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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만과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

강현주

강현주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와 스웨덴 콘스트팍스콜란(Konstfack-

skolan)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였다. 1996년 이후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시각정

보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디자인사 연구』(조형교육, 2004)와 『한국 
디자인사 수첩: 한국의 폴 랜드, 조영제를 인터뷰하다』(디자인플럭스, 2010)가 있으며, 
공저서로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시지락, 2005), 『한국의 디자인: 산업, 문화, 역

사』(시지락, 2005), 『한국의 디자인 02: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디플, 2008), 『우리를 
닮은 디자인』(공저, KDF, 2009), 『생활의 디자인』(공저, 현실문화, 2011), 『디자이너 열

전』(공저, 현실문화,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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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Man Kim born in Gongju in 1928 entered the Department of Applied Art,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0. However, he could finish his learning 
in 1956 because the 6.25 Korean War occurred soon after. �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review one shape of Korean contemporary graphic design ranging from the mid–
1950s to the first half of the 1990s for about forty years through Kyo–Man Kim’s life and 
design activities.

�e writing divides into three design periods to provide an overall view of Korean 
modern graphic design through designer Kyo–Man Kim. The first is a period ranging 
from the mid–1950s to the mid–1960s, when ‘design’ generally refers to art forms with 
pragmatic expressions, being understood as Craft or Applied arts. �e second is from the 
middle half of the 1960s to the end of the 1980s, when the interest in Korean graphic 
design style is raised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the ‘designer generation’. �e impor-
tance of design is emphasized in the industrial–economic dimension, and has self–aware-
ness and identity in the Korean design industry. �e third is the global era and digital era 
being connected to the present after starting before and after the 1988 Seoul Olympics.

This writing on Kyo–Man Kim’s life and work has referred to remembrance of 
acquaintances who were usually close to him, interview content that Kyo–Man Kim him-
self said during his living years, his design work, and writing related to him. �e contexts 
that I aimed to consider together while writing this paper are the following three kinds. 
�e first is graphic design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Kyo–Man Kim 
held office for more than thirty years. �e second is a 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n 
graphic design field with incremental industry changes. And last, are general changes of 
the whole Korean society. �ese three dimensions had an influence on Kyo–Man Kim’s 
formation of the design world amid mutually close correlation.

Kyo–Man Kim received early design education as applied art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and played a role of a leader as well as a senior to the young design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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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ppeared in Korean society after the mid–1960s. On the other hand, Kyo–Man Kim 
taught graphic subjects including Basic Design and Illustration for design students as a 
university professor for around thirty years from 1965 to 1994. As a professor, he had a 
slightly negative attitude towards composition of curriculum or operation of a depart-
ment by recognizing himself as a professional designer rather than a design educator.

Kyo–Man Kim tried to construct his self–identity and the world of works through 
characteristic illustration and poster works in which a unique graphic character devel-
oped by himself appears. Design motif of Korean traditional folks, geometric and 
simple abstract forms and restrained colors feature prominently in his works which were 
regarded as a modern Western Design style at that time. Since the success of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76, Kyo–Man Kim was positioned as a designer who defined Korean 
graphic design styles.

Korean–like graphic design styles in the 1970s and 1980s that are represented as 
a Kyo–Man Kim style were developed under the recognition of ‘Korean thing’ versus 
‘Western thing’ rather than ‘Korean thing’ versus ‘Global thing’. His works were evalu-
ated as something that keeps modern and Western design senses in Korea, and had 
the dual effect of also being recognized as a unique style reflecting a Korean identity 
in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Kyo–Man Kim’s design works, there was some criti-
cism regarding the difficulties finding an internal logic and mutual correlation between 
content and form of works. However, Kyo–Man Kim’s design receives assessment that 
reflects well the emotion and humor of Korean people at the time and proceeds to affix 
the icon of his identity. Moreover he gains wide popularity form the design field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Kyo–Man Kim accomplished a significant number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works that stress team–work such as identity design, as well as his unique illus-
trations and design works. However, what continues for his lifetime is that we has more 
passion and interest in; his experiments in design materials, tools, and techniques with 
the postures of ‘artist–designer’ and ‘designer–artist’, while emphasizing artwork that 
reflected his individual personality.

�is study sketches a history of so–called “Korean Modern Design” through Kyo–
Man Kim’s career. It is likely that this is a fairly accurate assessment, and this writing 
supports it with biographical information amidst examples of the design works. 

Key words:  Kyo–Man Kim, Applied Art, Graphic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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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교만과 한국 그래픽 디자인

1928년 9월 7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김교만은 성남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0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입학하여 1956년에 졸업했다. 졸업 직

후 K.K.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2년 동안 운영했고 그 후 진명여고, 성심여고, 서울예

고 미술교사 및 동양방직주식회사 디자이너 생활을 거쳐 1965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

과 교수로 부임했다. 김교만은 1994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약 30여 년간 모교에 재직하

며 디자인 교육자이자 초창기 한국 그래픽 디자인 형성기의 선구적 디자이너로서 활발

한 활동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김교만의 생애와 작품활동을 통해 195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40여 년에 걸친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한 모습을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이다. 

1966년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처음 개최될 당시 김교만은 학창시절 

스승이자 후에 동료 교수가 된 이순석 심사위원장을 도와 제1부 상업미술부의 심사위

원으로 참여하였고 1990년까지 집행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다. 활동 초

기부터 우표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해온 김교만은 1998년 작고하기 전까지 정보통신

부의 우표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

다. 1972년에 창립된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1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1980년부

터 1998년까지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1968년에 서울시 문화상을, 

1976년에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회장상인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982년에

는 유네스코 주최 노마 국제전에서 특선을, 1988년에는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로 제

1 1972년 창립 당시 협회 명칭은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였는데,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자칫 협의의 디자인 활동만 지칭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후에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로 명칭을 변경함. 김교만, 조영제, 이태영, 양승춘, 정시화, 김영기, 
권문웅 등 서울대 출신 8명과 권명광, 유재우, 홍종일 등 홍익대 출신 3명이 모여 발기인 대회 
겸 첫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김교만을 추대함.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양승춘, 이태영, 배천범, 정시화 등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프리즘이라는 이름의 소그룹 활동이었는데,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영제가 프리즘의 출발 동기는 좋으나 자칫 동문 모임 성격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니 
이를 해체하고 타 대학 출신도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됨.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해체 후 1994년에 현재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가 만들어짐. 
강현주,『한국 디자인사 수첩–한국의 폴 랜드, 조영제를 인터뷰하다』, 디자인플럭스, 2010, 
8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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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바르샤바 국제 포스터 공모전에서 특선을 받는 등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도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소개되었다. 1993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고, 

1996년에는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에서 디자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선정한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70%라는 압도적인 득표 기록으로 1

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교만은 고희 기념전이자 유작전이 된 1998년 뉴욕 전시회를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한국의 가락』(1980)과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1986) 등 단

행본을 출판하기도 했다. 김교만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에도 사

용된 상모 쓴 농악대 모습의 그래픽 캐릭터가 등장하는 포스터와 우표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1974년에 제작한 서울 지하철 심벌마크와 1978년에 진행한 서울지하철 3, 

4호선 토털 디자인, 1977년의 성산대교 아치 디자인,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진행

한 한일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투자신탁 등 시중 은행들의 아이덴티티 디

자인,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진행했던 한국국제공항 국제선 제1, 2청사 및 국내선 사

인 시스템 및 픽토그램 제작, 그 이듬해에 진행한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아이덴티티 디자

인, 1989년부터 1990년에 제작한 동남은행 및 제일생명 아이덴티티 디자인, 1991년부

터 1992년에 진행한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한국방문의 해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등 

당시 사회적인 수요가 컸던 기업 및 정부기관의 CIP 작업도 다수 진행했다. 대학 2학년 

때 지도교수였던 이순석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한 김교만은 천주교 신자로서 서교동 

성당 및 서초동 성당, 역삼동 성당 등의 교회 실내 및 성물 디자인 등을 제작하기도 했

다.2 또한, 김교만은 1988년 일본 세이부 백화점에서 열린 ‹Soul of Seoul› 행사의 총괄 

아트 디렉터를 맡기도 했고, 1991년부터 1992년에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된 엑스

포 ’92 행사에서 대한민국관 설계 및 제작의 총 디렉터를 맡기도 했다. 

