내 위치의 잦은 변화는 비평문헌 편수 변화와 연

동되어 나타났다. 특히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은 1990년과 1994년, 그

리고 1998년을 기점으로 수적 증가를 보였다. 그중 1990년의 편수 변화는 전

술했듯이, 월간 《디자인》 내부 편집진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1998년의 수적 증가에 해서는 이전과 같은 뚜렷한 내적 변

화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해서는 매체 내부적 변화보다는 외부에서 그 요

�이후에�[시즌�리뷰]�등의�제목으로�진행되었다.�이�시기에는�산업디자인전을�리뷰하기�위한�꼭지의�194

제목으로�한시적으로�사용된것으로�보인다.�

�[특집]은�월간《디자인》에서�다양한�용도로�사용된다.�특집�주제�관련�분석�기사르,�관련�인터뷰를�195

싣거나�때로는�특정한�호�전체가�특집으로�구성되기도�했다.(예를들어,�1981년�4월호는�인디펜던트�포

토그래피�특집호로�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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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1990년  중반 당시 한국 

디자인계에서 디자인을 학문과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의 확산과 학

문적 바탕에서 디자인 비평을 생산할 수 있는 필자의 등장이 매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평문헌은 2000년을 전후로 급감하면서 

큰 변동을 보였다. 월간《디자인》의 전체 기간을 통해 보여주는 불확정적 

위치는 곧 매체가 유지할 수 있는 비평적 태도의 지속성과 연결됐다. 즉, 발

행되는 호수에 따라 비평문헌의 매체내 위치와 그 편수가 큰 차이를 보이면

서 디자인 매체가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역할 중 하나인 비평의 역

할에서는 지속적인 관점과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것이다. 

 이와같은 지속성의 결여라는 특징은 비평문헌 필자 구성의 특징과 

연관성을 갖는다. 월간《디자인》이 창간된 이후 30년 동안 실린 85편의 비

평문헌 중 기자에 의해 쓰여진 수는 전체의 8.2%(7편)만을 차지한다. 반면에, 

외부 기고에 의해 작성된 편수는 84.8%(72편) 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부 196

기고에 의한 매체의 비평활동은 연구 상이 된 전체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는 비평문헌을 통한 월간 《디자인》의 비평 저널

리즘 활동이 외부인에게 의탁 되어 있음을 말해주며, 이러한 비평 활동의 외

주화는 앞서 언급된 안정성의 결여와 함께 매체가 갖을 수 있는 비평적 태도

의 지속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외부 필자의 직업은 학자

와 비평가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필자의 직업적 197

특성은 비평문헌이 이론과 학술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있는 토 로 

작동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1970 - 1980년  당시 빈약한 디자인 출판시장

을 보완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이 생성될 수 있는 기초 토 의 역

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자인 실무에서 활동하는 사

�외부�기고에�의한�편수와�그�비율은�다음과�같다.��196

학자�27편/31.8%,�비평가�26편/30.6%,�디자이너19편/22.4%

�외부�기고에�의한�비평문헌�72편�중�학자와�비평가에�의해�작성된�편수는�53편으로�전체의�73.6%197

를�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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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직접적인 관점과 의견은 상 적으로 적게 발굴됐으며, 디자인이 생

산되고 소비되는 현장에서 추출된 동시 적 담론은 결여된 상황이 전개됐

다. 이는 적지 않은 비평문헌의 편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디자인 상물을 

통해 당  한국 사회에서 해당 디자인이 갖는 사회문화적 역할과 의미,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전망이 나타는 비평문헌은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학자로 분류되는 필자의 다수가 학이라는 198

상위 교육기관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낙청(2010)이 지적했듯

이 학 지식의 파편화와 정치권력 또는 시장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평문헌 필자의 특징의 불균형

은 성별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85편의 비평문헌 중 10

편(11.8%) 만이 여성 필자에 의해 쓰여졌으며, 여성필자의 비율을 세 시기를 

거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월간 《디자인》의 비평문헌은 매체 외199

부에 존재하는 남성 비평가/학자에 의해 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월간 《디자인》비평문헌의 내용면에서는 주로 디자인 개념과 시각 

디자인 분야가 다루어졌음이 확인됐다. 디자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

어진 것은 전술한 필자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의 특성은 

비평문헌 내용의 다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었다. 전술했듯이 디자인 현장

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특징이 디자인 생산과 소비의 문제

뿐만아니라 디자인 전시, 행사 등의 각종 이벤트를 비평적으로 해석하지 못

하는 면에서도 나타났다. 디자인 전시는 1980년  후반까지 비평적 분석의 

상이 됐으며, 이후 1990년  후반까지 디자인 전시, 행사 등이 비평문헌의 

�디자인�비평의�현장성이�내재되어있는�비평문헌의�예로는�1988년�11월의�구성회(〈도상과�원형�-198

현대자동차�‘소나타’탄생의�의미〉),�1995년�3월의�김민수(〈LG�심벌마크와�디자인�사대주의〉)’�등을�

들�수�있을�것이다.�

�여성�필자가�전체�비평문헌에서�차지하는�비율은�시대에�따라�달라지는데�1976년부터�1985년까지는�전199

체의�21.4%,�1986년부터�1995년까지는�8.5%,�그리고�1996년부터�2005년까지는�12.5%로�월간《디자인》

창간�초기에�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이후로�가면서�여성�필자의�비율이�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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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비평문헌 내용 구성 상의 마지막 단계라

고 할 수 있는 비평적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 글이 전체의 31%(26편)를 차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술과 이론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비평문헌이 

다수를 차지하는 월간 《디자인》비평문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

평의 주제와 상의 면에서 디자인 개념과 시각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고 있

으며, 디자인 전시와 행사 등을 포함한 디자인 현장을 다루지 못한 모습을 보

였으며, 비평적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89



IV.�디자인�비평지의�의미와�디자인�비평의�조건�모색�

� IV.�1.�비평문헌의�한계와�디자인�비평�전문지의�출현�

전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할 때, 1990년 까지 월간《디자인》은 비평문헌을 

통해 디자인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 로 넘어오면서 비평문헌 수의 급감과 내용적 빈곤으로 인해 디자인 

정보의 전달과 해석이라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양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

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앞서 [II. 1. 이론검토]에서 지적했듯이, 문화 저널리

즘의 기본은 비평이며, 비평이 없이는 문화의 여러 현상을 점검하기 어렵다200

는 관점에서 본다면, 종합 디자인지의 비평적 역할의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평적 태도를 견지한 디자인 글쓰기가 잡지의 일반적 기사와 독자

의 필요를 충족하는 콘텐츠와 공존 하는 디자인 잡지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201

제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월간《디자인》의 내용적 변화는 앞서 언급된 연구

를 통해서도 관찰된다. 채승진과 소진아(2012)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의 월간《디자인》콘텐츠 변화 양상을 연구했다. 그 결과 2000년  월간《디

자인》의 콘텐츠는 디자인계 소식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전달에 집중하며, 

2004년을 기점으로 잡지 판형을 변경하면서, 전문성과 학술성보다는 시사성

�최일남.�(1991).�문화저널리즘의�한계와�전망.�《계간 사상》. 196-217.200

�Micahel�Rock�&�Rick�Poyner.�(1995).�What�is�this�thing�called�graphic�design�criticism?.�201

《EY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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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성이 강조된다고 분석했다.  월간《디자인》의 내용적 변화 모습을 202

포착한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월간《디자인》은 2000년  들어오면서 비

평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해석 기능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디자인 비평이 실린 여타의 디자인 전문지들의 모습

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신현정(2007)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잡지와 단행본을 포함한 

여러 인쇄 매체에 실린 디자인 비평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디자인 비

평이 실린 디자인과 건축, 예술 분야의 전문지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  단행203

본과 학술지, 사보 등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증가하지만, 이 연구가 집중하는 

저널리즘 맥락에서 관련이 깊은 중적 디자인 잡지의 경우 그 빈도와 편수

가 일정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종

합해보면, 2000년 를 지나면서 디자인 전문지들이 실천해 온 디자인 저널

리즘은 비평을 근간으로 한 정보와 현상의 해석이라는 주요한 축을 잃은 채

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적 한계를 

톺아보기 위해 디자인 전문지와 이에 실린 비평문헌을 관찰을 상으로 삼

는다. 종합 디자인지의 하나로 월간《디자인》에 실린 비평문헌이 수행해온 

디자인 저널리즘의 모습과 그 한계에 한 안적 형태로 디자인 비평 전문

지의 비평문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매체만을 관

�채승진,�&�소진아.�(2012).�이미지와�텍스트의�관계를�통해�본�디자인�잡지�저널리즘�-�월간《디자202

인》(2000.01�(259호)�~�2009.12�(378호))�분석을�중심으로.�디자인학�연구.�25(2).�6-10쪽�참고.

�이�네�종류의�잡지는�월간《인테리어》,�월간《디자인네트》,《공간》,�월간《아트인컬쳐》로�203

2007년�신현정의�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한국디자인비평의�현황과�활성화방안�연구-1990년대�

이후를�중심으로-〉의�부록을�참고했다.�이�논문은�1990년부터�2006년까지�디자인이론�분야의�문헌�

중�비평을�중심으로�수집했으며,�당시�논문에서�수집된�비평�중,�대중이�쉽게�접할�수�있는(사보,�전문�

학술지를�제외한)�디자인⋅건축⋅예술�전문지는�《디자인》을�제외한다면�총�네�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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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해서는 알 수 없는 저널리즘 실천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디자인 비평

의 확장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에는 두 개의 디자인 비평 전문지가 창간됐다. 1999년 9월, 

한국 최초의 디자인 비평 전문지인 《디자인문화비평》이 창간됐다. 비정기 

간행물의 형태를 가진 이 잡지는 김민수와 김성복의 창간사(1999)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을 중문화를 가늠하는 가장 구체적 ‘진맥점’으로 삼아 디자

인 문화에 해 다루었다. 창간 이후, 한국 디자인계의 신화적 허상(01권-우

상⋅허상⋅파괴), 정치와 디자인의 관계(02권-정치 디자인 권력), 건축과 디자인

계 안의 성/젠더 의식(03권-디자인과 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디자인(04

권-디자인과 테크놀로지), 한국 디자인 문화의 기원의 문제(05권-디자인과 

정체성),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판타지의 초상(06권-판타지스케이

프)을 다루었다. 마지막 권이 출판되는 2002년 5월까지 이러한 주제를 가진 

여섯 권의 잡지가 발간됐으며, 사회⋅디자인⋅문화의 접점을 철학자, 건축가, 디

자이너, 예술가, 사진작가, 만화 평론가 등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다학제적으

로 다루었다.  

