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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을 조사하고 남북한 현황을 비교·분석
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분단된 1945년 이후 한반도 통일
에 관한 학술연구는 정치·외교·사회·경제 분야가 그 중심축을 이뤄왔다.
남한에서의 북한 문화·예술연구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북한 및 사회주의
권 자료들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연구가 본격화 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
한미술은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남북분단 이후 관련연구가 지속된 영역
중 하나인데, 북한 산업미술은 회화, 공예, 조각에 비해 연구 결과가 미흡하
다. 현재 남한은 북한 산업미술의 기초 정보마저 부족한 상태이며, 기존 연구
는 시각디자인의 영역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산업미술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남북 통
일과정에서의 디자인 역할과 정책방향을 논하였다. 연구방법은 통일부 북한
특수자료실에 소장된 북한 문헌 및 미디어 원전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
다. 또한 통일과정과 관련된 통일·통합의 비교국가 사례연구를 위해 해외 관
련기관 인터뷰 및 방문조사,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의 디자인정
책 방향은 남북한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국제 비교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을 목차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는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환경 이해와 향후 통일과 관련
된 디자인정책 방향 연구로 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남북한 디자인과 관련된
문헌 자료조사, 통일·통합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에 앞
서 남북한의 디자인 용어를 국립대학 관련학부의 명칭과 법제의 개념정의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남북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어 조사 결과, 해방 이후 남북
은 디자인을 ‘도안’으로 부르는 일본과 중국의 미술교육 영향을 받았다. 이

후 남북한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래어가 보편화된 남한에서는‘Design’의 한글 표기가 80년대 이후 학제와
법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은 디자인 창작물을 지칭할 때는‘~
도안’으로, 미술의 한 장르로는 60년대부터 산업미술로 불리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남북한 국립 미술대학의 디자인 학부 명칭 변화 비교>
북한 평양미술대학

남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안과 (1946-1948)

도안학부

▼

(평양전문대학 설립부터 도안학부가

응용미술과 (1949-1983)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

한국전쟁 당시 도안학과가 이미

산업미술과 (1983-1989)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
산업미술학부

산업디자인과 (1989-1998)

(‘60년대로 추정 ~ 현재)

▼
디자인학부(1998~현재)

둘째, 남한에서 진행된 북한미술 선행연구들의 동향과 주요 쟁점과 남북
관계의 관련성은 살펴보았다. 해방이후 남한에서 발행된 북한미술 관련 단행
본,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논문들을 조사한 결과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
총 170여개의 관련 연구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 선행연구들의 주제어를 종
합·분석하면, 북한미술에 대한 개관(槪觀)을 설명한 것이 전체 25%로 주를
이룬다. 또한 북한의 문예이론 및 미술이론(17.6%), 미술교과서 및 미술교육
(10%), 예술가 및 단체(9.4%), 미술역사(7.7%), 미술작품(7%), 문예정책(5.3%),
전통미술 및 문화재(5.3%), 기타(12.7%) 순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측의 북한미술 연구는 해방이후 60년대까지 북한예술의 동향과 작
가들에 관해 연구하였고, 70년대는 북한미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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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는 북한미술 특성 분석과 남북미술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
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미술 작품 소개와 교육
관점의 남북 비교분석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2014년 초반까지 발표된 10여건
의 북한 산업미술 관련 학위·게재논문, 발표논문들을 연구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하면, 제품·공간(건축 제외)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에서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시각·디지털·패션디자인도 북한 선전화, 웹 싸이트, 전통의
상의 동향만 조사되었다.

<남한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 현황>
주제

세부 내용

건수(비율)

디자인관련법

남북 디자인관련법 비교

3 (8.3%)

디자인교육

-

0%

디자인이론

주체미술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

2 (16.7%)

디자인특성

북한 특성, 남북교류

2 (16.7%)

시각분야(북: 출판미술, 아동영화)

선전화, 신문편집, 캐릭터 분석

5 (41.6%)

제품분야(북: 공업미술 등)

-

0%

공간분야(북: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 (건축물 제외)

0%

디지털분야(북: 콤퓨터미술)

웹디자인 동향 분석

2 (16.7%)

디자인산업

-

0%

셋째, 남북한 디자인정책 환경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 배경을 조사한 결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사상성, 혁명성, 인민성
과 주체미술론의 조형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21세기 북한 산업미술은 지
도자 지침에 따라 과학성, 실리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
한 산업미술 발전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국가 경공업정
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향
으로 북한 산업미술은 수요·공급 시장이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8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 초기까지 장기간 쇠퇴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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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미술은 6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미술의
조형특성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북한 경제와 산업미술의 전개과정 및 특성>
북한 경제의 시대 구분

북한 산업미술 전개 과정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상징 창작기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기
(1945-1960)
▼

▼
국유화 산업의 도안창작 도입기
▼
전후경제복구 산업미술 활용기
▼
산업미술 성장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기
(1961-1974)

▼
조선화 기법의 산업미술 정착기

▼

▼
산업미술 조직 개편 및 발전기

북한 경제 쇠퇴기

▼
산업미술 보급기

(1975-1989)

▼
북한 경제 몰락기 (1990-1997)
▼

산업미술 쇠퇴기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기

▼

(1998-200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권적 계획경제기

산업미술 부흥기(2002년 이후)

(2002년 이후)

넷째, 남북한 국가체제와 디자인역사, 디자인행정, 디자인교육, 디자인
산업을 비교하였다. 남북 비교분석 결과, 남북한 디자인의 발전은 해방 이후
6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지만 8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상황 악화로 남북의 디
자인 역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 문화예술, 산업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2010년 이후 남북 디자인정책 환경의 비교 결과, 남북한 모두 디자인조직의
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북한 모두 디자인보호 및 진흥정
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정책 참여 및 결정구조는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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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참여하는 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은 지도자와
노동당이 디자인정책을 주도하는 국가통제(Statist)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이념성, 정치성, 중앙 집중성이 남한과의 큰 차
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디자인 시장 부재, 표현 자율성 부족, 문화다양성 부족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남한 디자인은 한국적 조형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남북한의 디자인정책 환경 비교>
디자인정책 유형