김교만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8년에 영국의 세인트마틴스미술대학으로 유학

을 가서 공부하는 등 서구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해외 디자이너의 작품

2 김교만은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협회는 1950년대 말 서울미대 
초대학장이던 장발이 미술을 통한 교회에의 봉사와 가톨릭미술인 친목을 위해 시작한 
비공식모임에서 출발했다. 1982년 5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정식협회로 구성된 
것은 1972년이었고 연 1회 협회전을 개최했다. 회원으로는 회화에 윤명로, 김형구, 김태, 박세원, 
정창섭, 정대식, 방혜자, 나희균, 최영심 수녀, 문학진, 김인중, 이남규, 박석환, 권영숙, 진영선, 
조각에 김세중, 최의순, 최종태, 전뢰진, 김윤신, 최봉자 수녀, 임송자, 응용미술에 권순형, 김교만, 
민철홍, 강찬균, 양승춘, 남용우, 김희진, 평론가로는 이경성, 임영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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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된 책들을 가까이하며 이들의 디자인 감각과 표현방식을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

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 정년퇴임 후에는 컴퓨터 기술을 배워 그래픽 

표현에 있어 변화를 주고자 했으며 그 결과를 1998년 고희 기념전에서 소개하고자 하

는 등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 

이 글은 세 시기로 나누어 써졌다. 첫째는 디자인이 응용미술로서 이해되던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둘째는 산업 경제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한

국 사회에 이전보다 뚜렷한 전문가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디자이너 세대가 출

현하여 한국적인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이다. 셋째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

고 있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함께 고찰해보고자 했던 맥락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김교만이 30여 년간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그래픽 

디자인 교육이며, 둘째는 한국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형성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은 각각, 그리고 때로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김교만의 생애와 디자인 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김교만의 생애와 작업에 

대해서는 그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의 회고와 김교만 자신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남겨진 그의 작품과 그에 관한 관련 글들을 참고했다. 

김민수(1996)는 김교만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전문적인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

으나 그의 성공은 오히려 한국 그래픽 디자인을 오랫동안 오로지 자와 컴퍼스에 의한 

도안기법으로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러한 기법은 이순석의 교육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응용미술과의 편화 방법에 의한 양식화(stylization) 과정이 더욱 심화된 모습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적 정체성이 단지 표면 이미

지에 한국적 주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법화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3 1960년

대 중반에 디자인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초

창기 디자이너 세대로서 김교만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그 영향이 1990년대까지도 일정

부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한계와 문제를 지

적하는 데 있어서 김교만 개인의 특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개인을 만든 사회적 

3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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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즉 그에게 도래한 사건과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김교만 디

자인의 특징과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의 디자인 사고와 선택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찾

아보고자 한다. 

2.  응용미술로서의 디자인

해방 후 1946년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도안과가 만들어져4 대학 차원에

서 디자인 교육이 시작되고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지만5, 당시 디자인에 대한 사회

적인 인식이나 산업 경제적인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1950년에는 6·25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까지 온 나라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나마 있던 산업적 기반마저 초토화되어

버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28년생으로 1950년에 응용미술과에 입학했던 김교만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

자마자 6·25전쟁을 겪게 되어 피난 중 대전에서 전시대학을 다니며 학업을 계속했으나 

이수 학점 부족으로 1956년에야 졸업을 하게 되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김교만

이 수강했던 과목은 다음과 같다.6

연도 이수 과목

1951 국어, 교련, 철학개론

1952 국어, 교련, 영어, 서양미술사, 철학개론, 과학개론, 구성, 미술실기

1953 교련, 서양미술사, 미학개론, 미술(실기), 입체의장, 예술론, 교육학, 미술감상

1954 서양미술사, 고등도학, 미학개론, 미술실기, 사진, 예술론

1955 불어, 조선미술사, 고등실기

1956 고등실기, 보통실기, 천문학, 자연과학개론, 교육사, 교육학

4 이순석은 1946년(당시 41세) 미군정청 고문관으로 잠시 일했는데 당시 문교차관으로부터 
미술대학 구상의 제의를 받고 학과, 실기교수진, 교과목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면서 장발을 
학장으로 추천했고 이것이 그대로 서울미대의 골격이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미대 디자인 
교육은 합의된 뚜렷한 교육목표나 교육방향을 이론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채 
출발하게 되었다. 정시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 『조형』, Vol.17, 
No.1, 1994. 참조.

5 1950년 봄학기 응용미술과로 학과 명칭 변경. 2005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에서 
발간한 『서울대미대인명록』을 보면 1950년 응용미술과에서는 46학번 학생 13명이 졸업했다. 
회화과 22명, 조소과 7명 등 당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3개 학과의 졸업생은 총 
42명이었다. 

6 김교만의 성적표에 표시된 이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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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만이 이수한 위의 과목들을 실제로 담당했던 교수 및 강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

시 응용미술과 교수로는 이순석이 있었고 이종근, 조병진, 김의영, 이희태, 한홍택, 존 엘 

후랑크 등이 강사로 출강했다.7 김교만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56년 9월에 열린 한국

미술가협회의 제1회 한국미협전에 출품을 하여 ‹성모›라는 작품으로 특선을 받았다.8

김교만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시절에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에

서 열렸던 ‹산업포스터전›을 관람하고 출품된 작품들에 매료되어 감탄했다는 말을 하

곤 했는데9 이 전시회는 한홍택10이 1945년에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던 조선산업미

술가협회(현재, 대한산업미술가협회)11의 정기회원전이었다. 한홍택의 1939년의 일본

동경도안전문학교의 졸업작품과 1940–50년대 작품들에는 회화적 일러스트레이션과 

간결한 형태, 중복구성, 평면성, 비대칭 구성 등과 같은 회화적 모더니즘의 그래픽 기법

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홍택은 1952년에 제1회 ‹한홍택 산미 개인전›을 개최하고, 1958

년에는 제2회 ‹한홍택 모던데자인전›을 가졌는데 한홍택의 간결하고 회화적인 일러스

트레이션 기법은 서울미대 디자인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김교만의 초기 작품에는 이

7 강사들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종근(1953. 4. 1–1956. 3. 30), 조병진(1948. 10. 1–1952. 7. 
31), 김의영(1949. 10. 1–1952. 7. 31), 이희태(1952. 4. 1–1961. 3. 31), 한홍택(1953. 4. 1–1956. 
3. 31), 존 엘 후랑크(1953. 5. 1–1954. 4. 30). 조은정, 「6·25전쟁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_아카이브』, 2010년 제2호. 270쪽 참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의 디자인 및 공예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민수,「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8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 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444쪽.
9 2008년 6월 25일에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주최로 상상마당에서 열렸던 ‹VIDAK 수요일: 

1세대 디자이너를 만나다–고(故) 김교만 교수의 작품세계에 초대합니다› 포럼의 나재오 
발표내용 참조.