 이와는 다른 방향성에서 1999년 10월에는 《디자인 텍스트》가 창

간됐다. 이 잡지는 여러 현  이론과 관계하는 디자인 담론 전문지를 표방하

며, 디자인의 현재를 미래와 연결해 고찰했고(01권-디자인의 미래|미래의 

디자인), 인간 이후의 디자인이라는 주제(02권-포스트 휴먼: 비정한 사물들)

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디자이너, 디자인 연구자, 영화/음악 평론가 등이 참

여하며 디자인 담론 형성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 두 잡지 중 이 논문의 분석 상으로 《디자인문화비평》을 삼기

로 한다. 이는 우선 《디자인문화비평》이 한국 최초로 발간된 디자인 비평 

전문지라는 상징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월간《디자인》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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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잡지에서 갖는 상징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창간된 디자인 비평 전문지 중 상 적으로 장기간 발간됐으며, 발간되는 기

간 다양한 분야와 관계 맺는 디자인 문화의 한 면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글들

이 담길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

헌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종합 디자인 잡지의 한계 지점을 우회하

거나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종합 디자

인 잡지인 월간《디자인》과 《디자인문화비평》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 디자인 잡지와 디자인 비평 전문지의 매체 

형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종합 디자인 잡지는 전술했듯이 여러 디자인 

분야의 정보와 소식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한 상세한 정보 

혹은 비평이 지속해서 실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반면에 특정 디자

인 분야만을 다루는 잡지의 경우에는 주제의 폭이 한정되는 것에 따라 그 분

야에 한 정보와 해석의 깊이를 추구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디자인 비평 전문지는 디자인 비평을 주요 콘텐츠로 삼는 것을 통해 디자

인 비평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한 탐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지향

의 차이는 비평문헌 양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976년 이후 30년 동

안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채택된 월간《디자인》비평문헌의 편수는 총 85

편이다. 이에 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발간된 《디자인문화비

평》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 연관성을 고려해 추출된 비평문헌의 편수는 총 67

편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편수의 차이는, 비평 전문지라는 매체 성격의 반204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잡지는 구체적 사물에 한 비평을 포함하여, ‘디

《디자인문화비평》�의�콘텐츠로는�비평적�관점의�에세이,�그림,�만화�등이�포함되어�있다.�글로�이204

루어지지�않은�콘텐츠�역시�문화비평�혹은�예술비평의�맥락에서�이해될�수�있으며,�그�자체로�하나의�

예술�작업의�하나로�취급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이러한�작업은�이�논문에서�논하고�있는�비평문헌

의�기준과�성격에는�맞지않기�때문에�비평문헌으로�분류하지는�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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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문화’와 ‘시각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한 비평적 접근을 시도하

였기 때문에 앞선 논의된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에서 다루어진 비평 주

제의 폭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디자인 비평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

합 디자인 잡지의 하나인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과 편수, 분량 그리고 

지속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연구 목적의 달성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 기간에 실린 비평문헌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한 비교보다는 개별적 주제를 다루는 방식과 관점을 포함하는 내용 면에

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연구자는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의 방향성

과 목차 등에서 특징을 도출하여, 월간《디자인》을 통해 드러난 디자인 잡

지 비평의 불안정성, 현장성의 결여, 그리고 비평적 판단의 유보라는 비평적 

한계에 한 응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 IV.2.《디자인문화비평》비평문헌의�내용과�의미�

여기서는 종합 디자인지의 비평문헌과 다른 매체적 특성을 가진 사례 중 하

나로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을 다룬다. 디자인 비평 전문지라는 매

체적 특징을 감안하여,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과의 정량적 비교 신 

《디자인문화비평》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그 안에서 생산된 비평문

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2000년을 전후로 출현했던 디자인 비평 전문지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 동시  매체 환경에서 시도될 수 있는 실천적 형태에 

한 밑그림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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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2.1.�《디자인문화비평》�비평문헌의�내용�

《디자인문화비평》은 1999년 9월 한국 최초로 발간된 디자인 비평 전문지

이다. 이는 앞서 나온 디자인 잡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 디자

인지의 하나인 월간《디자인》이 비평문헌을 다루는 꼭지를 통해 여러 주제

를 조금씩 다루어 왔다면,《디자인문화비평》은 매 호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비평가, 학자, 실무자 등의 비평문헌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매체가 한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디자인 비평 전문지이

며, 따라서 이러한 구성 역시 《디자인문화비평》 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잡지의 구성과 편집의 방향성을 통해 나타났

다. 즉, 하나의 제품(혹은 상품)또는 이미지 등 정형화된 '디자인 된 어떤 것’

에 관한 비평이 아닌 "인공적 생산물 환경에 의해 우리의 일상 삶과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비되는지에 한 본격적인 이야기" 의 축적을 위해, “현205

실 개입 / 담론 형성 / 학제간 실험” 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6

 1999년 9월 발간된 창간호의 제목은 “우상∙허상 파괴: 한국 디자인 

문화의 진단과 처방” 이며, 그 내용은 [표 07]과 같다.  이 목차 를 통해 207 208

《디자인문화비평》이 다루는 비평 주제의 폭을 확인할 수 있다. 창간호에

서는 이미지, 공공미술, 시각 디자인, 건축, 패션, 광고, 영화, 그리고 만화가 

�김민수.�(1999.09.).�창간사:�디자인문화비평이�독자에게.�《디자인문화비평�01》.�6쪽.205

�위의�책.�6쪽.206

�총�12개의�꼭지를�확인할�수�있는데,�여기에는�글이�아닌�이미지�생산물�역시�포함되어�있다.��207

창간호의�경우�최정화,�배 환의�것이�그러하다.

�《디자인문화비평》의�각�호가�다루는�주제는�<특집>에서�집중되어�다루어지며,�<디자인과�삶>�난에서208

는�주제와�관련성보다는�일상생활과�디자인이�만나는�지점에�주목하는�글이�주를�이룬다.�또한�이�두�꼭지에

실린�글들이�본�논문의�연구�방향과�가장�가깝다고�볼�수�있다.�따라서�이�논문은�주로�이�두�꼭지에�실린�글�중�

일부를�소개하고�그�내용을�소략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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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비평의 영역으로 포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디자인 잡지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목차의 구성으로 디자인 영역 내에서의 비평적 확장

을 넘어 넓은 차원에서의 문화 영역에 한 비평적 확장을 추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형태의 디자인 비평은 이 잡지의 비평문헌이 “이

미지는 ∙∙∙∙∙∙ 다양한 비구술적 언어 형태들과 다차원의 감각적 소통방식으로 

존재한다” 는 이미지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각 문화’와 “디자인과 209

중문화 사이의 관계” 로 정리되는 ‘디자인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210

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디자인이 개입하는 일상적 생활 문화 전반에 한 비

�김민수.�(1999.09.).�창간사:�디자인문화비평이�독자에게.《디자인문화비평01》.�07-08쪽.209

�김민수.�(1999.09.).�창간사:�디자인문화비평이�독자에게.《디자인문화비평01》.�06쪽.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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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7]�《디자인문화비평》창간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창간사 디자인문화비평이 독자에게 편집인

- #디자인, 이미지의 제국: 인문학으로 본 이미지의 가치 진형준(홍익대 불문과 교수)

<특집> 

우상과 허상

을 넘어서

#도상과 우상: 이미지로 문화 읽기 이정구(성공회대 신학부 교수)

#한국 공공미술의 허상과 위기: <아마벨> 사건의 역

설적 교훈
성완경(인하대 미술교육과 교수)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디자인의 정체성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가)

그림 이야기: 막말 최정화(가슴시각연구소 간섭자)

#건축, 문화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닮을 것인가 이영범(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무지의 맞대결: 밀가루와 농약 vs. 패션과 미술·예술의상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 교수)

#새로운 감각에의 도전: 본다는 것을 넘어서 김선정(아트선재센터 큐레이터)

창작과 불평 - 배영환(이미지 생산가)

디자인과 삶
#대중광고 이미지와 문학적 상상 최혜실(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영화에 나타난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서정남(경성대 겸임교수)

비교문화비평
일본�만화,�난�이렇게�본다:�철갑옷의� 웅들과�테크
노�오리엔탈리즘

알렉산드로�고마라스카(문화
비평가)

*이�책의�11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평적 실천의 하나로 전문지와 그 내용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은 중의 삶과 문화가 변동하는 폭과 함께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 이미지, 공공 미술, 패션, 광고, 영화, 만화 등

이 하나의 잡지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비평문헌의 하나로 김민수는 88서

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다루었다. 필자는 이를 세계 속에서 한국 문

화를 인식하게 된 계기이자 전환점으로 보며, 88서울올림픽의 휘장과 마스

코트가 가진 철학과 내용적 해석에 의문을 던졌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일

정한 반성과 평가 없이 수행되는 수많은 디자인 결과물에 질문을 던지며 한

국 근 사의 흐름에서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의 디자인 개

념에 한 역사적 비평을 전개했다. 필자는 크게 일본식 도안 방법론을 근거

로 한 양식화와 미국에서 유입된 추상화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고, 이 

모두가 형식적 기법의 변화이지 이념 혹은 내용적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말

했다. 이러한 디자인사적 배경에서 구체화된 올림픽의 시각 상징은 당  한

국의 정체성을 결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넘어서는 “디자인의 

토착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의 글이 디자인 개념의 정립 211

과정을 바탕으로 한 당  한국 시각 디자인 현상에 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

한 것이라면, 이영범은 글을 통해 건축과 공간에 한 중문화 차원의 해석

을 시도했다. 필자는 “공간과 형태” 가 건축을 문화로 존재하게 한다는 관212

점을 견지하며, 물리적 구조를 넘어 사회적 프로그램에 의해 변용되고 해석

되는 공간을 동 문 시장, 명동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야기했다. 나아가, 

�김민수.�(1999.09.).�호돌이의�뿌리와�그림자:�한국�그래픽�디자인의�정체성.�《디자인문화비평01》.�70쪽.211

�이 범.�(1999.09.).�건축,�문화를�담을�것인가,�아니면�문화를�닮을�것인가?.�《디자인문화비평01》.�91쪽.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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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정보로 구성되는 건축의 방법론 과 가상-현실이 등장하는 사회에213

서 공간인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졌다. 이를 통해, 필자는, 삶과 

유리되지 않는 건축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정남은 영화 제작 과정에

서의 디자인의 역할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상화하

는 디자인 을 다루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개입하는 214

사례와 역할을 설명하고,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디자인된’ 사물들의 중요성

을 역설했다. 즉, 당 의 사회와 문화가 응축된 형태의 영상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실무적 디자인과 완성된 영화에서 시각 문화 차원에서 바라본 

영화와 디자인의 관계를 통시에 다루고 있다. 필자는 영화와 디자인의 이러

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종합 예술이자 산업인 영화의 다학제적 연구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2000년 2월에 발간된 2호 역시 창간호와 유사한 지향성과 목차 구성

임을 [표 08]을 통해 알 수 있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섰지만, “한국 디자인⋅문

화의 새천년은 아직 요원하다” 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와 권력 그리215

고 디자인의 관계에 한 입체적 비평을 시도했다. 2호에서 다루어지는 정치

⋅권력과 디자인의 관계성은 패션, 건축, 광고와 만화, 등의 영역에서뿐만 아니

라, 정권이 구축한 문화적 환경 전반까지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성복은 패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했

다.  이러한 바탕에서 자본과 미디어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패션과 권력의 216

�글에서는�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로�등장하며,�“건축디자인에서�기호로�표현된�공간을�읽어213

내는�기법”으로�설명됐다.�(앞의�책.�98쪽.)