디자인정책 특성

디자인규제정책

노동당 및 지도자

1. 중앙집권적 체제 유지

디자인보호정책

북한
산업
미술

디자인정책 참여

ï

디자인진흥정책

2. 최고결정권의 교시 중심
3. 창작-실현의 정부 조율

ï

내각의 관련 조직

4. 디자인 검열 지도
5. 지식재산권 등록, 보호 비활성

디자인정책 유형

남한
디자인

디자인보호정책
디자인분배정책

도 단위 산하 조직

디자인정책 특성

ï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디자인정책 참여

1. 중앙과 지방 정책 분화

중앙정부

2. 정책 의제형성 구조 복잡

지역정부

3. 민간차원 심사, 평가활동 참여
4. 디자인정책 R&D 참여

디자인진흥정책

5. 디자인산업 통계 참조

디자인지원정책

6.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협력
7. 국제교류에 의한 공동

정책개발 협력

ï

디자인산하기관
디자인단체, 협회
디자인교육기관
디자인기업 및 전문가

다섯째, 한국의 통일정책과 과정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통일과
정을 기본으로 삼고, 3단계 과정별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 사례들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디자인 민간교
류 및 국가상징개발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였다. 2단계 남북연합 과정은 경제연
합공동체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조사하였는데, 디자인이 연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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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성 단계에서 정체성 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상징체계를
개발하고 공동 디자인정책을 추진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3단계 단일국가
과정은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통합에 따른 국가브랜드 연구와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이 알 수 있었다. 동서독의 디자인은 지역 산업
기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진흥사업과 통일세대를 위한 문화사업들에 참여
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구동독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자들을 중심으
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해외 교류협력
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문인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 남북한 현황과 해외 비교사례 조사를 통
해 향후 통일 과정별로 필요한 디자인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의 디자인 교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주
변 제3국 혹은 북한 특수경제지역을 통한 협력구도를 제안하였다. 디자인정책
방향은 남북한 인력·정보·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
북한의 물적 교류 이전 디자인 보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교육측면에서는 민간 디자인단체들과 교육기관들의 상호방문, 공동학술연
구, 교육지원, 기술정보 지원이 통일정책으로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결론 내
려졌다.
2단계 남북연합 과정에서는 연합정부 구성에서 발생되는 부문별 행정수
요와 이에 따른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남북연합 준비시기에 연합정부 및 개편
되는 지방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상징정책(symbolic policy)이 필요할 것
으로 전망된다. 남북연합 초기-중기에는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분
배정책이 예상되었는데, 지방 도시의 공공시설물, 도로·교통개발에 앞서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남북전체를 관리할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교육 및 문화측면에서는 공용교과서 디자인, 국내외 디자인전시,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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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학술활동 등이 발생하며, 남북연합과 단일국가의 전환시기에는 남북 통
합을 위한 디자인 구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남북연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디자인정책 방향>
남북연합 준비기

남북연합 초기 - 중기

남북연합 – 단일국가 전환기

전개
과정

⇨ 연방정부 관련

⇨ 남북 균형발전

⇨ 남북 통합

디자인 상징정책

공공디자인 분배정책

디자인 구성정책

참고

홍콩특별행정구, EU 및

EU 및 구동독 지역의

EU의 통일독일의

사례

통일독일의 상징 개발체계

공공디자인 개발

디자인정책기구 구성

Ÿ

남북연합 구성정부의
상징매체 디자인 개발:

내용

Ÿ

연합정부 공공디자인:

1. 연합정부 및 산하기관의

1. 남북전문위원회 구성

남북지역 균형 배분

2. 상징체계 관련법 제정

2.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3. 상징체계 시민 공모
4. 상징체계 심사 및 개발
5. 연방준비위원회 승인
6. 상징매체 공식 제정

(홍보, 행정, 교육 매체 등) 3.
3. 북한 교통, 주거, 환경시
설 공공디자인 개선

Ÿ

남북 디자인조직 개편:

1. 남북 관계부처 협의
2. 디자인위원회 구성
3. 남북디자인대표이사회 구성
4. 디자인공공기관
5. 연방준비위원회 승인
6. 상징매체 공식 제정

4. 북한 교육기반구축 지원

3단계 남북연합 과정에서는, 단일국가 과도기-정착기에는 중앙정부 주도
의 디자인행정조직으로, 단일국가 발전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민관협력의
디자인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
역디자인 조직구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는 남한
의 것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디자인위원회’
조직을 구상하였다. 북한의 경우 특별행정조직이 생길 경우 특별 조직에 디자
인 담당 부서를 두고 정책결정과 디자인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
한 현재 한국의 5개 지역디자인센터들(경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RDC)과
북한 평양의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
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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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 단일국가 초기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

국무회의

ð

대통령

õ

é

- 디자인부서 -

+
* 북한 특별행정조직

국회

ô

ô

정당

디자인관련
단체 및 협회

중앙부처:

지방자치체
- 지역디자인위원회 -

ó

ó

산업통상 관련 : 디자인산업 담당
문화예술 관련: 디자인문화정책 담당
교육 관련: 디자인교육 정책, 기관 담당

ó

법 관련 : 디자인관련 법률 운영관리
특허관련 : 디자인 지적재산권 담당

⇩

é

지역 디자인센터

산업경제·기술 관련 부처

+
ó

디자인교육기관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평양

디자인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

6개 디자인센터)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교류협력

(특화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디

디자인교육, 디자인개발연구

+

디자인통계 조사, 정보 제공
디자인기술개발, 디자인경영 지원

북한지역 신설 센터
(도 단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의 2-3개 신설)

문화산업 및 예술 관련

ó

자

+

인

디자인활용

위

일반산업체

원
회

+

국내외 공공디자인 개발 및 정책연구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디자인 지원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전문기업

국내외 디자인 흥보: 전시, 행사, 출판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
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
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
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
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
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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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기에는 지역과 세대의 화합을 위한 디자인정
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남북통일에서 예상되는 디자인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부사업 방향>
1단계: 단일국가 초반기

2단계: 단일국가 정착기

3단계: 단일국가 발전기

⇨ 국가안정 및 통합,

⇨ 단일국가

⇨ 지역 및 세대 간

지역갈등 완화정책

디자인발전정책

화합정책

전개
과정

참고

통일 독일 및 베트남의 디자인정책,

사례

통일독일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사업
Ÿ

Ÿ
Ÿ

공공시각매체:

Ÿ

공공시각매체:

Ÿ

공공시각매체:

통일국가상징 및 안보

기념화폐 및 우정사업류,

관련 디자인

지역문화교류 홍보 관련

공공공간:

시각디자인,

남북관계 관련 역사지구

국토종합계획, 경관계획,

통일관련 기록물 개발

디자인 설계,

행정·의료· 법 관련

기록관련 홍보물 디자인
Ÿ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단-통일기념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

문화화합공간 디자인,

Ÿ

공공시설:

신설 도시디자인,

사업

국립공원 및 문화재

산업단지종합계획관련

환경계, 에너지계 관련

내용

보호 디자인가이드라인,

환경조성사업,

시설물 디자인

도로, 교통, 폐기물관리

북한지역 주거·교육·문화

시설물 디자인

환경개선디자인,

남북지역 디자인산업 및

Ÿ

Ÿ

디자인정책: 자격증 및

Ÿ

Ÿ

공공시설:

디자인정책:

공공시설:

교육기반 편차 재개편,

학력인정 검토,

지역별 공공시설물 개선,

디자인법제, 조직 재개편.

산업표준, 지적재산관련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산업통계 남북통합

Ÿ

Ÿ

디자인정책:
북한지역 디자인 교육,
기술 지원

교육측면에서는 북한의 주체미술론 교육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남북 디자인교육자, 전문가, 전문기업들에 대한 자격 기준에 남북 합
의과정이 필요할 것 예측되었다. 산업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남북 표준
산업분류체계, 규격 및 색채의 표준 표기, 디자인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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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의 디자인정책 방향 제안>
통일전

⇨

남북 교류·협력 과정

통일후

남북연합 과정

단일국가 과정

전개

교류협력

교류협력

남북연합

남북연합

단일국가

단일국가

단일국가

단일국가

과정

준비기

정착기

준비기

중기

전환기

초반기

정착기

발전기

⇨

⇨

⇨
제3국,
디자인
정책
방향

디자인
관련
사업들

민간중심의 연방정부

국경지역 디자인문화
을 통한

교류정책

⇨

⇨

⇨

⇨

⇨

남북지역

남북한

국가안정

단일국가

지역 및

및 통합,

관련

균형발전

통합대비

상징체계

을 위한

디자인조직 지역갈등

디자인

디자인개발 공공디자인 구성정책

교류정책

분배정책

민간차원 남북디자인 남북연합

연합정부

교류·협력 교류협력 구성정부의

공공

구조 구측

조직체

상징매체

구상

공공디자인

디자인

개발

체계 및

디자인조직 안보관련
개편

세대 간
화합정책

완화정책

남북통합 국가상징
대비

디자인
발전정책

북한지역

남북지역

교육·문

디자인산업

화, 산업,

및 교육편차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개발

재조정

공공디자인

남북한 통일과정의 순서대로 연구를 요약하면, 디자인정책 방향은 민간
교류협력 추진과 민족성 회복을 위한 상징매체 검토,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이 전망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남한 디자인 교육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에 북한 산업미술의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해 향후 남북의 디자인영역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측면에서 통일의 화두를 던지는데 의의를 둔다.