10 1916년생인 한홍택은 1937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주간에는 동경제국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야간에는 동경도안전문학교에서 도안을 공부했다. 귀국 후 1943년부터 1954년까지 유한양행의 
미술부장으로 근무하며 광고업무를 했고, 퇴사 후 1956년에 한홍택도안연구소를 개설하였다. 
1952년에 첫 개인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디자인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순석은 공예도안 
개인전(1931)과 장식도안 개인전(1947)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디자인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후 한홍택은 한홍택산업개인전(1952), 모던디자인전(1958), 그래픽 디자인전(1962), 그래픽 
아트전(1964), 시각언어전(1969)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초창기 
한국 그래픽 디자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1 1945년 12월 27일 조선산업미술가협회가 결성되었고 한홍택 외에 권영휴, 홍순문, 이완석, 
유윤상, 조능식, 엄도만, 조병덕, 최정한, 이봉선, 홍남극 등이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 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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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석이 지도하던 편화된 양식화 방식과 더불어 회화에 기반을 두어 추상성을 향해 가던 

한홍택의 사실주의 양식화 과정이 절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2 

1950년대 중·후반에 유한양행이나 화신백화점, 그리고 몇몇 은행과 방직공장 

등에서 도안사를 채용하기는 했으나 그때까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갈

만한 이렇다 할 직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응용미술과 졸업생들은 대개 중고등학교에

서 교편을 잡았다가 대학에 디자인 관련 학과가 늘어나면서 점차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13

김교만은 1956년 졸업 후 장발 학장의 권유로 그보다 일 년 먼저 졸업하여 계성여

중고의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권순형과 함께 을지로 수표동에 두 사람 이름의 이니

셜을 딴 ‘K.K.디자인연구소’를 열었는데 김교만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사무실은 제 아이디어로 차린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

고 돌아와 서울미대 학장으로 계시던 장발 선생님께서 추천하셔서 하게 된 거였

12 정시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 『조형』, Vol.17, No.1, 1994.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참조.

13 홍진원, 「한국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43쪽.

[그림 01] 김교만 디자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표 디자인

[그림 02] 1950년대 응용미술과 수업 모습(1954)

[그림 03] 제1회 
한국미협전 특선작 

‹성모›, 1956년 9월 

25일자 동아일보

[그림 04] 한홍택의 일본동경 
도안전문학교 졸업작품(1939)

[그림 05] 제2회 한홍택 
모던데자인전 작품(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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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졸업을 앞두고 장래 문제를 한창 고민할 때, 장발 선생님께서 학장실로 부르

셔서 취직도 좋고 교직에 남는 것도 좋지만, 디자인 스튜디오를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

다면서요. 혼자서는 벅찰 테니 권순형 교수와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소위 요즘 말

하는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소개해주시겠다고 해서 시작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상표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등에 관계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당시 권순형 교수는 파트타임으로 사무실 일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사

무실 운영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퍽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유치한 단계이기는 했지만, 요즘 디자인 스튜디오가 하는 일을 

거의 모두 해냈으니까요. 지금처럼 조직력을 갖추고 운영된 것도 아니고, 장발 선

생님을 비롯한 여러 주위 어른들의 도움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의는 자

못 큰 것이었습니다.14 

1956년 10월에 시작하여 2년 동안 운영되던 K.K.디자인연구소는 권순형이 1958년 10

월 한국공예시범소15로 직장을 옮기면서 해체되었고, 이후 김교만은 진명여고의 미술 

교사직을 얻어 교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직주식회사

에 디자이너로 취직하여 4년간 광고와 텍스타일 패턴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동양방직

에 근무하던 시절 김교만은 시장조사를 위해 동대문시장에서 일주일을 꼬박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패턴에 대해 생각하

게 되었고 이후 작품에도 반영했다. 김교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 화초 무늬를 좋아

하고 색깔은 갈색과 회색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동물을 그린다든가 

원색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지요.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중

적 패턴을 생산해서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16 

14 강현주, 「한국인의 서정과 해학을 담은 작가, 김교만」, 『월간디자인』, 1988년 10월호, 30쪽.
15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약칭 KHDC)는 1957년 

미국의 원조로 설립된 디자인진흥기구로 미 국무부 산하의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약칭 ICA)의 기술원조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대외원조기관(USOM), 주한 유엔군사령부, 주한 미 8군사령부의 협조와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ICA는 산업화가 저조한 세계 여러 후진국에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55쪽 참조.

16 강현주, 「한국인의 서정과 해학을 담은 작가, 김교만」, 『월간디자인』, 1988년 10월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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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방직을 그만둔 후 김교만은 성심여고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사생활을 거쳐 1964

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했고 그다음 해인 1965년 12월에 응용미술과의 

전임교수가 되었다. 

김교만과 권순형은 디자인사무실을 운영하기 전 이미 학창시절에 용산 후암동에 

있던 이순석의 집에 같이 기거하며 이순석에게 의뢰가 들어온 포스터, 포장지 등의 디

자인 작업을 돕고 용돈을 받아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일의 호흡을 쉽게 맞

출 수가 있었고 사무실 공간은 권순형의 입학 동기인 이상우가 자신의 집 2층에 30평 

공간을 내주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무실을 차린 후에는 별도의 홍보나 영업을 하

지 않았음에도 장발 학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 친지들의 도움으로 곰표 밀가루, 경방 

레이블 등 제분회사나 제과회사, 방직회사 등에서 의뢰를 받아 포장지 디자인, 달력 디

자인, 라벨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책 표지 디자인 등의 디자인 작업을 했다.17 한편, 서

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여 그래픽 디자인 관련 수업을 했던 한홍택 역

시 K.K.디자인연구소가 설립되던 1956년 같은 해에 명동에 한홍택도안연구소를 개소

했다. 당시 인쇄 관련 그래픽 일은 일명 도안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했는데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자들이 배출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점차 도안가와는 차별화된 디자이너라

는 전문 직업이 생겨났다.

1994년에 김교만은 산업디자인과의 시각디자인전공 교수로, 권순형은 공예과의 

도자전공 교수로 서로 다른 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했지만, 1950년대 초 학창 시절 두 사

람이 받았던 디자인교육이나 이후 K.K.디자인연구소 시절을 거쳐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 응용미술과에 함께 재직하던 1960년대 중반까지는 디자인교육에서 디자인과 공예

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응용미술과 교수와 학생들은 1949년에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소에 이어 제4부로 만들어졌던 국전 공예부에 작품을 출

품했으며 디자인의 사회적·산업적 기반이 부족하던 시절에 국전 공예부는 국가적인 차

17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박암종, 「서정과 해학으로 한국적 
일러스트레이션을 정착시킨 김교만」, 『월간디자인』, 1998년 8월호, 168쪽, 허보윤, 『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미진사, 2009, 68쪽, 75–76쪽, 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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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분야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18 김교만 역시 학창시절부터 

국전 공예부에 출품을 했고 응용미술과 부임 초기에는 그래픽 디자인 수업만이 아니라 

금속공예도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교육목표와 커리큘럼 구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

친 사람은 이순석이지만, 그래픽 디자인에 한정시켜 본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했

지만 1950년대 중반에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출강하여 상업미술, 선전미술 등의 과목을 

담당했던 한홍택의 영향 역시 컸다.19 서울대 출강 이후 한홍택은 1959년부터 1969년까

지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 그가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지도했던 학생 

중 다수가 이후 설립된 주요 대학의 디자인과 교수가 되었다.20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20세기 중후반기 한국 그래픽 디자인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출신들은 협회 활동이나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제도권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를 형성해왔

다.21 물론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출신의 디자이너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

18 1949년부터 1966년까지 국전 공예부를 통해 배출된 불과 20여 명의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공예가들이 교육계와 디자인계에서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은 특히 교육계로 많이 진출하였다. 
1966년까지 수상을 통해 등장했던 국전 공예 작가들로는 박철주(목칠공예), 김태원(나전칠기), 
김봉룡(나전칠기), 조정호(자수), 문수미, 유윤진, 김교만(금속공예, 그래픽 디자인), 
한도룡(목칠공예, 디스플레이), 민철홍(공업디자인), 이신자(염직)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생겨나면서 공예가 세대를 
그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디자이너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1976, 참조.