�서정남.�(1999.09).� 화에�나타난�디자인과�라이프스타일.�《디자인문화비평01》.�154-168쪽.214

�김민수,김성복.�(2000.02).�02호를�발간하며.�《디자인문화비평02》.�8쪽.215

�김성복.�(2000.02.).�모피⋅히피⋅철면피:�패션과�정치.�《디자인문화비평02》.�40-55쪽.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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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정치인의 패션 노출을 통해 분석해낸다. 즉, 사회 현상으로의 패

션이자 미디어에 노출되는 권력자들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의 패션의 역할

과 그 의미 구성의 역학 관계 안에서, 당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허위성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허위성은 유지나가 다루는 공익광고에 관한 비평문

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필자는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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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8]�《디자인문화비평》02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기획의 글 02호를 발간하며 공동 편집인

기획좌담 21세기 삶과 디자인 문화

정기용(기용건축소장, 서울건축

학교 운영위원) 

이정우(철학자, 시인) 

신영길(서울대 전산과학과 교수)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

<특집> 

정치⋅디자인⋅

권력

#모피⋅히피⋅철면피: 패션과 정치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 교수)

#현대 건축의 담론과 공간의 정치학 이상헌(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공익광고로 본 구호민국론 유지나(영화평론가/동국대 교수)

#허공 속의 한국적 예술 민주화: 정치 없는 디자인 정치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가)

#만화와 권력: 똥폼 잡는 권력들에게 고함 이재현(만화평론가)

#제5공화국 문화에 대한 기억 박찬경(미술평론가)

창작과 불평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조습(명랑이미지 생산가)

가로지르기
눈과 마음 사이: 인식론적 회귀 이정우(철학자)

나의 한글 구체시 고원(시인, 서울대 독문과 교수)

그림 이야기 엉망진창 세상 만세 현태준(신식 공작실 대표, 진달래 회장)

디자인과 삶

#새로운 세기 청년 문화의 가능성 
김창남(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귀신 잡는 세 가지 이야기 김형수(한예종 영상디자인과 교수)

#간판별곡 김현도(문화평론가)

#아름다운�만화를�보려면�아름다운�책을�만들어달
라-만화�문화의�바탕은�출판�문화

이명석(만화평론가)

비교문화비평
서유기에서�매트릭스까지:�고대�중국인이�본�가상
공간

나선희(서울대�중문과�강사)

*이�책의�4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소통된 공익광고의 주제와 그 구성 패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익광고 구

성 속에 들어있는 “애국심, 말놀이 수사학, 성차별”  등의 문화적 코드들을 217

도출해내고 있다. 필자는 중적으로 소통되는 공익광고가 표출하는 주장들

이 사실은 공공의 이해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그 등장인물과 메시지 그

리고 감각적 차원에서까지 다분히 성차별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필자는 

새로운 세기의 공익 광고는 “모두의 나라가 추구할 만한 공익성” 이 담보218

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찬경은 제5공화국이 구축한 한국의 문화적 초상

을 그렸다. 필자에 따르면 이것은 감시와 통제를 전제로 한 “안기부 문화”219

로 표현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국제 경기 회의 흐름에서 형성된 

체육문화와 국민적 페스티벌의 결합을 논설했다. 또한 당시 일어나고 있던 

건설과 도시 안에 놓이는 조각 그리고 컬러텔레비전 보급 등으로 인한 ‘시각

의 강화’을 짚으며 1980년 를 관통하며 형성된 한국 시각문화의 한 면을 포

착했다.  

 02호에서 다루어진 성차별적 시각문화의 측면은 ‘디자인과 성’을 주

제로 한 03호와 맞닿는다. 이는 “사회, 문화적 지위와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이 자신의 각성과 정당한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바탕으로, “성 담론이 보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과 상호작용하는 ‘디자인 문

화’ 차원에서 ‘동시에’ 조명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집 방220

향은 [표 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건축 공간의 성차별, 패션에서 

�유지나.�(2000.02.).�공익광고로�본�구호민국론.�《디자인문화비평02》.�75-76쪽.217

�위의�글.�77쪽.218

�박찬경.�(2000.02.).�제5공화국�문화에�대한�기억.�《디자인문화비평02》.�107쪽.�219

�김민수,김성복.�(2000.07.).�03호를�발간하며.�《디자인문화비평03》.�8-9쪽.220

�100



드러나는 당 의 여성성,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섹슈얼리티와 미래 여성의 

이미지, 한국 에로 영화가 재현하는 여성 이미지, 이동통신 광고의 여성 정체

성, 등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비평문헌 중 황두진의 글은 한국의 건축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을 논설하고 있다.  필자는 여성과 남을 차별하는 시선221

�황두진.�(2000.07.).�건축�공간에서의�성차별.《디자인문화비평03》.�20-35쪽.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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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9]�《디자인문화비평》03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기획의 글 03호를 발간하며 공동 편집인

<특집> 

디자인과 성

#건축 공간에서의 성차별 황두진(건축가)

#공주패션과 미아리 텍사스 블루스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 교수)

#애니메이션 속의 히로인과 섹슈얼리티 박인하(만화평론가)

#“젖소부인”을 훔쳐보는 시선들: 한국 에로 영화 벗기기 서정남(영화평론가)

#이동통신 광고와 여성의 정체성: 이미지는 의미하는가? 이영준(이미지 비평가)

창작과 불평 “원맨쇼" 강태영(일러스트레이터)

가로지르기

이미지의 제국(I): 신화 속의 몸, 몸 속의 신화 정재서(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괴테의 색채론과 모더니즘의 시각 임홍배(서울대 독문학과 교수)

서울에 온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 영국의 수공예 운동

과 성공회 서울 대성당
이정구(성공회대 신학부 교수)

그림 이야기 “거시기 털을 막아라” 데이비드 마주켈리(만화가)

디자인과 삶

자연별곡 김현도(문화평론가)

#미래 여성의 몸에 대한 명상: <총몽>과 <이온 플럭스

>를 통해 본
나선희(서울대�중문과�강사)

문화마름질방 이성욱(문화비평가)

<별도기획:��
<모내기>그
림�사건의�
교훈>

신학철의�<모내기>와�국가보안법 한인섭(서울대�법과대학�교수)

#시각�문화의�‘모내기’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

신학철�선생과의�인터뷰:�“본능의�미학”
대담: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

집인)

비교문화비평
#’수지�웡’의�섹시�청삼:�홍콩�패션의�이데올로기 웨시�링(홍콩�폴리테크닉대�강사)

여신에서�악녀까지:�중국�고전�속의�여성�이미지 송진 (수원대�교수)

*이�책의�4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거의 허상을 지적하며, 한국 전통 주거 공간이 가진 여

성에 한 감시와 구속의 구조, 공공 화장실 구조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한 도시 안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많은 이미지가 가진 차별적 시선과 그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확산되는 차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박인하는 애니메이션 속의 여성 주인과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다

루었다.  필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접하는 시각 이미지와 메시지가 “일상222

의 미의식까지도 기획하는”  힘이 있음을 전제로 글을 전개했다. 필자는 할223

리우드 애니메이션에 담긴 가부장적 질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조적 역

할만을 담당하는 여성 캐릭터, 소녀를 상으로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

지고 있는 여성 역할을 한정짓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롤리타 컴플

렉스를 자극하는 캐릭터들의 반복된 등장을 지적했다. 애니메이션의 이러한 

특성은 “여성 비하와 가학성의 표현, 그리고 관음증” 과 같은 남 중심적 시224

각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홍콩 폴리테크닉 학교 강

사인 웨시 링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홍콩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자라난 패션의 이데올로기와 그 안에 담긴 성적 관념을 이야기했다. 필자는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수지 웡의 세계 The World of Suzie Wong》 에 225

등장하여 유명해진 ‘미니 청삼’ 이 아시아인에 한 서양식 환상의 표출이226

�박인하.�(2000.07.).�애니메이션�속의�히로인과�섹슈얼리티.《디자인문화비평03》.�54-67쪽.222

�위의�글.�55쪽.223

�위의�글.�67쪽.224

� 국인�작가�리처드�메이슨(Richard�Mason)의�작품으로�홍콩의�바에서�일하는�동양�여성과� 국225

인�예술가가�사랑에�빠지는�내용으로,�1960년�미국�할리우드에서� 화로�제작됐다.� 화의�감독은�리

처드�콰인(Richard�Quine),�수지�웡�역할은�홍콩의�배우�낸시�콴(Nancy�Kwan),� 국인�역은�월리엄�

홀든(William�Holden)이�맡았다.�

�글에서는�‘수지�웡�드레스’로�표현됐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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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아시아 여성에 한 왜곡

된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논설했다. 필자는 2000년 초반 당시 이

미 홍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진 가상의 캐릭터 

‘수지 웡’을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성적 환상의 고정관념의 문제는 여전

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웨시 링은 이와 반 되는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여, 

홍콩 패션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협상의 과정을 서술

했다.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관계를 다루는 04호는 2001년 1월에 발간

됐다.([표 10] 참고) 04호의 주제의식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인간 존

재성과 신체성” 에 한 새로운 질문과 미디어 기술 발전이 불러온 디자인227

의 현실적 변화 상황을 바탕에 두었다. 여기서 이영준은 예술과 테크놀로지

를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테크놀로지

를 통한 인간 사고와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논했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둘228

러싼 담론 역시 사회안에서 구성되는 산물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중성적이

며 중립적인 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적 욕망이 투영되는 협상물의 하나로 인간 삶에 침투

하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이 디자인을 통해 표출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즉, 한 사회가 가진 다양한 욕망이 디자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고 구현

되는 과정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의 이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읽어낼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테크놀로지와 관계맺는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 중, 

�편집인.�(2001.01.).�04호를�발간하며.《디자인문화비평04》.�9쪽.227

�이 준.�(2001.01.).�디자인은�욕망을�따른다:�테크놀로지는�생각보다�인간적이다.《디자인문화비228

평04》.�67-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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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디자인문화비평》04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기획의�글 04호를�발간하며 공동�편집인

<특집>�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이상한�아버지와�아들:�근대�기술과�건축 함인선(인우건축�대표)

#사이보그�신체와�패션:�외피적�욕망을�넘어서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교수)

#만화�속의�테크놀로지 박인하(만화평론가)

#디자인은�욕망을�따른다:�테크놀로지는�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이영준(이미지�비평가)

# 화�속의�하이테크,�하이테크�속의� 화:�테크노-

코기토로서의�SF 화

유지나( 화평론가/동국대�교

수)

#규칙을�통해�바라본�컴퓨터�게임의�특성 김웅남(게임�개발자)

#문자는�광섬유를�타고:�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역

사적�문맥
전수진(디자이너)

#인터페이스�디자인에�고함:�“죽은�상징이여,�경험

을�허하라!”