주요어 : 통일 한국, 디자인, 정책, 남한, 북한, 산업미술
학 번 : 201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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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인 Harold D. Lasswell은, 정책이란 “사회의 변동
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이며, “목표와 가치 그
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 하였다(Lasswell, 195
1)1). Lasswell의 정의처럼 정책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예측성, 가
치성, 실제성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고 예측 기능성을
수반한다면 남북한 통일의 각종 정책들도 예측 가능할까?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회적 변수에 따른 디자인정책도 연구 가능할까?
본

논문은

디자인관점에서

정책학의

특성인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다학문성(inter-disciplinary), 규범성(normative) 관점의 학문적 접
근을 빌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디자인관련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필요
한지를 검토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합리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
다. 연구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남한에서 연구가 미비
한 ‘북한 산업미술(디자인2))’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남북한 디자인 현황
들과 관련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 차이점을 이해한다. 셋째, 분단국들의
교류·협력과 통합·통일과정에서 집행된 디자인정책들의 국제 사례들을 조
사하여 남북한의 미래를 사전에 예측하고 남북한의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정
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디자인정책은 각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통일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대비한 디자인정책들의 탐색뿐 만 아니라, Lasswell이 주장하는
‘정책분석의 맥락 지향성(contextual orientation in policy analysis)’측면에서
1)

Lasswell, H. D.,“Policy Orientation,” The Policy Sciences (1951): 11-13; 권기헌(2008), 『정책학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박영사, p.64.

2)

북한에서는 디자인을 ‘산업미술’로 부르며, 분야별로는 ‘~(미술)도안’으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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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이데올로기’, ‘국가 정책’의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정치 체
계 및 이념이 부여하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논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특성과 차이점 발굴과 향후 남북
교류와 통일시대에 디자인정책의 의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남
북 교류·협력 및 국가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의 문제정의 및 쟁
점형성단계(problem definition and issue formation)와 의제설정단계(Policy
Agenda setting stage)에서 참고 가능하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남북 디자인의 특성, 현황 비교분석과 남북통일 과정에서
참고할 해외 디자인정책 사례분석으로 정하였다. 남북 디자인 비교와 정책사
례 분석을 통해 연구 결론으로 남북한 통일 과정의 디자인정책 방향을 제안
한다.
연구 방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이론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북한 미술, 산업미술과 남한의 디자인정책, 통일 문화예술정책 등이었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 동향, 관련 이론들을 찾아 검토하였다.
둘째, 남북 디자인정책과 관련된 정치, 사상적 배경과 경제변화에 따른
디자인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남북의 특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을 남한 디자인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자
료는 북한 원전 및 해외 문헌들과 신문기사, 방송물을 수집하였다. 남한 디자
인현황 및 정책 자료는 국내 디자인관련기관의 발간 문헌들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넷째,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 국가 간의 교류·협력, 연합, 단일국가의 3
단계론에 따른 디자인정책 사례를 조사해 분석하였다. 사례는 순서대로 중
국·홍콩·대만의 디자인 교류·협력정책과 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 동·서독
과 베트남의 통일 이후 디자인정책을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해외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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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온라인 정책자료, 관련기관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남북한 디자인의 현황과 해외사례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반
도 특수성에 맞는 통일과정에 따른 디자인정책 방향을 연구 하였다. 남북통일
가설은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
합, 단일국가의 3단계에 기초하여 디자인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그림 1> 연구방법 체계

연구과정에서 조사된 북한의 디자인관련 조직 및 공공기관3), 디자인협
회, 디자인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업무를 정리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한
독일 등 사례국가들의 디자인정책 관련 인터뷰들도 정리하였다.

3)

공공기관은 남한에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6호)’의 지정기관을 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우 노동당과 내각에 산하기관들을 칭하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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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한 디자인관련 용어 및 개념 정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어들도 남북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외래어가 보편
화된 남한에서‘Design’이 학제와 법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디
자인 창작물을 지칭할 때는‘~도안’, 미술 분야로는‘산업미술’로 불리고
있다. 디자인정책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 남북한의 법령에 의한
디자인, 산업미술의 각각의 정의를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 경우는 국가정책의
원령인 김정일의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4)을 참조하였다. 남북의 현
법령의 비교에 따르면 남한은‘산업디자인’과 ‘디자인’의 정의는 제품 및
시각정보 등 창작행위와 결과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의
‘공업미술도안’, ‘산업미술’은 실현을 전제로 그려진 이미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표 1> 남북한 법제의 디자인 관련어 개념 비교
디자인

법제 용어

정의
“공업제품과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있게 만들고

산업미술
꾸리기 위한 도안을 선행시켜주는 미술”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북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
공업도안

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 장식도안이 속함”

design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디자인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남
산업
디자인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

4)

김정일(198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 –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
평양: 문예출판사 편찬.

5)

법제처, 북한법제정보센터,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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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회체제 하에 외
래어 수용과 표기 규범에 대한 어문정책의 차이에 있으며, 남북의 주변국들의
미술교육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미술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의
학부명칭 변화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1947년 9월 16일에 전문대로 설립되어
1949년 국립 전문미술대학으로 승격된

평양미술대학의 경우 정확한 학부의

명칭은 찾기 어려우나 출판화 및 도안화 강좌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
후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는 도안학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7). 평양미
술대학은 이후 디자인관련 학부명을 다시 ‘산업미술학부’로 변경하는데 년
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60년대 출판된 「조선예술」에서는‘산업미술학
부’구분되어 있으며 이 학부명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표 2> 남북한 국립 미술대학의 디자인 학부 명칭 변화 비교
북한 평양미술대학

남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안과 (1946-1948)

도안학부

▼

(도안학부가 평양전문대학 시작부터

응용미술과 (1949-1983)

독립학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

한국전쟁 당시 학과가 이미 존재하고

산업미술과 (1983-1989)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
산업미술학부

산업디자인과 (1989-1998)

(60년대로 추정 ~ 현재)

▼
디자인학부(1998~현재)

6)

북한 『조선예술 2』에서는 1945년-1953년 동안 산업미술을 공예, 회화 등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
았다. 북한 공훈예술가 정관철은 1943년부터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선전부에
서 사업하면서 선전화, 격문들의 그림을 그리고, 기관지 표지삽화, 표지, 벽화, 도안(1951년 우표도
안) 등 남긴 것으로 보아 회화 전공자들도 도안을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7)