19 한홍택이 서울대에 출강했던 기간은 자료별로 표시된 시기가 달라 정확하지 않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1993)에는 1953년 4월 1일부터 1956년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한홍택 작품집』(1988)에는 1956년부터 출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 홍익대학교는 1958년에 공예학부를 만들었고, 이후 1964년에 공예학부 내에 도안과를 만들고 
1965년부터 공예과(도자기, 섬유, 금속, 목칠 전공)와 도안과로 나누어 디자인교육을 시행했다. 
1960년대 말까지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외에 디자인교육을 한 곳으로는 1960년에 신설된 
이화여대의 생활미술과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이대 생활미술과는 확실하게 전공 구분을 
하지 않고 공예와 시각디자인이 섞인 형태로 교육하였다.

21 다른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상공미전이나 협회 활동 등을 주도한 
것은 대학교수들이었다. 이들을 통해 형성된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를 ‘제도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대학교수 중심의 디자인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한국사회에 출판이나 포장 및 광고 
시장 등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디자이너 수가 
늘어나고 각종 협회 활동 및 공모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현장에 기반을 둔 이들의 분야 내 역할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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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동안 디자인 분야의 주요 활동이 두 대학 출신의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말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1980년대 말까지 대학 

전체 증가보다 더 크게 팽창한 디자인 관련 학과의 증가에 힘입어 여러 대학에서 디자

인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정시화(1972)는 일제 식민지 통치시대의 조선미술전람회(鮮展)로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응용미술은 평면적인 표면장식이나 배색 등을 고려하는 도안 이

상으로 이해되지 못했다고 보았다.22 그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 디자인의 

형성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 제3공화국 수립 이후이며 그 이전 시기는 

공예와 디자인이 응용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혼재하면서 전문화되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23 즉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미술적이고 공예적인 요소 일부가 피상적으로 

산업에 응용되는, 순수 아카데미적 예술관에 입각한 디자인의 공예미술적 이해 단계였

다고 보았다.24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이전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나 사회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응용미술, 상업미술, 공업미술, 공예, 심지어 

도안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고 실제 그 수준도 수공예적인 수준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

다. 주제 자체가 표면장식이나 포스터와 같이 평면적일 때에는 특히 도안이라고 말했고 

입체적인 생활공예품의 경우도 공예라고 했으며 점차 산업화 되면서 산업생산 제품을 

전통적인 공예 공방의 수준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공산품을 고안한 것을 렌더링과 설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은 산업도안으로 통용되었다. 도자기, 금속, 염색 등 공방에서 공예

가 자신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은 공예라고 불렀다. 그리고 평면적이고 입

체적인 두 가지를 통칭할 때는 응용미술이라고 불렀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는 평면적

인 것은 상업미술, 입체적인 것은 공업미술이라고 불렀다.25 

22 정시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조형』, Vol.17, No.1, 1994.
23 정시화, 「디자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홍익미술』, 창간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972.
24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1976, 25쪽.
25 정시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조형』, Vol.17, No.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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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이너 세대의 출현과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전개

김교만이 대학을 졸업한 지 9년 만에 37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로 부

임했던 1965년은 청와대 수출확대회의에서 한국공예기술연구소의 설치 결정이 있었

던 해이다. 이어 그 이듬해 1966년 7월 26일에 한국공예기술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부설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26로 개칭되어 설립되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 상공미술전

람회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국전 공예부 중심의 디자인 흐름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지속하던 국전 공예부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본에서 당시 도안이라고 일컬어지던 서구적 조형 감각의 응용미술을 전공한 

이순석(1905–1986)을 중심으로 하는 공예미술이었고, 둘째는 김진갑(1900–1973)을 중

심으로 한 전승주의적 공예였다. 상공미전은 국전의 이 두 경향 중 첫 번째 경향, 즉 이

순석이 추구했던 디자인과 공예가 강화된 것으로 상공미전을 계기로 그래픽 디자이너, 

공업 디자이너라는 보다 세부적인 디자인 직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상업미술부, 공예미술부, 공업미술부 등 총 3부로 구성된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

술전람회27의 심사위원장 및 각 부 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심사위원장

은 이순석, 심사부위원장은 한홍택과 민철홍이었고 제1부 상업미술부 심사위원은 한홍

택, 염인택, 조병덕, 김교만, 조영제, 제2부 공예미술부 심사위원은 이순석, 백태원, 백태

26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이순석을 중심으로 한 서울미대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정부에 
디자인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수출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6년 7월 26일 독립적인 기구 형태인 사단법인으로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건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상공부에서 
이 기관이 상공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산하기관이며, 국고보조로 건물 건축과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상공부 산하 단체라고 여기고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출신의 학계 
인사 비중을 줄여나가다가 1969년 3월에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를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하여 수출 상품의 디자인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케 함으로써 이후 서울대로부터 
분리되었다.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참조.

27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는 1977년 제12회 때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하고, 신청부문 중 상업미술을 시각디자인으로 바꾸었다. 이후 1980년 제15회 때에는 
신청부문 중 공업디자인을 다시 제품 및 환경디자인으로 바꾸었다가 1992년 제27회 때부터 
제품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신청부문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 
중인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라는 명칭은 2007년 제42회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2011년 현재 
출품부문은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실내디자인, 포장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패션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공예디자인·주얼리디자인 등 총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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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권순형, 제3부 공업미술부 심사위원은 민철홍, 박대순, 한도룡이었다.28 이들 대부분

은 국전 공예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이른바 공예가 세대였는데 이들이 일종의 

완충 세대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디자이너 세대 출현의 발판을 제공했다.29 제1회 상

공미전의 각 부별 응모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부 상공미술은 포장지, 포스터, 인쇄광

고, 직물, 벽지디자인 등이었고, 제2부 공예미술은 목공예, 칠공예, 금속공예, 도자기, 염

색직물, 죽세공, 피혁, 유리 및 각종 수지 공예 등이었으며 제3부 공업미술은 가구, 금속

기구, 지물가공, 기계, 기구, 플라스틱물 등이었다.30 초창기 상공미전은 공예 세대와 차

별화된 디자이너 세대의 등장을 견인하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배출된 대부분의 디자이

너 세대가 대학교수가 되고자 함으로써 1980년대까지도 일종의 디자인과 교수 등용문

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주로 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본래 출범 취지와 달리 디자인 비즈니스 현장과는 긴밀

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31 

김교만은 조영제와 함께 1965년 12월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어 1966년부터 전

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로부터 5년 후 양승춘이 부임했다.32 1994년에 김교

만이 정년퇴임 할 때까지 길게는 40년, 짧게는 25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그래

픽 디자인 교육은 서울미대 응용미술과 50년대 학번이었던 김교만, 조영제, 양승춘 등 

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33 김교만과 조영제가 부임하던 시기에 응용미술과에는 이

순석, 김정자, 권순형, 민철홍 등 네 명의 전임교수가 있었는데34 1960년대 중반부터 이

28 「상공미심사위 결정」, 매일경제, 1966년 7월 30일자.
29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28–29쪽. 
30 「한국상공미전 개최–1966년 7월 21일(일)까지 작품공모」, 경향신문, 1966년 5월 23일자.
31 상공미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산업 진흥을 위한 디자인 전반을 담당하여 그 

발전에 기여한다. ② 수출품에 대한 디자인을 양질화(良質化)하여 수출 진흥을 진작시킨다. 
③ 대한민국 상공미전, 수출디자인전시회, 굿디자인쇼우 등을 개최하여 낙후한 한국 디자인을 
발전시켜 디자이너를 발굴 양성하고 국가에 공헌하게 한다. ④ 디자인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기업이나 국가 수출정책에 필요한 상공미전 전반에 관한 연구조사와 지도를 한다. ⑤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작품 향상, 생활 향상을 기한다. ⑥ 회원 상호 간의 우의와 이해를 증진하여 
동지적 결합을 굳게 한다.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55쪽 참조.