이준환(카네기멜론대,�박사과

정)

#구보�씨의�미디어�시티�서울�2000�순례기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편집

인)

#음악�그려보기와�미술�연주하기:�테크놀로지�아트

에서�합성과�소통

이준(서울대학교�컴퓨터공학

부)

#<논쟁>�새로운�기술은�새로운�예술을�가능케�할�것

인가?:�가상공간에�따른�예술변화의�미학적�검토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편집인)

#<논쟁>디지털�복제�시대의�예술작품 진중권(미학자)

창작과�불평 자폐일기 이은정(미술가,�웹디자이너)

가로지르기 이미지의�제국(II):�신화와�역사�속의�사이보그 정재서(이화여대�중문과�교수)

그림�이야기 연속극 아트�슈피겔만(만화가)

디자인과�삶

#용변소감 김현도(문화평론가)

#무지와�야만의�신화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편집인)

문화마름질방:�탈중심시대의�풍경들 이종근(문화비평가)

#세계를�뒤흔든�엽기적�디자인:�미국�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편집인)

비교문화비평
한⋅중⋅일�과학기술문화�읽기 김용운(수학문화연구소�소장)

허공은�정말�흰색일까:�하이데거로�읽는�중국�미학 김종미(중문학자)

*이�책의�4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전수진은 타이포그래피 측면에 주목했다.   필자는 영상 매체의 발전과 개229

인용 컴퓨터 보급에 따른 ‘움직이는 활자’,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주목

하고, 이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했다. 필자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주목을 

받게 된 근원에 자리 잡은 영화와 영상매체의 발전 맥락을 바탕으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은 ‘시간에 기초를 둔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또한 ‘움직임’

을 전제로 할 때, 의사전달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해 논했다. 필자는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시간을 점유하게 된 키네틱 타

이포그래피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진이 영상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변화상에 주목했다면, 이준환은 개인용 컴퓨터의 발달과 이에 따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두었다.  필자는 급격하게 빨라지는 기술 발달230

의 속도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개인화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의 중적 보

급을 전제로 두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컴퓨터를 접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간-컴퓨터 인터랙션(HCI, Human-Computer Interaction)’을 주목했다. 

필자는 이전에는 ‘글’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이었다면, 현재는 ‘그래픽’을 통

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 질적 변화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컴퓨터는 사무용 기기에서 점차 개231

인의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침투하게 됐으며, 여기서 컴퓨터를 

�전수진.�(2001.01.).문자는�광섬유를�타고:�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역사적�문맥.《디자인문화비평229

04》.�107-127쪽.

�이준환.�(2001.01.).�인터페이스�디자인에�고함:�“죽은�상징이여,�경험을�허하라!”.《디자인문화비230

평04》.�129-141쪽.

�필자는�문자�혹은�명령어�중심의�인터페이스(Text�User�Interface�/�Command�Line�User�Inter231 -

face)에서�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Graphic�User�Interface)로의�변화를�설명하고있다.�

앞의�글.�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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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인간 경험의 디자인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고 필자는 강조했다. 필자는 

개인용 컴퓨터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한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1년 10월의 05호는 한국 디자인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표 

11]참고) “한국의 디자인 문화가 어떤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를 밝히232

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한국과 일본의 그래픽 디자인, 한국 패션의 정체성, 

신자유주의 시 의 광고, 만화 속 여주인공의 정체성과 한국 영화의 게임의 

정체성 등 시각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는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김민수는 1999년 9월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 <동

아시아 문자예술의 현재>전에 출품된 한국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표

본삼아 양국 그래픽 디자인이 가진 특질의 추출을 시도했다.  필자는 양국233

이 가진 역사적 경험을 토 로 전시회에 출품한 디자이너들과 그 작품들을 

해석했다. 출품된 작품의 해석을 바탕으로 양국 그래픽 디자인의 특질과 과

거 식민 경험에서 출발하는 한국 그래픽의 종속적 관계에 한 비판적 성찰

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주체적 원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전개된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사례로 정병규의 작품을 언급하며,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 디자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복 역시 특정 전시에서 출발하여 한국 패션 디자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비평문헌을 실었다.  이 글에서는 2001년 5월에 열린 <한국 복식문234

화 2000년전>에 등장한 ‘한국적 예술 의상’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여타의 전시와 패션쇼 등에 등장한 ‘한국적 미’를 추구하는 의상들

�편집인.�(2001.07.).05호를�발간하며.《디자인문화비평05》.�10쪽.232

�김민수.�(2001.07.).�한⋅일�그래픽�디자이너�게놈(Genome)�분석.�《디자인문화비평05》.�21-63쪽.233

�김성복.�(2001.07).�한국�패션�정체성의�딜레마.�《디자인문화비평05》.�64-90쪽.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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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여주는 한국적 미에 질문을 던지며, 이 안에는 한국인 스스로를 바라보

는 타자화된 시선이 내재해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필자는 “자기-오리엔탈

화” 로 명명하며, 일본과 서양이 패션을 통해 표출한 동양의 미를 언급하235

며, 동양적 요소의 사용이 “인류학적 특성이나 정체성의 표현” 이 아님을 236

강조했다. 이어서 필자는 전통으로 생각되는 이미지를 답습했던 ‘한국적 패

�앞의�글.�75쪽.235

�앞의�글.�84쪽.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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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디자인문화비평》05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기획의 글 05호를 발간하며 공동 편집인

<특집>  

디자인과  

정체성

#한⋅일 그래픽 디자이너 게놈(Genome) 분석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

#오리엔탈리즘의 족쇄: 한국 패션 정체성의 딜레마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 교수)

#한국 비엔날레에 떠도는 아시아 정체성의 유령 박신의(미술평론가/경희대학교 교수) 

#신자유주의 시대의 광고 전략 원용진(서강대 교수)

#만화 속 여주인공의 자아 찾기: 김혜린의 <불의 검> 최아롱(만화평론가)

#쿼바디스, 한국 영화의 정체성 유지나(영화평론가/동국대 교수)

#한국적 게임을 찾아서 김성완(컴퓨터 게임 개발자)

#스펙타클 생쑈: 우리 도시와 건축의 정체성
김광수(팀반도시건축연구소 소

장)

한국 문화의 정체성 탁석산(철학자)

공동관심구
역

#우리들의 일그러진 현대성, 박정희와 김일성의 시각 

유산
박노자(오슬로 국립대 교수)

편린으로서의 영화에 대해: <평양 일기>를 돌아보다 솔런 호아스(영화감독)

창작과 불평 쇼가 본 쇼 같은 세상 양시호(시사만화가)

가로지르기 #우리의 성 도상과 종교적 정체성 이정구(성공회대 교수)

그림 이야기 빨간귀 장 마르크 레제르(만화가)

디자인과 삶
#어느 미술교사의 수난기와 일상의 반역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유선무정 김현도(문화평론가)

비교문화비평 패션-국가: 일본의 세계화 경험과 홍콩의 딜레마 리즈�스코프(문화�사회학자)

*이�책의�4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션’을 극복하는 하나의 사례로 패션 브랜드 ‘쌈지 스포츠’를 들어 정형화된 전

통성을 거부하고 동시 적 문화 감각에 반응하는 패션 디자인의 추구를 주

장했다.  

 앞선 두 글이 그래픽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한국 

다자인 정체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박노자의 글은 도시 안에 놓인 형 조각

이 조성한 시각문화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했다. 필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세워진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남산 공원의 김유신 장군 기마 동상을 

예로 들어 이 동상들이 가지는 내⋅외적 의미를 정리했다. 이는 ‘열강으로의 

편입’과 ‘정권 정통성의 주장’으로 표현되며, 수도에 건립된 형 동상을 통한 

정권 차원의 메시지 전달의 측면에서 평양 김일성 동 등과 비교를 시도했다. 

필자는 박정희 정권과 북한 김일성 정권이 “미시적 세뇌의 메커니즘” 의 237

차원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모순을 끝내야 함을 주

장했다.  

 《디자인문화비평》6호는 2002년 5월에 발간됐다. 6호는 ‘판타지

스케이프’라는 주제로 영화, 만화, 소설 등의 개별 장르의 차이를 넘어, 판타

지가 “문화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접점” 에 주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38

있다.([표 12]참고) 여기서 유지나는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기원을 다루는 신

화 세계의 기원을 추적했다. 신화와 신화의 뼈 를 이루는 영웅 모함담의 기

본 구조를 바탕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에 등장하는 괴물과 정령 캐릭터들의 239

�박노자.�(2001.07).�우리들의�일그러진�현대성,�박정희와�김일성의�시각�유산.�《디자인문화비평237

05》.�226쪽.