북한정권의 초기 산업미술가로 활동한 곽흥모(1921-1988)는 일본 제국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후
1944년 귀국하여 날염공예, 라전옻칠, 소뿔공예, 우표도안 활동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술대학 도
안학부 학부장 역임하여 ‘도안’의 북한사회 역할을 부각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 이구열(2001), 『북한미술 50년⌟, 서울: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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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우 국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관련 학부 명칭 변화를
<표 2>에서 살펴보면‘도안과(1946-1948) ‣ 응용미술(학)과(1949-1983) ‣ 산업
미술과(1983-1989) ‣ 산업디자인과(1989-1998) ‣ 디자인학부(1998~현재)’로 변
화하였다8). 남북 국립미술대학의 디자인학부 명칭의 변화를 비교하면, 일본
미술교육의 영향으로 해방이후 남북한은 도안이라고 공통의 용어를 사용하다
현재는 다르게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 가
능한데, 일본강점기에 일본 미술대학에서 도안화를 배우고 국내로 들어온 유
학생들이 교원이나 창작가로 활동하면서‘도안’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 된다.
북한미술은 해방이후 6.25전쟁 이후까지 일본, 유럽 등에서 수학한 미술
교원들과 러시아의 레핀대학 교수이자 평양미술대학의 문화성 고문관으로 파
견된 변월룡의 영향을 받았다. 1954년 이후 북한미술가들이 변월룡에게 보낸
편지들과 미술관련 기관지 기사들을, 보면 50년대 중반까지 ‘에츄드(스케치,
습작),‘그라휘크(그래픽 디자인)’, ‘프라카드(포스터)’, ‘꼼뽀지찌야(그림
구성)’ 등 러시아 용어들이 한글 발음으로 표기되기 된 것이 관찰 된다9). 또
한 변월룡은 포스터 등 선전화 도안도 평양미술대학에서 지도하고 직접 작품
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 사회주의 미술형식이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이후 복구시기인 1954~1966년부터 ‘산업
미술’영역이 조선화, 조각, 공예와 같이 미술의 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설명
되었다10).
북한 산업미술의 개념은 정권 지도자들의 문학예술이론에 의해 정의된
다. 북한은 21세기에도 1986년에 출판된 김정일의『공예 및 산업미술창작리
론』의 산업미술 개념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 이론의 산업미술 개념은 제품,
환경의 선행 밑그림을 의미한다. 북한은 최근 영어 및 기타 외래어 표기에 대
해 이전보다는 융통성을 보이지만, ‘디자인(design)’은 노동당 기관지인
8)

참조: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2006),『서울대학교 60년사』.

9)

참고: 문영대·김경희(2004),『러시아 한인 화가 변월룡과 북한에서 온 편지』, 의정부: 문화가족.

10)

참고: 『조선미술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25 -

「노동신문」이나 문화예술 정기간행물인「조선예술」 등 공식 인쇄매체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북한의 디자인영역인 산업미술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분
야를 갖고 있는데, ‘상업미술’, ‘건축장식미술’, ‘방직미술’, ‘의상미
술’, ‘출판미술’등 디자인의 전문 분야를 표기 할 때는‘~미술’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창작물의 경우‘상표도안’, ‘거리장식도안’, ‘포장도
안’, ‘형태도안’ 등으로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다11). 최근 북한은 새
지도자 김정은의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인쇄 및 방송매체를 통해 “산업미
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강조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초기 일본 도안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이 활동하였다. 1887년
에 설립된 도쿄미술학교에는 20세기 초부터 도화사범과가 있었고, 이 학교를
1924년 입학해 1928년에 졸업한 후 평양미술대학의 초대교장 및 학장이 된
김주경이 북한의 국기, 국장 도안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12). 인근 중국의
근대 미술사에도 도안이 등장한다. 중국은 1906년 도화 수공학원을 설립하여
최초의 공예·디자인교육을 시작할 때 일본 교수 초빙으로‘圖案(도안)’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1912년 중국 최초의 미술교육기관인 상해도
화미술원(上海圖畵美術院)은 1921년‘상해미술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도화(圖畵), 서화(西畵), 노작(勞作, 실습)의 수업을 개설하고 도안화(圖案畵)의
학과로 독립되었다. 1918년 북경에 설립되어 후에 중국의 국립미술학교(중앙
미술학원)가 된 북평미술전문학교는 1928년 북평대학예술학원으로 이름을 바
뀌면서 국화, 서화, 실용미술학과가 개설되었다13). 사회주의국가 중국은 교육
에서 70년대까지 북한과 같이 디자인을 상업미술, 공업미술로 부르다가 중국
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부터 디자인의 외래어 표기로 학부 명칭을 쓰
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산업영역에서 디자인을‘설계’로 칭하기도 한다.
11)

최희선(2011),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과 남북 디자인 교류 전망,”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디
자인트렌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및 북한 조선예술의 용어 정의 참조

12)

문영대·김경희, Ibid., p.347.

13)

유맹맹(2010), “중국 근 현대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과 석사학위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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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디자인 관련용어들이 시대 배경에 따라 다르게 사
용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남북의 정책 및 미술교육에서 사용되
는 용어로 남측은 디자인, 북측은 산업미술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기타 북한
디자인 관련용어들은 첫 사용 시 남한의 용어를 병행 표기하여 남북의 차이
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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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2.1. 북한미술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과 산업미술 연구의 제한성
2.1.1. 북한미술 선행연구의 시대별 쟁점
북한 산업미술은 경공업정책과도 연관이 있지만, 교육구조 측면에서는
조선화, 조각, 공예와 같이 미술영역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조사에
서 북한 산업미술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북한미술에 대해 먼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해방이후 남한에서 발행된 북한미술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
술지 게재논문들로 정하였다. 조사 결과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 총 170여개
의 관련 연구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북한미술 관련 문헌자료들의 주제어를 종합·분석하면, 문화예술(북: 문
학예술)14)의 일부로 북한미술에 대한 개관(槪觀)을 설명한 것이 전체 25%로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문예이론 및 미술이론(17.6%), 초·중등교육(북: 소학
교, 중학교)의 미술교과서 등 미술교육(10%), 예술가 및 단체(9.4%), 미술역사
(7.7%), 미술작품(7%), 문예정책(5.3%), 전통미술 및 문화재(5.3%), 기타 (12.7%)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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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단이후 남한의 북한미술 연구 쟁점

14)

남한에서 사용되는 ‘문화예술’ 용어는 북한에서 ‘문학예술’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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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미술에 대한 관심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해방이후 남측의 북한미술 연구는 60년대까지 남측에서는 북한예술
의 동향과 작가들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후 70년대는 북한미술의 이데올로기
특성과 사회주의 미술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80년
대는 북한미술 특성 분석과 남북미술의 비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표 3> 남한의 북한미술 연구 쟁점 변화
북한미술 관심주제

시기

북한미술, 작가 동향

해방이후- 60년대

▼

▼

사회주의 미술이론과 북한 문예 특성

70년대

▼

▼

북한미술의 일반 특성
80년대
남북미술 비교 분석(1989)
▼

▼

북한미술의 분야별 이해, 남북 교류, 남북의 전통미술

90년대

▼

▼

남북미술교육 비교, 북한미술사 전개 등

2000년 이후

한국에서의 북한미술 연구는 1988년 정부의 7.7선언으로 납·월북 작가
해금 조치, 북한자료 일반 공개 등으로 90년대부터 본격화 되는 계기를 맞았
다15).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8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북한
문화예술 연구, 권승희의『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 일
간지를 중심으로(1996)』16)와 김진홍의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1999)」17) 등 디자인관련 연구가 등장하였다. 90년 이전까지
남측에서는 북한미술의 회화, 조각, 공예, 산업미술 중에서 특히‘조선화’ 중
심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한은 50년대 말부터 민족적 형식의 예
술을 강조하며 전통회화인‘조선화를 중심으로 하는’미술정책을 전개하였다.
15)

참고: 동아일보(2001. 1. 27), art in culture(2001. 2) ‘북한미술, 잃어버린 미술사의 복원.’

16)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학위논문(1996).