32 김교만(1928년생, 50학번), 조영제(1935년생, 54학번), 양승춘(1940년생, 59학번)
33 1965년 김교만, 조영제 부임부터 2005년 양승춘 퇴임 때까지로 보면 40년이고, 1970년 양승춘 

부임부터 1994년 김교만 퇴임 때까지 김교만, 조영제, 양승춘 세 사람이 함께 재직했던 시기로 
보면 25년이다.

34 이순석(1946년 부임), 김정자(1959년 부임), 권순형(1961년 부임), 민철홍(1963년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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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석은 석공예에, 권순형은 도자공예에 집중했고 김정자는 기초디자인을, 민철홍은 제

품디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김교만, 조영제, 그리고 양승춘이 응용미술

과의 그래픽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5년에 김교만, 조영제 두 사람이 함께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게 된 것은 1964년에 응용미술과가 공예미술과 상업미술로 전공

이 두 개로 분리되면서 상업미술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순석의 공예미술로서의 디자인과 한홍택의 회화를 응용한 응용미술로서의 디

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김교만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부임한 지 십 년 만인 

1976년 12월에 첫 개인전을 열어 한국을 주제로 한 관광포스터 작품 25점과 금속공예 

작품 5점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 새롭고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받아들여졌고 

김교만은 이때 선보인 그래픽 캐릭터와 스타일을 평생 변주해 나갔다. 김교만의 작업은 

1960, 70년대 제3공화국에서 ‘미술 수출’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 공업 근대화에 기여하

는 산업디자인의 필요성과 함께 강조되던 한국적 디자인, 즉 자국문화 고취와 고유 정

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적 전통 소재를 차용하여 이를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수

요와 연결시키려던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적 퍼스낼러티가 가미된 스타일로써 각

광을 받았다. 당시 디자인현장에서는 사진을 활용한 상업적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막 

형성되기 시작한 제도권 그래픽 디자인 분야 내에서도 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유한 개

성을 강조하며 일관된 작품세계를 구축하여 선보이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김교만

의 개인전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의 스승이자 선배 세대인 이순석과 한홍택이 말년에 디자인이 아니라 석공예

와 회화 작업에 전념한 것과 달리 김교만은 교수로서 초창기 때는 공예와 디자인을 겸

했지만, 점차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나갔다. 

1980년대 후반 글로벌 시대의 도래로 한국 사회가 개방화되고 컴퓨터 기술의 도입으로 

디자인 환경이 변하면서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또 

디자인계 내에서는 예전과는 상반된 비판적 평가35가 나오기도 했지만, 1996년에 한국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

사하여 발표한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김교만이 선호도 1위를 기록한 것에서 

35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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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김교만 디자인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대표 사

례로 인식되었다.36 

김교만과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부임했던 조영제는 제일제당

(1974), 동양맥주(1974), 제일모직(1975), 신세계백화점(1975) 등 기업의 CI를 잇달아 개

발하고 그 결과물을 모아서 1975년에 ‹데코마스(DECOMAS) 전›을 개최했는데37 그 

이듬해인 1976년에 열린 김교만의 개인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두 사람의 특성과 관

36 『월간 디자인』 1996년 1월호에 실린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최다득표」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원장 유호민)은 1996년 8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을 선정, 발표했다. 최다득표자는 서울대 산업디자인과의 
김교만 교수. 이번 100인 선정을 위해 개발원에서는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자,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대학교수 및 기업 대표와 산업디자인 관련자 30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결성, 399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후 디자인 관련 협회장 및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GD 
수상업체 디자이너 등 총 59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 370장을 회수했다. 이 중 김교만 교수는 
70%라는 압도적인 득표 기록을 세운 것이다.

37 조영제의 작업에 앞서 코디사무실을 운영하던 디자이너 박재진은 1972년에 서린호텔의 
심벌마크를 제작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CI 작업에 매우 근접한 작업을 했다. 서린호텔을 
Seoul in Hotel로 풀이하여 영문 이니셜 중 S자와 L자의 형태를 모티브로 사랑의 하트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심벌마크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오랫동안 사용되지는 못하고 곧 사라졌다. 
이후 1974년 조영제의 제일제당과 동양맥주 CI 작업을 계기로 국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대가 본격화되게 되었다. 강현주 외, 『한국의 디자인: 산업, 문화, 역사』, 시지락, 2005, 250–
251쪽 참조.

[그림 06] 한일은행 달력 디자인에 
사용된 김교만의 일러스트레이션(1968)

[그림 07–09] 1970년대 초반 김교만의 포스터 작품들

[그림 13–14] 『월간디자인』 1977년 3월호 표지 및 
커버 스토리

[그림 12] 제1회 개인전 
도록 표지(1976)

[그림 10] 1970년대 중반 응용미술과 
수업모습

[그림 11] 제25회 졸업미전 모습(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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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작품 경향 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김교만이 철저히 개인적 그

래픽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디자이너, 디자이너–아티스트였다면 조영제는 의사

소통과 팀 작업을 중시하는 아트디렉터로서의 디자이너 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조영

제의 작업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래픽 디자인보다는 오히려 당시로서는 좀 생소했던 

시각전달디자인 즉,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었다. 

물론 김교만 역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포스터 등 그래픽 디자인의 전통적 매체만을 고

집했던 것은 아니었다. 1977년에는 성산대교의 아치를 디자인하기도 했으며 서교동과 

서초동, 그리고 반포동 천주교 교회의 실내 디자인을 하기도 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디자인 팀을 구성하여 꾸준히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아이덴티

티 작업을 해나갔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토탈디자인(Total Design)을 강조하며 협의

의 그래픽 디자인 범주에서 벗어나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교만은 제1회 1976년, 제2회 1978년, 제3회 1980년, 제4회 1988년, 제5회 1998

년 등 20여 년에 걸쳐 총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들 전시회는 첫 개인전에서 선

보였던 주제 의식과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를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작품 세계에 변화가 없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그는 “작품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작가들과 다른 독특한 자신의 이미지를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대담하게 바꾼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일상 자체를 뒤바꾸는 것과도 같다.”38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평생 고수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음을 강조하곤 했다. 그가 추구했던 작품세계는 아래 첫 개인전을 

회고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떤 세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1976년 첫 개인

전을 갖게 되었을 때 무슨 테마를 갖고 어떤 테크닉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지. 그때 비로소 나만의 이미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 그 

결과 테마는 민속적인 것을, 표현기법은 현대적인 간결함을 추구하자는 결론을 내

렸지.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하고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통일감을 주는 현대

적 디자인을 시도하기로 한 거지. 첫 개인전은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던 셈이지. 