�김민수,김성복.�(2002.05.).�06호를�발간하며.�《디자인문화비평06》.�12쪽.�238

�글에서는�‘재패니메이션’으로�지칭되며,�미야자키�하야오�감독의��<이웃집의�토토로>(1988),��<원239

령공주>(1997)가�언급됐다.�

유지나.�(2002.05.).신화-판타지,�이야기의�마력.�《디자인문화비평06》.�4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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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함이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영상 매체

가 확산하는 다른 한편에 엄연히 존재하는 ‘콘텐츠부족’에 한 응 방안의 

하나로 ‘신화의 현 적 재창조’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나의 

글이 신화와 판타지가 갖게되는 원론적 의미와 그 현 적 적용 가능성에 무

게를 두고 있다면, 게임평론가 박상우는 게임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

용되는지를 밝힘으로 간과되어온 게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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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디자인문화비평》06호의�목차
꼭지 제목 성명(직업명)

기획의 글 06호를 발간하며 공동 편집인

<특집> 

판타지스케이

프

#판타지 만화, 그 혼란의 용광로 박인하(만화평론가)

#신화-판타지, 이야기의 마력 유지나(영화평론가/동국대 교수)

#스펙터클로서의 게임과 판타지의 경험 박상우(게임평론가)

#건축: 현실의 가면을 쓴 판타지 황두진(건축가)

#패션 판타지: 코스프레에서 아바타 의상까지 김성복(패션비평가/한성대 교수)

#세속 신화 김현도(문화평론가)

#판타지, 그 신화와의 만남 김열규(인제대 문과대 교수)

국제�전시�
리뷰

#판타지 원정대: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기행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

급진적 패션? 브래들리 퀸(패션 저널리스트)

창작과 불평 매향리 폭탄 판타지 노순택(사진가/오마이뉴스 기자)

가로지르기

#불가능한 이미지? 홀로코스트와 영화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전자우편 시대의 글쓰기: 이데올로기의 영향 대 기술

의 영향
내오미 배런(언어학자)

삼천갑자 동방삭의 꿈과 서사: <신이경>읽기 정재서(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그림 이야기 Copyright⋅Trademark⋅Registered 조우(만화가)

디자인과 삶

#이미지는 의미하는가?: 피부색의 변화 이영준(이미지비평가)

#자동차 디자인과 소비 문화 전영선(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장)

#담장 뒤의 통곡: 서대문형무소 이야기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

비교문화비
평

핑크빛 악몽들: 일본 호러의 멀티미디어 붐 알락센드로�고마라스카(문화비
평가)

느낄 것인가, 읽어낼 것인가: 내러티브 없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그 실체
김 미(중문학자)

*이�책의�4쪽을�참고하여�연구자가�정리한�목차�
**본문에서�다루어진�비평문헌은�굵은�글씨로�처리되어있다.��
***제목�앞의�’#’표시는�이�연구의�관점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글을�뜻한다.



다.  필자는 게임을 내러티브 중심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는 것의 한계를 지240

적하며, 게임에서의 경험은 여러 장치를 통해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재현

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게임이 가진 스펙터클을 영화의 그것과 조시켰다. 

필자에 의하면 영화의 스펙터클은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분절된 이미지에서 

운동성을 부여함을 통해 생성된다. 하지만 게임의 경우 영화와는 다르게 이 

과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고, 게임을 하는 주체(즉 게이머)에 종속된 생산 방

식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영화의 운동성과 다르게 게임의 운동성

은 게이머의 행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여기서 게이머는 주체성을 갖게 

되며, 영화의 스펙터클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은 사라진게 된다는 것을 말한

다. 필자는 게이머와 게임 사이의 실질적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은 경험되며, 

게임의 판타지는 여기서 생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게임의 판타지는 소설, 영

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네러티브를 통해 게임을 분석할 수 없으

며, 게임의 스펙터클은 영화의 그것보다 진화된 형태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건축가 황두진은 법률과 자본 등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 어떻게 건축이 

판타지를 구현해왔는지를 다루었다. 필자는 건축에 스민 판타지를 피라미드, 

진시황의 병마용, 비잔틱과 고딕 양식을 거치며 역사적으로 개괄했다. 나아

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건축이 실제 세계에 판타지를 구현한 하나의 예

로 독일 제 3제국의 히틀러와 그의 파트너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의 건축을 들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축의 판타지를 “현실의 가면

을 쓴 판타지” 로 명명하며 글을 끝맺는다.  241

�박상우.�(2002.05.).�스펙터클로서의�게임과�판타지의�경험.�《디자인문화비평06》.�52-65쪽.�240

�황두진.�(2002.05.).�건축:�현실의�가면을�쓴�판타지.�《디자인문화비평06》.�80쪽.�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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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2.2.�비평�전문지�비평문헌의�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은 ‘디자인 비평 

전문지’라는 매체의 특성, ‘디자인문화 비평’이라는 당  디자인 현상에 한 

시각, 그리고 ‘시각문화’라는 주제의식을 근간으로 하여, 발간되는 호마다 특

정한 주제에 다층적으로 개입하는 디자인과 디자인 문화에 한 비평적 접

근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문화비평》 242

비평문헌의 특징은 크게 매체의 형태, 필자의 구성 그리고 주제의식을 유기

적으로 연결해 바라볼 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이 잡지는 ‘디자인 비평’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자인 비평 

전문지로 III 장을 통해 분석된 종합 디자인지인 월간《디자인》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이전의 디자인 전문지는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 잡

지의 성격을 보이거나,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인테리어, 

등으로 산업 또는 학문 영역으로 구별되는 분야별 전문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디자인 비평 전문지는 디자인 비평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각, 

공간, 도시, 건축, 패션,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과 테크놀로지 등 디자인이 

개입하는 모든 관계 분야에서 도출되는 디자인 이슈를 다루는 특성을 보인

다. 잡지는 잡지 매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성이 달라진다. 즉, 종합 

디자인지가 디자인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그 한편에서 비평적 

성격을 글을 전하고 있다면, 디자인 비평 전문지는 다른 정보와 소식보다는 

디자인 비평만을 다루며 인로 인해 특정 주제를 역사⋅학술⋅이론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해당�잡지에서�비평문헌으로�볼�수�있는�67편의�글이�담고있는�주제의�분포를�통해서도�명확히�242

드러난다.�주제의�분포로�시각문화(39편,�58%),�시각�디자인(9편,�13%),�패션�디자인과�건축(6편,�9%)

이�따라오며,�대중문화와�전시가�각각�3편(4%),�그리고�산업�디자인이�1편(1%)를�차지했다.�

�111



 디자인 비평 전문지라는 매체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특성은《디자인

문화비평》이 다루는 주제와 그것을 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났다. 즉, 다양

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지면을 할애하는 신, 권력, 성, 테크놀로지, 

등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패션, 그래픽 디자인, 건축, 영화, 만화, 광고, 게

임, 등 시각 문화를 구성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발견되는 논쟁의 지점을 그 분

야 전문가의 글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성은 

매 호의 주제를 다루는 <특집> 꼭지의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일례로, 테크놀로지를 다룬 04호의 <특집>난은 건축, 패션, 만화, 영화, 게임, 

타이포그래피,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시, 등을 다루는 비평문헌으로 구성됐

다. ‘디자인문화’와 ‘시각문화’라는 넓은 범주에서 중문화이자 중예술의 

하위 분야로 이해될 수 있는 각각의 분야와 디자인이 맺는 접점에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에 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디자인을 문제 해결의 방편(Simon, 1996)으로 보는 관점에서 사물의 감각과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Krippendorff, 2006) 바라보는 인식적 전환의 243

과정과도 조응한다. 문화와 일상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디자인의 발견은 디

자이너의 의도 혹은 생산과정에서 부여된 고정적 용도와 의미와는 독립적으

로 사용자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과 이용을 가능케 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 따

른 돌발적 사용과 의미의 변용을 수용하며 다양성을 포섭하는 태도에서 가

능한 것이다. 디자인을 향한 이러한 접근은 산업과 경제 혹은 고차원의 예술

�홀(Hall)은�디자인�이론의�근간이�되는�이론적�전환을�크게�세�가지로�구분한다.�첫째는�사이먼(Herbert�243

Simon)이�1969년�주장한�‘문제�해결과정으로의�디자인(Design�is�Problem�Solving)’이며,�둘째는�숀(Donald�

Schon)이�1983년이�주창한�‘상황(조건)에�속한�재료와의�대화(Design�is�conversation�with�the�materials�of�

a�situayion)’이다.�마지막은�크리펜도르프(Klaus�Krippendorff)이�주장한�‘사물의�감각/이해를�형성하는�것

(Design�is�making�sense�of�thing)’이다.�

Hall,�P.�(2013).�Changes�in�Design�Criticism.�The�Journal�of�the�Design�Studies�Forum.�5(1).�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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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속된 디자인 인식을 넘어, 디자인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에 내재

한 일상적 차원을 재인식시키며, 나아가 이와 관계하는 문화적 차원을 환기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세기 말, 디자인 비평 전문지의 등장은 오히려 당

시 발간되던 디자인 전문지가 가지고 있던 비평의 결여로 인한 디자인 저널

리즘 역할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게 한다. 즉, 2000년 를 앞두고 등장한 디자

인 비평지는 역설적으로 당  디자인 전문지들이 비평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셈인 것이다.  

IV.3.�디자인�비평의�조건:�현장성,�비평적�판단,�지속성�

종합 디자인지 비평문헌의 하나로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을 살펴보았

고, 이를 통해 현장성, 비평적 판단의 유무, 그리고 매체 내적 지속성의 확보

라는 세 가지 논의 지점을 발견했다. 이어서 디자인 비평 전문지의 하나인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종

합 디자인지의 비평문헌이 보여준 한계점이 다른 형태의 매체를 통해 어떻

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잡지의 비평문헌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 안에 개별적 형태로 존재하는 디자인 활동과 그 생산물에 한 정보의 

전달과 해석 행위라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실제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역기서 도출된 세 가지 논점은 디자인 

비평이 중 사회 안에서 소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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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3.1.�디자인�비평의�현장성�

디자인 비평의 현장성은 디자인이 생산되고 소비되며, 그 의미가 발생하는 

현장에 한 주목을 뜻한다. 이때, 디자인의 현장은 고정적일 수 없으며, 당  

사회 조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는 한국 사회

에서 디자인이 경제와 생산의 첨병에서 문화의 하나로 그 의미가 변동한 것

처럼, 한 사회에서 ‘디자인’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지에 따라 달

라진다. 즉, 디자인 비평의 현장은 동시  디자인의 이슈가 어디에서 생성되

는지, 그 현장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디자인문

화비평》이 ‘디자인문화’라는 비평적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발행되어 온 것을 

그 사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중반 중문화의 다양한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 바탕에서 디자인이 문화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한 동시 적 문제의식에 ‘디자인문화’라는 《디자인문화비평》의 주

제의식은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평의 현장성 비평의 주제에

서 직접 드러난다. 이는 앞서 언급된 두 잡지의 비평문헌에서 공통되어 나타

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월간《디자인》의 경우 잡지 편집의 통일된 방향

성에 따른 비평 주제 선택이라기 보다는 외부 필자에 의한 주제의식이 주로 

나타나지만, 이 역시 잡지 매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일부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런 면에서 월간《디자인》 초기 비평문헌의 하나인 1981년 <산업 

디자인전을 보는 오늘의 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당시 디자인계

의 사람과 작품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이 상 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일정

한 역할을 수행한 디자인 전시를 다루었다. 여기서 작품에 한 비평, ‘산업 

디자인전’의 심사 기준을 포함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발전적 

안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산업 디자인전에 한 비평문헌은 이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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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으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산업 디자인전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리매

김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선호되는 디자인의 기준

이 마련되는 장치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자체로 비평적으

로 다루어져야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1980년  동안 몇 차례 다루어진 이 

전시는 당시 한국 디자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디자인 현장이었으며, 황부

용, 육심영, 이순종, 구성회  등의 필자는 여기에 주목했던 것이다. 국가 주244

도의 디자인 전시가 주로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현장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디자인 현장이 될 것이다. 