17)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1999. 12), 『북한연구 2』, pp. 4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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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북한의 조선화를 통해 북한미술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려 된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통일의 관심 범위가 문화·예술분야까지 확대되었
고, 이시기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미술을 직접 소개한 윤범모의『평양미술기
행(2000)』이 출판되었다. 평양미술기행에서는 북한 미술작품, 평양미술대학의
방문기, 교원과의 인터뷰 등을 소개하여 북한미술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북한미술 반세기 전개과정을 소개한 이구열의『북한
미술 50년 : 작품으로 만나는 주체미술(2001)』은 북한『조선미술사 2』18)의
자료들을 기본으로 미술역사의 개관뿐만 아니라 북한 미술작가 인명록, 창작
단체, 교육기관 등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미술 작품
소개와 미술특성 분석의 비중이 높아졌다. 2010년 전·후반에는 안미옥의
『북한 미술인재 양성체계 연구(2013)』19) 와 같이 교육학 관점에서 북한 미
술 교육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 중 김진아의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교육과정 분석
을 중심으로(2012)』20)는 남북 초·중등 미술교과서 비교를 통해 통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에서 북한 미술교육 연구의 증가한 배경은 90년대 말
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교과서가 남측에 유입되면서 비교 연구 가능하
게 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로 2000년 이후 분단
국, 사회주의국가의 미술과 북한미술을 비교하는 연구도 증가하였다. 이중
‘사회주의 사실주의’ 연구와 해방 이후 미술사학 관점에서 북한미술 연구
들이 증가하였다. 홍지석의 「북한미술의 근대성 : 사회주의리얼리즘, 조선화,
그리고 사진(2013)」21), 「북한미술연구사, 1979-2010(2011)」22), 「북한미술의
18)

『조선미술사 2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위논문(2013).

2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2012).

21)

현대미술사학회(2013).

22)

현대북한연구(2011, 4),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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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 카프미술, 항일혁명미술, 그리고 조선화(2010)」23) 연구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미술교류, 사회주의 리얼리즘, 근대성, 북한미술사 전개에 대해 다루
고 있는데 주로 회화 등 조형예술 관점으로 서술하여 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이후 69년 동안 남한은 남북관계 및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미술연구의 관심 영역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북한미술 연구 대부분이 회화, 조각 등 조형미술을 다루었으며, 교육도 고등
과정의 전문 분야별 연구는 미흡했다. 더욱이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양적으로
도 극히 미비할 뿐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관찰되
었다. 연구 주제어로 비율을 구분하면 전체 북한미술 연구들 중 약 5%만이
북한 산업미술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2.1.2. 북한 산업미술 연구의 한계성
위의 조사를 통해 남측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
적하였다. 2014년 초반까지 10여건의 북한 산업미술 관련 학위·게재논문과
발표논문들을 연구 주제별로 분류해 비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남한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 현황

23)

주제

세부 내용

수(비율)

디자인관련법

남북 디자인관련법 비교

3 (8.3%)

디자인교육

-

0%

디자인이론

주체미술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

2 (16.7%)

디자인특성

북한 특성, 남북교류

2 (16.7%)

시각분야(북: 출판미술, 아동영화)

선전화, 신문편집, 캐릭터 분석

5 (41.6%)

제품분야(북: 공업미술 등)

-

0%

공간분야(북: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 (건축물 제외)

0%

디지털분야(북: 콤퓨터미술)

웹디자인 동향 분석

2 (16.7%)

디자인산업

-

0%

한민족문화연구(2010, 8),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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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와 같이 국내 연구는 디자인 역사와 조형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디자인 분야별로는 제품·공간 분야의 국내 선
행연구들은 살펴볼 수 없었으며, 시각·디지털·패션디자인 영역 중‘북한 선
전화, 웹 싸이트, 전통의상’의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디자인관련법 선행연구들은 북한에 등록된 상표와 디자인 사례 분
석보다는 법률 중심의 연구이 대부분이다. 최은석(2011)의 「북한의 산업재산
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통합」24)과 박종배(2010)의「남북한 산업재
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25)에서는 남북 산업재
산권 비교와 북한‘상표법’, ‘공업도안법’을 소개하였다. 박종배는 통일전
후의 산업재산권 권리와 분쟁조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디자인은 특허와 구
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또한 이승룡(2008)의 「남북한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26)에서 남북 디자인관련법과 유럽,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여
통합 시 권리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에 고려할 사항은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
은 남북경협 전개에 따른 시대 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산업미술의 이론 연구는 박암종(2014)의「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
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70-2000년대 선전화를 중심으로」27)와 김진홍(1999.
12)의「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28)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암종은 포스터(북: 선전화)의 문화적 배경과 70년대 이후부터 시작
된 문학예술 창작이론인‘종자론’개념과 창작특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김
진홍은 구소련에서 시작되어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중반까지 북한 문학예술
에 크게 영향을 끼친 창작운동인‘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대
해 논하였다. 그는 실용성측면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북한 산업미술 창작
이론 적용이 부적절했음을 논하였다.
북한미술과 시각디자인 특성은 박암종(2004)의「북한 디자인의 특성과
24)

통일문제연구 제55호(2011).

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2010. 9), pp. 1-53.

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08. 8), 법학논총 21(1), pp. 35-69.

27)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2014. 1),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pp. 851-862.

28)

북한연구 2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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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디자인 교류에 대한 연구」29)에서 설명하였고, 최희선의「북한 산업미
술의 현황과 남북 디자인교류 전망」30)은 디자인 용어와 분류체계, 현황을 간
략히 설명하였다.
디자인 사례연구는 시각분야에 집중되어있는데, 북한식 출판미술에 속하
는 포스터(북: 선전화, propaganda poster)연구와 디지털 분야의 북한 웹디자
인 특성연구, 남북 전통의상 연구들이 남한에서 수행을 되었다. 북한 편집디
자인은 권승희(1996)는「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일간지
를 중심으로」31)에서 남한의 신문들이 가로쓰기로 전환한 90년대 이후의 일
간지 특성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선전화는 위에서 설명한 박암종(2014)의「북
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70-2000년대 선전화를 중심
으로」에서 20세기 후반의 창작된 포스터의 색채 사용, 구성방법의 특성에 대
해

설명하였다.

최희선(2014)은「North

Korean

Women’s

Image

in

Propaganda Posters after the Appearance of the New First Lady」32)와 「김
정은 집권 이후 창작된 북한 선전화 연구」33)에서 2000년 전후 창작된 북한
선전화들의 주제, 구호, 등장인물의 구성, 디자인 변화를 연구하였다.
남한에서 북한 애니메이션(북: 아동영화)의 연구는 창작배경, 문예정책,
아동영화의 문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아동영화문
학의 특성은 전영선34), 장명희, 서정남 등에 의해 창작원리 및 정책이 고찰되
었는데, 조형 연구는 문재철·홍주옥(2010)의「북한 인형영화의 캐릭터 디자
인: 1985년경 특징적 변화를 중심으로」35)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형영화 캐릭터의 제작 기법과 80년대 북한의 조선화
중심의 표현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9)

한국디자인트랜드학회(2011, 1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

한국디자인트학회(2004. 5), 2004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58-259.

31)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학위논문(1996)

32)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4 annual conference 발표 (2014. 3).

33)

최희선(2014. 2),「김정은 집권 이후 창작된 북한 선전화 연구 보고서」, 통일부 발표자료.

34)

전영선(2014)의 『북한 애니메이션(아동영화)의 특성과 작품정보』에서는 북한애니메이션 200여
작품들의 제작기관, 전문가 및 줄거리를 살펴볼 수 있다.