개성이 뚜렷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으며 ‘한국’이라는 주제를 훌륭히 소

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결국, 오늘날까지도 그런 패턴을 즐겨 사용해오고 

38 박암종, 「박암종의 디자인 역사 찾기: 서정과 해학으로 한국적 일러스트를 정착시킨 고(故) 
김교만 선생」, 『월간디자인』, 1998년 8월호,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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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일본의 후쿠다 시

게오나 영국의 피터 피츠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야.39

첫 개인전 이후 김교만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다른 디자이너들과도 교류하면서 전시뿐만이 아니라 단행본 출판 등의 활동도 

해나갔다. 1980년에는 한국의 율동 일러스트레이션 제1집으로 『한국의 가락』을 펴냈으

며, 1981년에는 어문각에서 처음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참여시켜 만든 한국의 전래 

동화책 시리즈인 픽처북스40에 참여하여 『견우와 직녀』, 『은혜를 갚은 까치』 등의 일러스

트레이션을 담당했다. 1986년에는 정연종, 김현, 나재오와 함께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

픽 4』를 펴냈는데 이 책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한

국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

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간한 것으로 1980년대에 붐을 이루었던 한국적 디자

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41 김교만은 한국의 가락을, 김현은 한국의 선을, 나재오는 한

국의 얼굴을, 정연종은 한국의 얼을 주제로 삼았고 이 책은 국영문 혼용으로 발간되었다. 

39 황부용, 「단순과 정감으로 대표되는 서정적 스타일리스트, 김교만」, 『월간디자인』, 1993년 9월호, 
48쪽.

40 1981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는 ‹어문각 일러스트레이션전›이 열렸는데 이 
전시회에는 픽처북스 시리즈에 참여했던 김교만, 김현, 안정언, 김억, 김영기, 이윤영, 전갑배, 
구동조, 한호림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41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196쪽.

[그림 15–18]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림 19–20] 천주교회 실내 및 성물 디자인

[그림 21] 김교만의 성산대교 아치 디자인

[그림 22] 한국의 율동 
일러스트레이션 제1집 
『한국의 가락』(1980) 표지

[그림 23] 어문각 일러스트레이션전에 출품한 
김교만의 견우와 직녀 일러스트레이션(1981)

[그림 24]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1986)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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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화와 컴퓨터의 영향

김교만은 자신의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라고 밝

힌 바 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88서울올림픽을 통한 한국 고유문화 소개와 친숙

한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식 포스터 외에 12종의 문화포스터를 1987년 7월에 확정 

발표했다. 김교만과 함께 선정된 디자이너들은 양승춘(서울대), 김영기(이대), 안정언

(숙대), 나재오(단국대), 유영우(국민대), 오병권(이대), 백금남(성균관대), 구동조(동덕

여대), 김현(디자인파크), 전후연(연아트대표), 조종현(CDR 제작실장) 등이었다.42 선

정된 디자이너 12명 중 9명이 대학교수였다는 것은 1980년대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중

심이 현장이 아니라 대학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올림픽 개최 결정이 난 것은 

1981년 9월이었고, 그 이듬해 조영제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디자인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디자인계는 1980년대를 올림픽을 준비하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는 세 명의 

교수 모두가 올림픽에서 주요 디자인을 담당했다. 김교만은 문화포스터를 디자인했고, 

조영제는 88서울올림픽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반을 총괄하면서 공식 포스터를 제작

했으며, 양승춘은 공식 엠블럼과 문화포스터를 디자인했다.

한편, 국립대학교의 정식 학과 명칭에 외래어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학

과 이름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는 88서

울올림픽이 끝난 후 학과명 변경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데43 그것은 88서울올림픽

을 전후한 시기에 고조된 국제화 열기와도 연관성이 있었다. 1980년대 말은 한국 사회 

및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던 격동의 시기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동서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

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이후 신자유주의 성격의 세계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시

기에 김교만 역시 국제적인 활동의 폭을 넓혀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여름에 일본 동

경의 세이부백화점에서 열렸던 ‹Soul of Seoul› 행사의 총괄 아트 디렉터를 맡았는데 

이 행사는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우리나라의 상품도 팔고 전시회를 통해 한국 문화도 

알리고자 정부가 기획한 행사였다. 이후 김교만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된 엑스포 

42 「올림픽 문화포스터 12종 확정, SLOOC」, 매일경제, 1987년 7월 16일자, 「88올림픽 문화포스터 
12종 확정」, 경향신문, 1987년 7월 17일자.

4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 1993,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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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한민국관 설계 및 제작을 책임지는 총 디렉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 회갑을 맞은 김교만은 제자들이 마련한 개인전을 열

게 되었다. 회갑기념전인 만큼 제자들 사이에서는 대학 때 작품이나 졸업 후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하던 초창기 무렵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으

나 김교만은 최근작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것은 초기 작품을 잘 보관하고 있

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고전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김교만의 퍼

스낼러티와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이러한 태도는 그로부터 십 년 후 

1998년에 고희 기념전으로 준비하던 마지막 개인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

다. ‹리듬 오브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뉴욕 소호에서 열고자 했던 개인전 도록에 실린 

다음의 글을 통해 그의 평소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 산업사회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회화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고향 한국과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서정과 해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화되어 가는 정보사회에서 첨단 도구인 컴퓨터와의 만남은 나

의 창작세계와 예술의 표현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새로운 이념과 표현을 낳습니다. 앞으로 나의 일러스트레이션 세계가 또 한 번 변

화되어 더욱 친근하고 사랑받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44 

44 박암종, 「박암종의 디자인 역사 찾기: 서정과 해학으로 한국적 일러스트를 정착시킨 고(故) 
김교만 선생」, 『월간디자인』, 1998년 8월호, 171쪽.

[그림 26] 일본 동경 세이부백화점에서 
개최된 ‹Soul of Seoul› 행사 포스터(1988)

[그림 27] 회갑기념전 도록 표지(1988)[그림 25] 김교만 작품(오른쪽 맨 위 첫 번째)을 포함한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1987)



124

정년퇴임 후 1995년에 김교만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진행한 매크로미디어 디

렉터 교육을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꼬박 받아 화제가 되었다. 당시 그는 “한 시대를 사

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주저앉는 느낌일 것 같아서 컴퓨터 공부

를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덧붙여 “컴퓨터의 등장으로 디자인계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젊은 세대와 거의 모르는 기성세대 간에 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 가

지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주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디

자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를 잘 이용해서 디자이너의 창작력과 미적 감각을 펼

쳐나가야지 컴퓨터의 기법만을 따라다니다가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소위 ‘자기체질’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제대로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 아닐까요?”45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유작전이 되고 말았지만 ‹리듬 오브 코리아› 뉴욕 전시회에서 선보

이고자 했던 김교만의 작품들은 그가 그동안 일관되게 사용해온 한국적인 그래픽 모티

브를 계속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김교만이 정년퇴

임 후 컴퓨터와의 만남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자기체질’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변화

시키고자 치열하게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6년 9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교만은 “칠순 기념전은 작품 하나가 아니라 주어진 공간, 바닥, 벽에서 천장까지 전

체 공간을 통해 나의 체질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음악과 율동을 모두 함께 하는 행위예

술같이 작품 하나보다도 공간 전체를 평가받는 전시회 개최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

다.46 그는 컴퓨터 덕분에 자신의 캐릭터의 앞 얼굴과 자유로운 동작까지 묘사할 수 있

어 즐겁다면서 전시장에는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을 네 벽면에 둘러치고, 가운데 공간은 

45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최다득표로 선정된 김교만」, 『월간디자인』, 1996년 9월호, 
128쪽.