1987년 구성회는 현  자동차 ‘소나타’모델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고, 십일 

년 뒤인 1997년, 오창섭은 키치화된 자동차 장식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 두 비평문헌 모두 자동차 디자인을 다루며 ‘마이카’시 로 나아가는 자245

동차 문화의 한 면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나 회

사의 관점보다는 자동차를 소유하며 향유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자

동차 디자인에 한 비평문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의 글은 특정한 디

자인이 소비되고 사용될 때,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나 의도와는 독립

적으로 변용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그것의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자

동차를 사용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유의 문화를 상정한다면, 이

것은 자동차와 문화와 디자인이 만나는 지점에 학 포착의 하나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평적 현장에 한 관찰과 분석이 월간《디자인》에

는 간헐적으로 등장했다면, 《디자인문화비평》은 일상 문화와 디자인이 만

�황부용,�육심 은�1981년에,�구성회는�1981년,�1987년에,�이순종은�1988년에�각각�<산업�디자인244

전>에�대한�비평문헌을�월간《디자인》에�실었다.�

�한국의�자동차�등록대수는�1997년�1000만대,�2014년에�2000만대를�넘어섰다.��245

김필수.(2014.11.14.).�자동차�등록�2천만대�시대의�과제.�《서울파이낸스》.�외부연결:http://

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28(접속일:�2018년�7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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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접점을 ‘디자인문화'로 칭하고 이에 한 비평적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디자인문화비평》의 ‘디자인문화’란 건축, 

게임, 만화,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점에서 발견됐다. 또한 게임 개

발자가 필자로 참여하고, 컴퓨터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다루

는 등의 테크놀로지 발전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분야로도 그 폭을 넓혀나갔

다. 

 즉, 디자인 비평에서 현장성은 비평이 주목하는 상과 디자인에 

한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을 문제 해결의 방편이라고 바라보

았을 때, 디자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재한 곳이 디자인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자인을 문화의 하나로 보고 일상적 삶의 형태들이 구체

화하는 과정 일부라고 본다면 각 문화 영역들과 관계하며 사람들의 삶에 개

입하는 디자인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사물의 생산과 소비, 그리

고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때의 디자인 현장은 생산자와 소

비자, 이 둘을 연결하는 유통과정의 문제들 그리고 폐기와 환경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실천 양태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 

현장에 해 디자인 비평은 당  사회적 조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

의 유의미한 디자인 현장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 IV.3.2.�비평적�판단�

디자인 현장에 한 주목과 기술, 그리고 이에 한 해석은 특정한 관점을 기

반으로 한 비평적 판단으로 끝을 맺게 된다. 디자인 비평의 기반 이론과 구성 

요소를 정리한 김동하(2015)의 연구에 따르면 디자인 비평은 평가, 가치, 해

석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 구성요소를 갖고, 디자인 비평의 가치판단은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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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객관적 가치판단은 다시 내재적 

관점과 맥락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디자인 비평에 한 이와 같은 이론적 

정리는 건축, 예술 비평과는 다른 지평에서 디자인 비평을 이해하는 토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앞선 연구를 토 로 본 논문은 각도를 달리하여, 실제로 잡지

에 실린 비평문헌을 상으로 삼아 실천적 형태의 디자인 비평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그 결과 중 사회에서 소통됐다고 상정할 수 있는 디자인 비평에는 

비평적 판단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비평적 판단의 유

보는 종합 디자인지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전체 85편의 비평문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편의 비평문헌에는 

비평적 판단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글은 주로 

상의 정보와 이에 한 해석이 중심내용으로 담겨있다. 이러한 비평문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글은 비평이 아니라

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비평적 판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 

비평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디자인 비평의 원론을 이야기

할 때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실천적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 사회에서 소통 가능한 디자인 비평의 모습을 그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비평적 판단이 유보된 글 역시 월간《디자인》의 [디자인 데스

크], [시론]과 [특별기고] 등의 비평문헌이 실리는 난에서 다른 비평문헌과 

동일한 무게감으로 소통됐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이러한 글 역시 

디자인 비평의 하나로 인정하고 다양한 비평적 글쓰기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 가능하다. 즉, 이러한 비평문헌의 사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편으로는 더 나은 비평의 형태와 방향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다. 김동하의 2015년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디자인 비평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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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상의 특정 ‘가치’에 한 판단이다. 그리고 이 가치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관점을 수반한다. 다시 말하면, 비평적 판단은 상에 한 가치에 한 

판단이고 이는 특정 관점에서 추출된 가치에 한 판단을 뜻한다. 비평의 이

러한 논리 과정을 생각할 때, 비평적 판단의 결여는 상에 한 가치가 특정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분별하는 관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불명확성에서 기인한 비평적 판단의 결여는 

버거(Berger, 1998)의 지적처럼 ‘응원단(cheerleaders)’의 역할에 머물게 된

다. 중과 예술을 매개하며 그 둘 간의 시차를 좁히고자 하는 열망이 비평의 

시작(유운성, 2015)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 비평은 중과 디자인을 매개하

며 그 사이를 좁히는 노력과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

인다면, 디자인에 한 비평적 판단은 중과 디자인 사이의 간극과 접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틈에 한 당 의 해

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필수적 과정의 하나

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V.3.3.�비평의�지속성 

비평의 지속성은 매체 내에서의 지속성과 매체 자체의 지속성 양쪽 모두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매체 내의 지속성은 특정 한 매체 안에서 비평문헌이 지

속성을 갖고 등장하는 것을 뜻한다. 종합 디자인지인 월간《디자인》의 경

우 매체 자체는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비평문헌의 수는 급감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디자인문화비평》는 비정기 간행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간만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월간《디자인》의 경우엔 매체 내의 지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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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디자인문화비평》의 사례에서는 매체 자체의 지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평문헌의 물리적인 지속성은 디자인 비평의 질과 논점, 상과 사

회적 의미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비평이 유지되어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언급된 두 잡지의 경우를 통합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비평문헌의 지속성의 

달성을 위해선 매체 환경 변화에 한 응과 비평 필자의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부상하게 된다. 먼저, 디자인 비평의 지속성은 디자인 저널리즘이 배

경으로 삼고 있는 문화 저널리즘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동시  저널리즘의 

실존적 변화와 소비자들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990년 에 시작된 PC 통신과 2000년  이후 확산된 인터

넷 문화, 그리고 2010년 를 상징하는 SNS 등의 통신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에서 현실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즉, 동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이와 함께 확산하는 인쇄 매체의 쇠퇴 그리고 이에 따

라 전통적 종이 매체 독자와 광고 수익의 감소라는 양과 질 양면에서의 변화

를 겪고 있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비평을 소통시키던 수많은 잡지들은 

폐간됐고,  이와 함께 중 비평의 부상과 전문 비평의 위기가 두됐다. 246

즉, 비평이 존재 기반으로 삼았던 ‘잡지’라는 매체의 현실적 위기 앞에서 비평 

활동 자체의 존립에 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잡지라는 매체와 비

평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잡지의 위기를 곧바로 비평의 위기로 연결하는 관점

�일례로,� 화�잡지의�경우�각각�1995년�창간된《키노》,�2000년�창간된《씨네버스》,�1989년�창246

간된《로드쇼》가�2003년�폐간됐으며,�2000년�창간된《필름2.0》은�2009년,�1984년�한국에서�최

초로�발간된� 화�전문지《스크린》은�2011년,�2001년�창간된《무비위크》는�2013년�폐간됐다.�

1990년대를�지나면서�한국의�대표적�문화�콘텐츠로�자리잡은� 화의�비평을�소통시켜온�많은� 화잡

지들이�2000년대�들면서�폐간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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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영화평론가 유운성(2015)은 비평의 현 적 

발전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저널리즘 매체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비평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

라는 관념에 질문을 던진다. 이보다는 지금의 비평은 “작품과 작가와 매체에

만 고착되는 것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움직임을 하나의 작품/작업work로 

정의내리고자 하는 의식” 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유운성은 영화의 사247

례를 들어 영화 담론을 소비하는 중의 취향이 향하는 상이 달라졌으며, 

잡지의 ‘구매’와 그 내용의 ‘구독’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잡지

의 구매 없이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며, 그 반 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매체 자체와 비평 즉,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소비하는 독자의 

탄생과 이를 개별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은 2010년 의 미디

어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속화된 기술 발전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매체와 디자인 

비평의 존재 방식에 한 연구와 실천이 매체와 비평의 형태적 지속에 관한 

것이라면, 필자의 확보는 그 내용을 이루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두된다. 