35)

한국콘텐츠학회(2010. 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pp.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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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련분야 선행연구는 김소현·김현석(2012)의「북한의 홍보용 웹
사이트 시각요소에 대한 연구: 정권에 따른 인터넷활용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
로」36)과 「북한 웹사이트의 GUI 동향」37)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기능
용, 정보용, 상업용, 홍보용 목적에 따른 웹 싸이트를 구분하고, 타이포그라피,
색채, 레이아웃의 특성 분석과 최근 모바일 웹, 외부서비스(SNS)의 활용 경향
을 논하였다.
남측의 북한 산업미술 선행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디자인
이론의 핵심적 내용을 제시한 『김정일미술론』38)과 『공예 및 산업미술창작
리론』39)의 고찰이 부족하였다. 또한 디자인 역사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
였으며, 북한 산업미술의 큰 특징 중 하나인‘조선화’중심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논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디자인 사례 연구는 시각디자인에 편중되어있
었으며, 제품과 공간디자인 영역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배재된 디자인과 정치이데올로
기, 디자인정책의 시대변화, 디자인 고등교육 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상표, 포장, 전시영역인 상업미술, 제품
디자인 영역인 공업미술, 공간관련 건축장식미술 등 사례 수집을 통해 디자인
창작조직, 행정체계 등 현황을 조사하였다.

2.2. 디자인정책 선행연구 고찰
2.2.1. 디자인정책의 개념 정의
정책은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정책학의 제창인 H.
Lasswell(1951: 11-13)40)은, 정책이란 “사회 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라고 정의한다. 또 Y. Dror(1983: 12, 14-17)41)는, 정책
36)

디자인융복합학회(2012. 8), 디자인융복합연구 35, pp. 71-83.

37)

한국디자인학회(2007. 10), 디자인학연구 20(5), pp. 303-312.

38)

김정일(1992),『김정일미술론』,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3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 – 공예 및 산업미술창작리론』(1986), 평양: 문예
출판사.

40)

H. Laswell(1951), The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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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활동 지침”, “공식적 목표로 최선의
수단에 의한 공익 달성”이라고 설명한다. H. Laswell과 Y. Dror의 개념을 기
반으로 권기헌(2008)은“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 지침”이라 해석 한다42). D. Easton(1965: 358)과 T. R.
Dye(Friedrich, 1963: 70)의 개념과 정책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사회과학 관점의 정책 개념
참조 : 권기헌(2008: 8-11)

정책의 정의

주요 개념

정책의 특성
목표지향성

Harold Dwight Lasswell:
- 사회변동의 계기

미래사회

-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의 가치

- 목표와 가치, 실제적 계획

설계

수단지향성
미래지향성
가치배분성

David Easton:
- 사회전체를 위한 권위를 갖는 가치배분

정치체계

- 정체체계에 내린 권위를 갖는 결정

의 권위

- 권위적 산출물

문제지향성
인과성
공식성

Thomas R. Dye:

선택적

- 정부 활동을 위한 선택의 모든 것

정부활동

Yehezkel Dror:

정부의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 활동지침

활동지침

양면성
강제성과 제약성
결정수준의 상위성

‘디자인정책(design policy)’의 개념도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의 디자인정책 혁신 네트워크인‘SEE Platform’에
서 Anna Whicher은 “디자인정책은 디자인 행위자와 요소간의 상호작용 체
계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는 정부의 개입
이다43)”라고 설명한다.
41)

Y. Dror,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Transaction Paublisher, 1983.

42)

참조: 권기헌(2008), 『정책학-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서울: 박영사, pp. 8-11.

43)

“Design policy is government intervention aimed at stimulating the supply and demand for design
to tackle failures in the way that actors and components interact in the desig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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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Design Policy Model of Sun Quin(2010)
재인용: PDR(National Center for Product Design & Development Research)·European Union,
(2011, 6), SEE bulletins- Issue 6, Cardiff: p.4
출처: Sun, Q(2010. 12), “Design Industries and Policies in the UK and China: a Comparison,”

Design Management Review 21(4), pp.70-77.

또한 중국계 산업디자이너이자 영국의 디자인경영 학자인 Sun Quin은
경제학의 전통적 개념인 디자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정의한다. 그녀의 경
제 관점의 디자인정책 모델을 개념화하면 다음의 <그림 3>와 같은데, 디자인
공급자와 디자인 수요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균형(balance)과 순환 구조를 강
조한다. 그에 의하면 디자인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직접, 간접의 2단계로 나뉜
다. 디자이너와 기업·지역정부의 관계를 직접적인 정부개입으로 정하고, 디
자인 산업영역과 디자인 전문교육은 간접적 정부정책을 펴야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 Sun Q.의 산업·무역영역 진흥(promotion)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
는 한국 디자인정책과는 반대의 개념을 주장하여 주목할 만하다.
Y. Dror의 개념처럼 정책은 정부기관이 내린 활동 지침이라 정의한다면,

이미지출처: SEE Platform(Sharing Experience Europe Policy Innovation Design), (2012. 11), Design
Wales, Brussels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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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개념을 알 수 있다. 한
국 정부의 디자인 관련법들은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있
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10개 지원 분야 중 하나로 디자인이 포함되
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공시설물 디자인 조례’등 177건의 디자인관련 자치법규들이 제
정되었다(2014년 6월 기준).44) Sun Q.의 정책모델에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디자인 수요(Design Demand) 중심, 즉 Policy B와 D처럼 산업진흥과 지적재산
권 보호, 공공시설 및 환경에 한국정부의 디자인정책이 집중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인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산업·문화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지침”이라고 개념을 정리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정책은 국가 지도자들의 교시에 의해 생성되고 당에 의
해 집행된다. 이구열(2001)의 『북한미술50년』에 의하면, 해방이후 북한 미술
정책은 “정치적 수단화, 사회주의 혁명과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위한 주체사
상 교양”이 본질이라고 설명 한다45). 북한 산업미술은 1966년 김일성 국가미
술전람회의 담화문에 의해 조선화를 기본으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 특성
을 담도록 창작규범을 기본 정책으로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46). 2000년 이후의
산업미술정책의 개념은 주체사상 문예정책보다는 공업, 특히 경공업교시와 연
관이 깊어졌다. 2012년 김정은은‘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현장 담화47)를 통
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치수단으로 산업미술정책을 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을 소개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48)에서

44)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5)

이구열(2001) ⌜북한미술 50년⌟, 서울: 돌베개, p.34.

46)

Ibid., p.28,

47)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 나라의 산업미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출처: 로동신문(2012. 4 1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48)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 1면.
조선신보는 2010년 3월 조직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역할을“국가차원에서 산업미술창작의 방식
을 제시하고…”라고 전하고, 이 기관은 김정일에 의해 새로 조직되었다고 설명한다.
출처: 조선신보(2013. 12. 20),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우리 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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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산업미술정책의‘국가의 통일적 지도’, ‘경영전략의 일환’, ‘사
회주의문명국의 표상’3가지 주요 방향을 설명하였다. 북한의 전체주의체제,
유일영도체제 특성과 Y. Dror의 개념을 빌어 이를 재정리하면, 북한의 산업미
술정책은 “국가 경제와 이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당·정·군 지도층의 통일
된 디자인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9).