46 박암종, 「박암종의 디자인 역사 찾기: 서정과 해학으로 한국적 일러스트를 정착시킨 고(故) 
김교만 선생」, 『월간디자인』, 1998년 8월호, 171쪽.

[그림 28–32] 고희 기념 뉴욕 개인전 도록 표지와 작품들(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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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늘어뜨려 평면을 떠나 공간 속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보여줄 계획이라면서, 앞으

로 더 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작품을 3D로 제작해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5.  김교만 디자인의 현대적 계승은 가능한가

김교만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이었다. 그는 자신이 일러스트

레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느 미디어보다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타인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나의 성격

에서 우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미디어를 좋아했을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에 시

달리지 않고 남의 눈치를 살필 필요성도 적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자기 개성을 주

장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에 마음이 쏠리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뿐이랴. 일

러스트레이션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고 성찰이 있고, 과장이 있고, 색상이 있고 

더 깊게는 환상이 있고, 우화가 있고, 시가 있고, 정서가 있고, 인간상이 있기에 더

욱 친밀해지며 애착이 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의 영역을 창조하여야 하

는 행위는 어느 미디어보다 중요한 가치와 흥미 있는 창작활동이라 생각된다.47

이처럼 김교만은 본인 작업의 핵심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성

민(2011)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가 남긴 주요 작품들은 오늘날은 물론 당대에도 ‘일

러스트레이션’으로–또는 ‘삽화’–로 불리던 활동과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CI나 포스

터 등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영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면서 “그의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은 현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실현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전시나 자율

적 출판물 형태로 실현되었던 듯하다.”라고 지적했다.48 

김교만이 첫 개인전을 개최했던 1976년 무렵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일러스트레

47 「커버스토리의 주역들을 찾아서」, 『월간디자인』, 통권 31호, 1979.
48 최성민, 「“김교만과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향방”에 대한 질의문」, 『1954–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인물과 사건 II』, 조형연구소 2011 학술대회 자료집, 2011,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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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은 단순한 삽화의 개념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고 광고 및 출판시장에서의 수요도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다. 해방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인물로는 김영주(1919–

1998), 이순재(1920년생), 전성보(1927년생), 홍성찬(1929년생), 김광배(1933년생)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신문, 잡지, 단행본, 교과서, 동화책 등에 그림 원화를 그리는 

일을 했고 이들의 활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이나 대학 차원의 디자인 

교육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교만이 왜 자신의 작업을 일러스트레이

션이라 지칭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회화적 모더니즘 그래픽 

기법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한홍택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

론해볼 수 있다. 한홍택의 간결하고 회화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은 디자인이 응용미술로 

이해되던 1950, 60년대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래픽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김교만은 

이러한 한홍택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김교만에게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한홍택의 그래픽 스타일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를 넘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세계를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매체이자 상업적, 기업 지향적인 디자인 비즈니

스와 자신의 작업을 차별화하면서 개인적인 특이성을 고집하는데 적합한 매체이지 않

았을까 생각된다. 

겸손하고 소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김교만은 작업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스럽고 집요한 면을 갖고 있었다. 그는 확고한 스타

일을 지닌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디자인 교

육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특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상

황에 적응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도 자기 이미지를 굳혀가는 작가들이 더러 있죠.”49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교만은 1965

년부터 1994년까지 30여 년간 대학에 몸담았으나 디자인 교육자보다는 디자이너로서

의 자부심과 자기인식이 더 강해서 서울대 그래픽 디자인 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이나 학

과 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50 

49 강현주, 「한국인의 서정과 해학을 담은 작가, 김교만」, 『월간디자인』, 통권 124호, 1988년 10월호.
50 1970년 이순석의 퇴임 후 김교만은 조영제, 양승춘 등 서울대 그래픽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는 세 

교수 중 가장 연장자였는데 김교만과 조영제는 평소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나 활동영역, 개인적 
성격 등이 매우 달랐고 1994년 김교만이 정년퇴임 할 때까지 학과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는 주로 
양승춘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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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에 상상마당에서 열렸던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주최의 

‹VIDAK 수요일: 1세대 디자이너를 만나다–고(故) 김교만 교수의 작품세계에 초대합

니다› 포럼에서 김훈은 자신이 “김교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디테일한, 비공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세간의 평가와 달리 자신은 김교만의 장점은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한국적인 그

래픽 디자인을 표현해낸 데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퍼스낼러티, 즉 김교만의 표현에 따르

자면 ‘자기체질’이 녹아 있는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 김훈

의 이러한 평가는 김교만의 첫 개인전 도록 서문을 쓰고, 이후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

픽 4』(1986)에 「김교만 교수의 일러스트레이션 세계」라는 글을 쓰기도 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동료 교수이자 미술평론가인 유근준이 “김교만의 아이디어, 디자인, 생활만

큼 한 디자이너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던 말과도 통

하는 것이다.51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75학번으로 80년대 초반에 김교만이 진행했던 한일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CI 작업에 참여하며 대학교수로서의 김교만과 디자이너

로서의 김교만, 이 두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김훈은 교육자로서 김

교만은 수업은 거의 하지 않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휴강이며 학생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저 ‘어, 잘한다. 좋아.’라고 칭찬만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디자인을 배

웠다고 했다. 그는 한때 자신도 김교만이 자로 줄 긋고 컴퍼스로 뺑뺑이만 돌리는 디자이

너이며 가르칠 게 없으니 안 가르치는 교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졸업 후 함께 작

업을 해나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은행 심벌마크를 개발

할 때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김훈이 잎이 얇아지며 팔각형에서 카네이션이 나오는 형

태를 그리면서 아주 쉽게 도형화시켜 작도를 하려 했더니 김교만이 “너는 왜 형태에 작

도법을 맞추지 않고 작도법에 형태를 맞추느냐.”면서 질타를 했고 그때의 경험은 이후 

김훈 자신이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 늘 기억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김훈은 또한 김교만이 공예의 입체적 특성을 평면의 그래픽 작업으로 옮겨 표현

하고자 했던 디자이너라고 보았는데, 즉 공예가가 입체 재료를 다루듯이 평면에서 형태

와 색상을 끊임없이 스타일링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공예미술, 응용미술로서 

디자인을 배웠고 이후로도 공예작업을 이어온 김교만에게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기

51 유근준, 「김교만 교수의 일러스트레이션 세계」,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 미진사, 198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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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 도형이 익숙했고, 김교만은 자신이 개발한 그래픽 캐릭터를 마치 어린아이가 장

난감을 갖고 놀듯 스스로 즐기면서 작업해나갔다는 것이다.52

김교만은 작품의 소재는 한국적 대상을 선택했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서구적인 

조형감각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가 1978년 50세의 나이에 영국의 세인트마틴스미술대

학에서 일 년간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1950년대 김

교만의 학창시절 서울대 응용미술과의 디자인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었는

데 첫째는 일본 유학파 교수인 이순석이나 한홍택 등과 같은 강사들로부터 전해진 일본

식 도안 교육이었고, 둘째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서

양미술사를 가르치며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초대 미술학부장이자 이후 미술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던 장발의 영향이었다. 장발은 서양화 전공의 유영국53을 도안과 교수로 초

빙하여 학생들에게 ‘구성’ 과목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유영국이 가르쳤던 기하학적 순

수 구성은 이순석이 지도했던 모자이크나 전통문양을 적용한 벽면장식의 양식화나 편

화 수업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학생들은 장발과 유영국을 통해 서구적 맥락의 기하