디자인 비평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필자의 존재는 디자인 비평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현정

(2007)은 디자인 비평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에 한 인식 변화와 비평 분위

기를 조성하고, 디자인 이론 교육을 강화하며, 디자인비평 방법론의 개발과 

디자인 아카이빙과 전시, 교육이 가능한 디자인 뮤지움(design museum)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디자인 비평이 존재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

�유운성.�(2015.11.).�<밀수꾼의�노래- 화비평의�‘장소’에�관하여>�이후,�다시�움직이는�비평을�위한�몽타247

주.�《문학과�사회》.�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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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환경의 조성 한편에서, 특정한 매체가 필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월간《디자인》의 경우, 1988년 비평 필자의 발굴을 위해 ‘디자인⋅

공예 평론 공모’를 시작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1990년 첫입선 가작이 선정되

며 수상자나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공모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됐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된 신현정의 연구를 토 로 생각해 본다

면, 디자인 이론과 역사의 교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선도적으로 시행

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지속하지 못했고, 이후 

이 잡지의 비평문헌은 외부 기고에 의존하며 매체 자체의 관점과 의견을 갖

는 것과는 먼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를 통해서는 개별 매체의 필자 발굴

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공 여부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것 역시 매체가 갖는 일관된 방향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생

각할 수 있다. 《디자인문화비평》의 경우 비평 전문지라는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관된 편집 방향성을 가지고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잡지는 다양

한 분야의 필자들의 비평문헌으로 그 내용의 스펙트럼을 확보하며, 필진의 

다양성은 ‘디자인문화’라는 매체의 지향을 바탕으로 각각의 연관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디자인 비평이 가능한 제반 조건에 한 새로운 가능

성을 시사한다. 즉, 신현정의 주장처럼 디자인 뮤지움과 역사와 이론 교육, 디

자인에 한 인식 전환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등의 디자인 내부적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인접하는 다른 분야와의 시각과 관점의 교류를 통해 확장하

는 비평적 인식을 도모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디자인 비평’이 특정한 

상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응하며,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과 교류를 통해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면, 현재적 의

미의 디자인 비평의 가능성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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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론�

이 논문은 1970년  중반에서 시작하여 2000년  초반까지 발간된 두 종류

의 디자인 잡지에 실린 비평문헌을 통해 한국 디자인 잡지 저널리즘의 성격

을 밝히고, 나아가 디자인 비평의 실천적 조건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

다. 한국의 디자인은 그 산업 규모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 에도 불구하

고, 독자적인 철학과 담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는 디자인 분야 중 하나로 디자인 비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 비평의 실천적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 안에서의 의미와 한

계, 그리고 발전적 조건을 모색하는 일은 동시  한국 디자인의 현실을 이해

하고, 현상을 반추하며 나아가 뒷날을 모색하는 하나의 토 로 작동할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연구는 II 장에서 문화 저널리즘에 뿌리를 둔 

디자인 저널리즘의 의미를 살펴보며, 비평과 저널리즘의 관계를 조명했다. 

예술 비평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 저널리즘은 문화 의미의 확 와 저널리즘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로 그 실천영역이 확장됐다. 한편 디자인은 산업과 

경제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을 넘어, 문화의 영역으로 그 사회적 인식이 넓어

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인과 중 사이를 잇는 디자인 비평이라는 중

적 소통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가지며, 그 실천적 형태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때, 디자인 저널리즘은 사회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 활동과 그 생산물에 관한 소식을 전

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수용과 배제를 끌어내는 총체적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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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이 총체적 활동에서 디자인 비평은 해석을 기능을 수행하며, 

이 기능이 디자인 저널리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확

인했다. 더불어, 연구의 상이 되는 종합 디자인지와 디자인 비평지를 한정

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안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매체를 분석

할 때의 유의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III 장에서는 종합 디자인지의 하나로 월간《디자인》

의 비평문헌을 분석했다. 해당 잡지가 창간된 1976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

지 실린 비평문헌 85편의 연 기적 서술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틀에서 제안된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각각 형태정보, 필자 정보, 그리고 내용정

보에 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월간《디자인》의 비평문헌은 

매해 실리는 편수와 분량이 일정치 않았으며, 2000년  들어서는 그 수가 급

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면에서는 다수의 비평문헌이 잡지 외

부의 필자에 의해 쓰였으며, 이러한 필자의 특성이 비평의 형태적 불안정성

과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용에서는 디자인 개념과 이론 등 주

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비평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비평문헌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할 때, 월간 《디자인》의 비평문헌은 디자인의 현장을 

직접 다루지 않고, 비평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형태적 지속성이 부족했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IV 장에서는 디자인 비평 전문지의 하나로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의 내용과 매체의 형식에 따른 특성을 바탕으로 동시 적 디자인 

비평의 조건을 제안했다. 이는 종합 디자인지 비평문헌을 통해 알게 된 비평

문헌의 한계에 한 하나의 안적 형태에 한 탐구이자, 서로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진 매체의 특성을 교차시킴으로 당 에 실천 가능한 디자인 비평

의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디자인문화비평》의 비평문헌은 비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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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발간되는 동안 ‘디자인문화’라는 당  디자인 현

상에 한 비평적 주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필진이 참여함으로 확장된 디자인 비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디자인 잡지의 비평문헌의 내용과 형식

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장성, 비평적 실천,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디자인 비

평의 세 가지 실천적 조건을 제안했다. 여기서 현장성은 디자인의 생산과 소

비가 이루어지고, 의미가 발생하는 그 모든 현장을 말한다. 또한 이 현장성은 

사회에서 디자인이 이해되는 범주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개념이며, 잠정적이

고 실천적인 조건으로 존재한다. 비평적 판단은 특정한 기준을 통해 발견된 

상의 가치에 한 판단이며, 이는 비평의 마지막 단계에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비평적 판단 없이도 비평적 글쓰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 비평

으로의 기능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디자인 비평

이라도 그것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담론 형성에는 어려움

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회 안에서 소통되는 측면이 강조된 저널리즘의 맥

락에서는 디자인 비평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때, 매체 안에

서의 지속성과 비평을 소통시키는 매체 자체의 지속성 양쪽이 모두 조명 되

어야 하며, 이는 매체 환경 변화에 한 적절한 응과 비평 필자의 발굴과 

유지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위의 세 조건은 디자인 비평이 사회 안에서 

존속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디자인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디자인 잡지에서 전개된 디자

인 비평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그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여,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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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비평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단일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먼저, 연구 상의 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1976년 이후 한국에

는 많은 종합 디자인지와 분야별 잡지가 발간됐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종합 

디자인 잡지와 디자인 비평지 각각 하나의 잡지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했다. 선정된 잡지가 일정한 상징성과 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매체

의 글이 조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한국보다 디자인과 디자인 잡지, 그리고 저널리즘이 먼저 발달한 해

외의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저널리즘의 측면을 조명하면서도 일반적 저널리즘의 의미와 잡지 저널리즘

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었다. 저널리즘을 분류할 때에는 문화, 사회, 

정치, 과학 등의 다루는 상에 따른 분류와 잡지, 신문, 방송 등의 송출 매체

에 따른 분류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명시화된 ‘디

자인 저널리즘’은 디자인이 저널리즘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개

념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가 보면, 디자인 방송 저널리즘, 

디자인 신문 저널리즘, 디자인 잡지 저널리즘 등의 매체 특성에 따라 다시 분

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디자인 저널리즘은 과학, 스포츠 

등 여타 저널리즘 분야와는 다르게 독립된 분야로 고려되지 않으며, 문화 저

널리즘의 범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널리즘의 실천적 형태에 

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디자인 잡지, 신문, 방송 등의 매체 별 저널리

즘의 의미를 확정하고 구분 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 내리기와 다름없음 것이

다. 그런데도 잡지는 신문과 방송보다 해당 분야의 정보와 해석을 가장 많이 

전달하며,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진행됐다. 즉, 잡지는 저널리즘 

매체의 하나이지만,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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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자인 잡지를 다루지만,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

을 ‘디자인 저널리즘’ 전반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이를 위

해서는 앞서 언급한 신문, 방송, 등의 다른 매체에서 다루어진 디자인과 디자

인 비평을 통해 잡지보다 넓은 범위에서 소통된 디자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변화에 가속도가 붙은 매체 기술 변

화에 따라 저널리즘 역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는 현 상황에서 디자인 저

널리즘과 디자인 비평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탐구되

어야 하는 영역이다. 또한 디자인은 구체적 사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

문에 비평적 의미를 담은 디자인 사물을 향한 저널리즘 관점의 조명 역시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점들은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 연구자는 

이 논문이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비평이 실천적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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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간《디자인》 비평문헌 목록
no.

형태 정보 필자 정보 내용 정보
연월 꼭지 분량 제목 성명 성별 직업 대상 가치해석평가

1 1979.05.디자인데스크 8 성황 속의 난제(일선미 20년과 산업디자인전) 권명광 남 학자 전시 규범역사 N
2 1979.06.디자인데스크 3 멀고 먼 길 장윤우 남 학자 공예 규범 - N
3 1979.07.디자인데스크 2 전환기에 선 한국의 색채문화와 몇 가지 문제점 김익홍 남 학자 개념 문화규범 N

4 1979.08.디자인데스크 3
개성의 집합체로서 디자이너만의 프로덕션을  
기대하며 권명광 남 학자 실무 경제 - -

5 1979.09.디자인데스크 4 공예의 공예성 임무근 남 학자 공예 규범이론 -
6 1981.08. 디자인 리뷰 2 <산업디자인전>을 보는 오늘의 시선-시각디자인 부문황부용 남 학자 전시 규범 - N

7 1981.08. 디자인 리뷰 3 <산업디자인전>을 보는 오늘의 시선-공예부문 육심영 여
디자 
이너 전시  미적규범 N

8 1981.08. 디자인 리뷰 2
<산업디자인전>을 보는 오늘의 시선-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구성회 남 학자 전시 규범규범 N

9 1982.08.
이달에 
생각한다 3 디자인 전문잡지가 서야할 땅은 이중한 남 비평가저널리즘문화규범 P

10 1983.07. 특집 2 민속공예산업의 현황과 전망-행정적 측면 서윤애 여 기자 공예 기능규범 N
11 1983.07. 특집 2 민속공예산업의 현황과 전망-생산/소비 측면 이금령 여 기자 공예 미적경제 N

12 1984.10. 시각 디자인 1 대한항공 CIP에 대한 소고 정준 남
디자 
이너 시각 미적미적 N

13 1985.01. 디자인 논쟁 1 공예의 정통성 회복을 위하여 장윤우 남 학자 공예 미적규범 N
14 1985.01. 디자인 논쟁 1 실용성은 공예의 태생적 가치 곽대웅 남 학자 공예 기능규범 N

15 1987.08. 디자인 비평 6 제22회 산업 디자인전도 목업 쇼였다. 구성회 남 학자 전시 규범규범 N

16 1988.07.
디자인 
서치라이트 6

제 2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공과에 대한 분석과 그 발전적 제언 편집부 - 기자 전시 규범규범 N

17 1988.08. 디자인 시평 4
산업디자인전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을 중심으로 이순종 남 학자 전시 규범 - N

18 1988.11. 디자인 비평 6 도상과 원형 - 현대자동차 '소나타'탄생의 의미 구성회 남
디자 
이너 산업 미적규범 N

19 1988.12. 디자인 시론 2 디자인학과 명칭변화의 현황과 그 진단 김준현 남 기자 교육 규범사회 -

20 1989.01. 특집 2
이제는 디자인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때 최범 남 기자 개념 규범규범 N

21 1989.01. 특집 2 시대적 조형어휘의 발견이 급선무 구성회 남
디자 
이너 개념 미적사회 -

22 1990.04.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 
: 왜 이름표기가 그렇게 작은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기능규범 N