2.2.2. 디자인정책 선행연구의 주요 논제들
H. Lasswell(195150), 1970)은 시간과 공간적 맥락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 맥락의 이해를 근간으로 미래지향적 문제해
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남북한 디자인정책도 남북한 각각의 공간
적 맥락과 분단 이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이해 할 수 있다.
<표 6>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디자인정책 목표 변화
참조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40년사』(2010)

디자인정책연구 주제

시기

수출 달성, 포장기술과 생산성 향상

49)

60년대 후반

▼

▼

수출산업 육성

1970-1979

▼

▼

수출산업발전

1980-1992

▼

▼

경기회복 및 경쟁력 제고

1993-1997

▼

▼

디자인 확산

1998-2002

▼

▼

세계일류상품 디자인 혁신

2003-2008

▼

▼

디자인 고도화

2008-2012

▼

▼

지역경제 활성, 일자리창출

2013 이후

로동신문(2012. 4 11)에 의하면 국가산업미술전시장에 당, 내각의 주요인물이 김정은 수행에 참여하
고, 중앙산업미술중심의 건설에 군인 건설자들이 참여하여 것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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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디자인정책은 국가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전개되어왔다. 남한의
디자인정책은 디자인기관의 정책 변화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위의 <표
6>을 살펴보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후반기인 1970년 5월에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의 목표가 국가 산업경제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민간차원에서 바라본 디자인정책 수요 영역은 정부의 디
자인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디자인정책 연구는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산업,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
해 90년대 본격적으로 도시경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강현주(1998. 5)의
「1930-70년대 스웨덴의 사회개혁 정책과 현대 디자인의 형성」51)처럼 사회,
정치문제가 디자인정책 연구의 주요 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이후 국
내에서 발행된 디자인 학술기사, 저서, 논문 2백여 편 중 약 70% 가량이 국가
와 지역사회와 관련된‘공공디자인정책’을 논하였다. 연구 범위도 90년대까
지는 기업중심에서 디자인을 논하다가, 이후 2000년 이후부터는 디자인인력,
지역, 도시, 환경, 문화, 역사, 사회통합, 지적재산 등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
디자인정책의 관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후의 남북한과 EU의 디자인정책 주요 쟁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 7>와 같이
정리된다. 남한의 디자인정책 연구는 문화, 도시환경, 디자인산업 인프라 관련
주제가 많았고, 북한은 매체를 통해 산업미술의 개념을 보급하는 홍보(북: 소
개선전), 진흥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고찰되었다. 북한은 산업미술 사회인식 확
산을 위해 각종 기관지 발행 인쇄매체들과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개념과
사회적 역할, 발전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1세기 이후 상
표, 포장디자인 등 상업활성화, 주민 소비생활 향상과 컴퓨터관련 교육·창작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51)

강현주(1998. 5), “1930-70년대 스웨덴의 사회개혁 정책과 현대 디자인의 형성,”「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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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1세기 디자인정책 화두 비교: 남북한과 유럽연합
참조 : 1. 남한: 2000년 이후 발행된 국회도서관 소장 학술문헌 검색
2. 북한: 2000년 이후 발행된 북한 간행지「조선예술」의 내용과 공영방송 프로그램 검색
3. EU : EC(2012),『Design for Growth & Prosperity』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 p.28.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RA-07-015/EN/KS-RA-07-015-EN.PDF

남한

북한

EU의 디자인정책 화두

문화산업/

다양성(Diversity)

문화콘텐츠

사회주의

문화정체성

역사 보존

생활양식 반영

(Cultural
Identity)

창의성(Ingenuity)
민첩성(Agility)
지속성(Continuity)

지역브랜드

상보성(Complementarity)

공공디자인

평등성(Equality)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주민생활 향상,

기회 균등

산업미술

(Quality of

인식확산

Opportunity)

번영(Prosperity)
윤리(Ethics)
복리(Well-being)

지속가능성

공동체(Community)
거버넌스

삶의 질(Quality of life)
경제건설,

지적재산/ 특허
인력 양성

컴퓨터 기술향상,
과학화, 현대화

사회책임경제

효과(Effectiveness)

(Responsible

효율성(Efficiency)

Economy)

회복성(Resilience)

디자인산업/
전문성(professionalism)

중소기업 육성

<표 7>에서는 남북한과 해외 디자인정책 화두를 비교하였다. 해외 비교
를 위해 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 연구를 주도하는‘The 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유럽 디자인 리더십 이사회)52)’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였
다.53) EC는 2010년 유럽연합 정책개혁에 우선 고려해야할 10가지 사항‘ten

52)

재인용: 최희선, 송하동, 윤병문(2013, 9),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
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35(3), 한국중소기업학회, pp. 318.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0), “Examining Design and Innovation Policies in Europe,” SEE

bulletin, Issue 7, UK : Design Wales, pp. 8-11.
53)

유럽 디자인 리더십 이사회는 2011년 EC의 5명 부통령 중 한명이며 산업․기업 담당위원인 Antonio
Tajani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이사회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디자인인프라 구축 및 기업혁신을
유도하도록 디자인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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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es for innovation in the European Commission policy ‘Innovation
Union(European Commission, 2010: 3)’중 하나로‘디자인’을 포함시킬 정도
로 디자인정책 연구에 관심이 깊다. 유럽의 디자인정책 화두는 크게 문화정체
성, 기회 균등, 사회책임경제의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윤리,
복리, 공동체 등 ‘함께하는 디자인정책’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과 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의 화두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고유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짐을 발견한다. 북한과 남한, EU의 차이점
은 북한 산업미술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산업미술, 기술적 현대화
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에 의해 90년대 말부터 지적된 것처럼 북
한 제품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기술을 강조하는 북한의 의도로
해석된다.

2.2.3.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앞서 국내 북한미술, 북한 산업미술,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선행연구들에
대해 시대적 변화와 주요 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남한의 북한 산업미술 관
련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북한미술 중 북한 산업
미술의 관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산업미술은 연구가 양적으로 부
족할 뿐 아니라 시간디자인의 영역만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둘째, 북한 산업
미술에 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부내용을 연구에서 다루다 보니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고, 다른 연구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북한은 2012년을 기준으로 산업미술의 큰 정책 전환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2010년 이전 것으로 최근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
째, 디자인정책은 북한사회에서 경제, 사회문화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남한
에서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독특한 정치체제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고립된
문화전개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접근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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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북한 산업미술은 특히 50년대 말부터 민족적 형식
의 예술을 강조한 ‘조선화를 중심으로 하는’미술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미술사와 북한사회의 이해 없이 서구화된 남측의 디자인 관점으로는 그 특성
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의 북한 산업미술 현
황조사 이전에 시대적 전개과정과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적 배경을 먼저 고
찰하며 북한 산업미술을 이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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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디자인정책 환경 고찰

3.1. 북한 정치 체제와 산업미술 정책 환경
3.1.1.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 배경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제1조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와 ‘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1820
년대 후반 프랑스의 사회사상가인 삐에르 르루(Pierre Leroux; 1791-1871)에
의해 ‘개인주의(個人主義)’에 대립하는 의미로 유럽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이다54). 초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사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사
회개조 사상과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볼셰비키혁명 이후 급진적으로 유럽에 확산되었고, 제2차 세
계대전 이후부터는 소련에 의한 동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의 통제
구조로 사회주의가 변모하였다.
북한 사회주의는 1인 권력 구조로 변화하였다. 북한 정치는 조선민주주
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제3조55)에서 설명하듯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북한은 국가 건설 초기에는 마
르크스 이론에 따라 공산주의를 건설을 지향했지만, 김일성의 권력 강화 이후
독제체제인‘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은
문화예술은 개인보다 집단, 특히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특징이지
만56), 북한의 문화예술은 지도자의 교조적 지침에 의해 창조이론과 동기를 제
공하며 의해 창작배경의 사상을 검열하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산업미술 또한 공산당(북한 조선노동당)의 문화예술정책의 영향
54)

윤원구(1989), 『共産主義의 七大秘密』, 명지대학교 출판부, p.80.