추상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흐름은 6·25전쟁 시기 유영국이 학교를 떠난 후 서울미

대 최초의 외국인 강사였던 존 후랑크( John Frank)가 수업을 맡게 됨으로써 추상조형

의 구성 방법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디자인 교육을 받은 김정자가 귀국하

여 1958년부터 응미과에 출강하고, 그 이듬해 1959년에 응용미술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구성 과목은 미국식의 기초 디자인 개념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또한 권순형과 민철홍이 

한국공예시범소의 미국 연수프로그램으로 일 년간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

와 서울대 응용미술과 교수가 됨으로써 미국의 디자인 교육방법이 서울미대 디자인 교

52 김교만은 대학 재학 중이던 때부터 금속공예 작품을 국전에 출품하여 제4회(1955), 제5회(1956), 
제6회(1957), 제8회(1959), 제9회(1960) 입선하였다. 이후 제10–11회, 제13–14회, 제16–
20회까지 추천작가로, 제22회는 초대작가로, 제22회는 심사위원이자 초대작가로, 제23회는 
초대작가로, 제24회는 심사위원이자 초대작가로, 제25회는 초대작가로, 제29회는 추천작가로 
활동하는 등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전 공예부에 꾸준히 공예 작품을 출품하는 
등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추어 가면서도 공예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다.

5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에는 유영국이 서양화과 강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유영국저널』 창간호(2004)에 의하면 1948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도안과 교수로 재직했다고 한다. 유영국은 새로운 조형을 당시 
문양을 단지 양식화하는 전통적 기법으로 작업하던 도안과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김환기의 
권유를 받았으며, 장발에게 김환기가 권유하여 도안과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김민수, 「한국 
현대디자인의 추상성의 발현」, 『조형』, 제18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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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김교만은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서

구의 조형감각을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6·25전쟁의 발발 후 한국 사회에 

지원된 유엔군의 전쟁물자와 생필품을 통해 미국식 모던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일상적

인 차원에서 접하게 되면서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과 디자인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1946년 도안과 설립 초기부터 서울대의 디자인 교육은 일본식 교과 과정

만이 아니라 미국을 통한 서구식 조형감각, 즉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서구 

현대미술의 맥락을 내용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기보다는 추상적, 기하학적, 구조적, 기능적인 순수성을 갖는 시각적 형상성에만 주

로 주목하여 일종의 표현기법이자 스타일로서 받아들인 측면이 강했다. 즉 서구의 모더

니즘 사상이 어떠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동인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다.

최성민(2011)은 김교만이 어떠한 개인적, 미적 반성 과정이나 객관적, 사회적 영

향을 통해 그 자신의 양식적 특이성에 도달했는지 물으며 “테마는 민속적인 것을, 표현

기법은 현대적인 간결함을 추구한다.”라는 김교만의 결정이 “당시 그가 채용할 수 있었

던 하나의 기법을 당시에 적용할 만했던 하나의 소재에 단순히 적용한, 거의 우발적이

고 심지어 기회주의적인 선택”은 아니었는지 질문한 바 있다.54 이에 대해서는 생전에 

김교만 자신이 뚜렷하게 밝힌 내용이 없고 또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지인들 역

시 그가 어떤 계기로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교만 스타일이 과연 우발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엄밀한 미적 반성과 내적 성찰을 통한 

깨달음과 이에 따른 의지의 표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김교만의 선택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

저 김교만의 그래픽 캐릭터는 시각적인 형상성 면에서 1920–30년대 유럽에서 기하학

적인 구성 양식의 포스터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카상드르(Cassandre, 1901–1968)의 작

업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며55, 또 평소 김교만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밀턴 글레이저(1928

년생)이나 장 미셸 폴롱(1934년생), 피터 맥스(1938년생) 등과 같은 서양 디자이너들

54 최성민, 「“김교만과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의 향방”에 대한 질의문」, 『1954–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인물과 사건 II』, 조형연구소 2011 학술대회 자료집, 2011, 57–58쪽. 

55 정시화와의 비공식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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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을 즐겨 찾아보았으며 다나카 잇코(1930년생)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업 역시 

1970, 80년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사실 김교만 디자인의 기원을 따져 묻는 일은 김교만이라는 한 개인 디자이너의 

양식적 특이성을 규명해내는 일인 동시에 그를 통해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김교만은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 오늘

날과 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디자이너 세대가 막 출현하던 시기에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이어주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던 디자이너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로

서 김교만의 활동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보자면 전반부 시기는 이순석, 한홍택 등 

그의 스승이자 선배 세대들로부터 공예미술로서의 디자인, 응용미술로서의 디자인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 시기였고, 후반부는 이순석, 한홍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

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하고56 또 그러한 실험에 나름대로 성공하여 

당시 새롭고 현대적인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 대표성을 인정받

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김교만 스타일로 대표되는 1970, 80년대의 한국적인 그래픽 디자인은 ‘한국적인 

것’ 대 ‘국제적인 것’보다는 ‘한국적인 것’ 대 ‘서구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 전개된 것으

로 동일한 작품이 국내에서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디자인 감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

고, 외국에서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반영한 독특한 스타일로 인식되도록 하는 이중효과

를 기대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재는 한국의 전통적인 것에서 찾고 표현방식

은 당시 서구적인 것이라 생각되던 스타일을 간편하게 선택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형

식 간의 내적 논리와 상호 연관성, 긴밀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교만이 관

심을 두고 있던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나 시각문화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나 이

해가 아니라 그 자신이 좋아하고 또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감 있고 효과

적인 그래픽 표현의 소재이자 대상으로서의 한국 문화의 이미지였다. 김교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도 민속적인 소재나 자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밖의 한국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았던 점은 바로 김교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표현의 소재이지 결코 주제가 아

56 김민수는 김교만 스타일이 1969년 제4회 상공미전 추천작가 출품작품에서부터 전조적으로 
나타나 이후 그의 지배적인 스타일로 굳혀졌다고 보았다.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6–1996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조형연구소, 1996, 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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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교만의 이러

한 소재 중심주의적 태도를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고질병의 한 원인으로 지적한 김민수

(1996)의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만 문제의 원인을 특정 디자이너의 개인적 책

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당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과 디자인계 내부의 인식

론적 한계 등과 함께 파악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교만이 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던 한국적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라

는 사회적인 수요에 반응하면서 자와 컴퍼스, 그리고 포스터컬러로 상징되는 당대 대표

적인 디자인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재는 고정시키고 대신 재료와 테크닉의 실험만

을 지속해나간 것은 분명 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도안, 

공예미술, 응용미술, 상업미술, 선전미술 등으로 인식되던 시절에 김교만은 순수미술과 

차별화된 현대적이고 새로운 그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찾고자 했고 그 결과 등

장한 것이 바로 그의 그래픽 캐릭터였다는 점에서 볼 때 김교만이 추구했던 ‘한국적 그

래픽 디자인’은 그 명백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한국 그래픽 디자인사를 구성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우표나 추석선물세트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소개되어 인기를 끌었고 미술교

과서에도 수록 되었던 김교만식의 ‘한국적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추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자인의 중심이 대학이나 전람회에서 벗어나 디자인 비즈니스 현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일부 공모전 등을 통해서 여전히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는 상

황이다. 김교만 스타일에 대한 호오(好惡)를 떠나 김교만이 자기 작품과 맺고 있는 관

계의 긴밀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꼼꼼하게 촘촘히 읽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풍부한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서사를 갖게 될 것이며 김교만 디자인이 갖는 현재적 의

미와 그 한계 역시 재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김교만, 응용미술,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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