23 1990.05.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2) 
: 단 나누어 쓰기의 단조로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미적규범 -

24 1990.06.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3) 
: 정체와 평체 그리고 사체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미적 규범 -

25 1990.07.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4) 
: 면숫자와 런닝 타이틀은 장식용인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기능규범 N

26 1990.08.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5) 
: 차례는 어디에 있는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기능규범 -

27 1990.09.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6) 
: 기획-편집-사진의 불균형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규범규범 N

28 1990.10.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7) 
: 우리책 디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미적규범 N

29 1990.11.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8) 
: 가로결도 세로결도 없는 종이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기능규범 N

30 1990.11.평론공모 가작 입선작6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후기모더니즘의 의의(제3회  
월간 디자인·월간공예 평론공모 디자인 부문/가작) 이경미 여 학자 개념 문화역사 P

31 1990.12.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9) 
: 버려져 있는 하드 바운드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미적문화 -

32 1991.01.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0) 
: 책의 활자 크기와 행간은 누구의 관심사인가?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기능규범 -

33 1991.02.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1) 
: 편집 디자인의 구조적 기반 이중한 남 비평가 교육 규범규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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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91.03. 특별기고 2

독자가 본 편집디자인의 문제 (12)  
: 편집디자인의 부드러움과 따스함 
(마지막) 이중한 남 비평가 시각 - - -

35 1991.03. 서평 1
시대정신'과 '시대양식'으로서의 디자인사 
:<현대 디자인의 전개> 최범 남 비평가 책 - 이론 P

36 1991.04. 서평 1
주제의 비중을 감당하지 못한 평준화된 사례연구 
:<디자인 문화의 시대> 최범 남 비평가 책 - - N

37 1991.05. 특별기획 4 상장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 장경아 여 기자 시각 미적규범 N
38 1992.02. 특집기사 2 굿 디자인'의 의미와 신화 최범 남 비평가 개념 - 역사 N

39 1993.10. 서평 1
비주얼한 작품, 철학이 담겨있는 폴 랜드의 역작 
<Design, Form, and Chaos> - - 기타 책 - - P

40 1993.11. 특별기고 2 꿈돌이의 '오용'을 바라보며 강우현 남
디자 
이너 공공 규범규범 N

41 1994.06. 서평 1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15인의 그림 이야기,  
사람 이야기> 최범 남 비평가 책 - - P

42 1994.06. 기고 4
C '̊성적 받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 
시각 디자인이미지 중간결산 강우현 남

디자 
이너 공공 규범사회 P

43 1994.07. 디자인광장 2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 
-왜 디자인인가? 조원호 남 기타 콘텐츠 규범규범 N

44 1994.07. 디자인광장 2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 
-디자인의 경제적가치 채승진 남 학자 콘텐츠 경제문화 -

45 1994.07. 디자인광장 2
MBC·KBS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을 보고 
-새로운 문화의 가치변화 이승근 남

디자 
이너 콘텐츠 미적미적PN

46 1994.08. 서평 1
<모던디자인 비평: 포스트모던, 해체의 이해> 
모던디자인 비평의 정당성과 착오 최범 남 비평가 책 - - PN

47 1994.09. 시론 3 국제화 바람속의 디자인 논리 최범 남 비평가 개념 경제문화 N

48 1994.10. 시론 3 속도와 속도전 윤희수 여
디자 
이너 실무 - - -

49 1994.10. 특집 5 정부 및 관공서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정석원 남
디자 
이너 공공 규범규범 N

50 1994.10. 특집 2 정부 간행물 유감 정병규 남
디자 
이너 공공 미적규범 N

51 1994.11. 이벤트 1 세계 산업디자인 심포지움' 유감 조원호 남 비평가 행사 - 규범 N
52 1994.12. 시론 4 시각디자인의 개념확대 김명환 남 학자 개념 - 이론 -

53 1995.01. 기고 3 CI는 로고 디자인만이 아니다 박병천 남
디자 
이너 시각 규범규범 -

54 1995.02. 특집 4 한국적 디자인'또는 복고주의 비판 최범 남 비평가 개념 문화이론 N
55 1995.03. 시론 6 LG 심벌마크와 디자인 사대주의 김민수 남 학자 시각 문화문화 N
56 1995.04. 시론 4 영상디자인, 무엇을 해야나하? 김명환 남 학자 시각 기능역사 -
57 1995.07. 서평 1 <키치란 무엇인가> 최범 남 비평가 책 - - P

58 1995.07. 논단 6
서구 모던 디자인으로부터의 교훈 
: 이념의 재해석과 반성 김민수 남 학자 개념 문화역사 -

59 1995.08. 시론 4 디자인과 역사의식 최범 남 비평가 개념 규범문화 N

60 1995.11. 시론 4 한국의 디자인 저널리스트에 대하여 김상규 남
디자 
이너 저널리즘문화 - -

61 1995.11. 이벤트 3 디자인계와는 먼 잔치상 - 광주 비엔날레 양난영 여 기자 전시 규범규범 -

62 1996.01. 시론 4 굿 디자인'의 기준, 문제 있다 오창섭 남 기타 제도 규범문화 N
63 1996.06. 논단 6 키치광고의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 김민수 남 학자 개념 문화이론 -

64 1996.09. 시론 4 디자인에 있어서 '은유'의 의미 오창섭 남
디자 
이너 개념 문화이론 -

65 1996.11. 서평 1 최공호의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최범 남
디자 
이너 책 - - P

66 1997.02. 논단 5 욕망을 싣고 키치는 달린다 오창섭 남 기타 개념 미적문화 -
67 1997.02. 특집 5 불황을 알면 디자인이 보인다 고영란 여 학자 사회 경제사회 -
68 1997.04. 논단 3 한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송지성 남 기타 개념 미적문화 -
69 1998.02. 논단 5 이상의 시와 현대디자인 김민수 남 학자 문화 미적이론 P
70 1998.03. 논단 5 탈기능주의를 비판한다(상) 이대일 남 학자 개념 문화역사 N
71 1998.04. 논단 4 탈기능주의를 비판한다(하) 이대일 남 학자 개념 문화이론 N
72 1998.05. 논단 4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상) 이대일 남 학자 개념 규범문화 -
73 1998.05. 논단 4 IMF 시대, 한국 디자인계 새 판짜기 김민수 남 학자 사회 경제사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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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998.06. 논단 6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하) 이대일 남 학자 개념 사회규범 N
75 1998.09. 논단 4 표류하는 한국 패션 디자인(상) 김성복 여 학자 패션 규범사회 N
76 1998.10. 논단 4 표류하는 한국 패션 디자인(하) 김성복 여 학자 패션 규범이론 N

77 1999.02. 기고 2 지자체는 디자이너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강우현 남
디자 
이너 공공 경제미적 P

78 1999.04. 서평 1
일상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화의 계보학 
: 김진송 저,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 최범 남 비평가 책 - - P

79 1999.06. 서평 1
한국 디자인의 뉴 밀레니엄 과제 
: 정경원 저, <디자인 경영>, 안그라픽스 장동련 남

디자 
이너 책 - - P

80 2000.02. 기고 1
민족주의 바깥에는 우주가 있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마스코트에 대하여 최범 남 비평가 시각 미적문화 N

81 2001.11. 특집 2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디자인 전문지를 기대하며 김경균 남
디자 
이너 저널리즘기능규범 -

82 2002.01. 특집 6 우둔한 디자이너들이여, 시민적 용기를! 권혁수 남
디자 
이너 개념 사회역사 -

83 2004.06. 포럼 4 한국 현대 디자인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김종균 남 기타 개념 문화역사 N

84 2005.03. 컬럼 1 관에 부는 디자인 바람, 올바로 가고 있나? 김현 남
디자 
이너 공공 사회규범 N

85 2005.06. 컬럼 1 디자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최범 남 비평가 정책 사회문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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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Design Magazine Journalism  and  

the Condition of Design Criticism 

Ki-Woong NAM 

Design History and Culture 

Dept.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design magazine criticism published from 1976 to 2005, to 
reveal the nature of Korean design magazine journalism and to find the 

conditions of practical design criticism. Although Korean design has made 
much progress concerning scale and influence, some people evaluated that 

many arguments have not been made regarding theory and philosophy. It 

has been a while since design criticism has been mentioned as an alternative 
to the reality of this philosophical poverty, but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reality without criticism.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 and form of criticism in the design magazines as one of the types of 

design criticism and sought the practical conditions of design criticism 

when practicing it. 

 For this, In chapter II, the researcher explained the meaning of de-
sign journalism and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it and design criti-

cism. Moreover, the researcher proposed the kind of design magazine cov-

ered in this context and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deal with it. In other 
words, design journalism is defined as the collective term of activit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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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social acceptance and exclusion through communicating and inter-
preting news about design activities and their products that are performed 

individually in each domain. At this time, it was confirmed that design criti-
cism plays a role of interpretation of design activity and outcomes, which is 

a crucial role of design journalism.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journalism and design 

criticism, chapter III analyzed the criticism of monthly 《design》, which is 

one of the general design magazines. The researcher has been reviewed 85 

design criticism literature in that magazine, Since its inception in 2005. As a 
result, the monthly 《Design》’s criticism literature formed social points 

and contacts during publication and confirmed that the criticism documents 

of various levels were communicated.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general design magazine, the magazine focused mainly on conceptual con-
tents, and there were many cases without critical judgment.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limit to the lack of sustainability in the media. 

 In Chapter IV, the researcher reviewed the contents and form of 

《The Journal of Design Culture and Criticism》, which is the criticism lit-

erature and the alternative way of it. Criticism literature was composed of 
diverse writers' materials under a unified theme of consciousness, confirm-

ing the critical review of contemporary design phenomena. Through review-

ing the content and form of the different design magazine criticism litera-
ture, the researcher proposed three realistic conditions of design criticism: 

field of view, critical practice, and persistence. In other words, design criti-
cism has revealed that a society needs to recognize the changing design and 

the various places where the design is produced and consumed from a spe-

cific point of view.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se design critiques 
must seek a sustainable form cor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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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study,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limits and new possibilities 
through identifying the meaning of design journalism and identifying the 

actual contents and form of the design critique communicated historically in 
the design magazine. In order to confirm that design criticism is not a form 

of writing that exists solely concerning design journalism, but that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in the concrete structure as well as contents of design 
practice that presupposes social communication.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small clue to the role of criticism that can be traced 
simultaneously to reflect the present age of living with many artifacts. 

Keywords : Design Journalism, Design Magazine, Design Criticism, Cul-

tural Journalism 
Student Number : 2015-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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