55)

2010년 4월 9일 개정된「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56)

참고: 전영선·김지니(2009), 『북한예술의 창작지형과 21세기 트렌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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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북한 미술정책은 국가건립 초기 소비에트연맹의 사회주의 리얼리
즘(Socialist Realism)57)에 영향을 하에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22
년 소련 혁명러시아 미술가협회의 기본 논리를 발전시켜 1934년 제1차 소비
에트작가회의에서 미술 및 문학예술 전반의 예술 창작방법으로서 채택된 준
칙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모든 공산국가들에 영향을 주었고, 북한도 직접
적인 영향을 받았다. 문영대·김경희의 『러시아 한인화가 변월룡과 북한에서
온 편지』58)에 의하면,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4월 소·조(蘇朝) 문화교
류의 일환으로 소련에서 북한 교육성 고문관으로 파견된 레핀미술대 변월룡
교수에 의해 평양미술대학에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체제 및 화법이 북한에게
전수되었다. 변월룡의 활동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기록이 지워졌지만, 그는
평양미술대학의 학장 및 회화, 무대미술 과장을 역임하며 북한 사회주의 창작
화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북한 산업미술 측면에서는 변월룡의 사회주의 리
얼리즘의 화법이 북한 판화, 선전화, 삽화의 ‘출판미술’ 화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북한의 미술전반에 걸쳐 창작의 기본 틀을 제공하
였지만, 산업과 관련된 실용미술 분야에는 필연적으로 낙후할 수밖에 없는 근
본적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흥(1999)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사회주의 미
술은 사상성·우상성·혁명성·인민성을 강조하여 산업미술의 주요 목표인
실용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지도자의 우상화 등 심미성에 극히 제한적으로
미적기준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 한다59). 즉 북한의 산업미술은 국
가 운영하는 비경쟁적 예술분야이므로, 자율시장경제의 고품질의 부가가치를
디자인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역설적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은 세계 미술사를 인민대중의 욕구를 반영한‘인민미술’과 투쟁계

57)

이구열, Ibid., p.27.
이구열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프로레타리아 계급에 봉사하고 현실을 혁명적 역사 발전 속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한다.

58)

문영대·김경희(2004), 『러시아 한인화가 변월룡과 북한에서 온 편지』, 의정부시: 문화가족.

59)

김진흥(1999),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 『북한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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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이념을 반영한‘반향적 미술’의 두 유형으로 분리하는데, 이중 북한의
산업미술은 인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용미술에 해당된다. 주체미술의
총론인 김정일의 「미술론(1973)」에 의하면 북한의 산업미술은 창작 목표는
실용성, 미적 충족의 두 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업미술은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 뿐
아니라 물질생활에 대한 그들의 미적요구를 실현하는 미술 형식인 것인 만
큼 그 도안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창작하
여야 한다. 산업미술의 이 두 가지 요구 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산업미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산업미술도안 실용적인
측면은 제품의 생산능률과 질을 높이며 편하게 만들수 있게 하는 데서 나타
나며 미적인 측면은 사람들의 미적요구가 제품에 구현되는 데서 표현된다.”60)

하지만 북한 산업미술의 심미성은 제한적이다. 북한은 1966년 제9차 국
가미술전람회에서 김일성의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
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담화의 미술창작 교시를 산업미술의
기본 지침으로 삼았다. 이는 북한 산업미술이 조선화의 채색법, 선묘법과 민
족공예의 장식소재를 활용하는 북한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만들어 냈다.
1975년 6월호 『조선예술』에 실린 ‘공예 및 산업 미술 창작에서 조선적인
바탕을 살릴데 대하여61)’는 북한이 상표도안, 포장도안, 상품선전화(광고디자
인), 본보기도안 및 직물도안, 의상도안에서 조선화의 수성안료를 사용해 채색
과 묘사법을 살릴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미술도안 및 장치미
술도안에서도 조선화의 회화적 형상방법들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산업미술의 조형적 특징은 서구화된 남한 디
자인과 큰 차이를 보이며 남북이 이질적으로 발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다.

60)

김정일(1973), 『미술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153.

61)

박승구, 박병국(1975. 6), “공예 및 산업 미술 창작에서 조선적인 바탕을 살릴데 대하여,” 『조선
예술』, 평양: 문예출판사. pp.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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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1세기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 배경과 창작 방향
*북한 원전 중 김정일『미술론』과 정기간행물인 『조선예술』의 산업미술 관련 글을 참고로 작성
사상 배경
(사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내용:

정치 배경
(수령유일지배체제)

민족적 형식:

생활양식 반영

주체미술 창작방법 강조

21세기 정책 반영:
과학기술
중시 정책

⇩

⇩

⇩

사회주의적

+

조선화 기초로 하는

+

북한 산업미술의 창작 방향

사상성
혁명성

실리성

+

실용성

+

심미성

+

인민성

과학성
합리성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산업미술의 사상·정치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8>
과 같다. 북한 산업미술의 사상 배경은 그림과 같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반
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발전되었다. 이 특성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조선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주체산업미술의 조형성은 60
년대 중반이후부터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의 3세대 지도자의 교시로 이어
지고 있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은 70년대부터 김정일에 의해 물질문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실용성과 심미성이 강조되었고, 사상성, 혁명성, 인민성과 더불어
현재까지도 북한 산업미술 창작 방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에 통치방향과 시대요구에 따라 산업미술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였다. 김정일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정책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
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미술 분야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
을 반영하는 도안을 창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
회들에 출품된 기계, 건축장식, 운송, 공업제품 등의 산업미술 도안들은 컴퓨
터를 사용해 제작되었다. 이는 과학을 중요시 하는 북한 정책이 디자인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권력을 잡은 3대 지도자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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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체적인 산업미술의 교시를 내놓았다. 아래의「조선예술」62)

2013년 12

월호에 실린“공업미술(기계 및 제품 디자인분야) 창작과 인체공학”기사에서
김정은은 전 지도자들의 지침이던 산업미술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계속 강조
하면서 산업미술의 과학성, 합리성, 실리성, 노동의 경제성을 새롭게 부각시킴
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아래의 기사 내용 중 ‘사람-기계대면부 관계’는
UI design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북한 산업미술에서 중요시 다뤄
지지 않은 사용자기반 정보기술디자인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김정
은이 공장 자동화인 ‘CNC’보급처럼 첨단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산
업미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호칭생략)은 2009 3월 새로 건설된 김일성 종합대학 수영관 현지지
도에서 설계에서 인체공학적 요구를 비롯한 과학성의 원칙과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시대적 미감을 보장하는 실리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존칭생략)은 완공 앞둔 창전거리 현지지도에서
선편리성, 후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업미술
도안에서 인체공학적 요구는 선편리성 구현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공업미술창
작의 4가지 인체공학적 특성 구현을 설명하였다. 첫째, 사람-기계대면부 설
정: 각종 계기(문자판 바늘크기, 형태, 배렬, 위치, 색조화), 신호, 손잡이 크
기위치 조작방향 등 쉽게 설계해야한다. 둘째, 사람-기계의 합리적 공간적
위치를 보장해야한다. 셋째, 적정 형태, 칫수, 중량 조절(예: 송수화기손잡이)
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보형태(표시형식), 정보속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해
야한다. 다섯째, 기계로부터의 전자지, 방사선, 열원 등의 영향과 환경 고려
해야한다.”63)

북한 산업미술의 사상·정치적 배경에 대해 요약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미술의 조형적 특성은 갖고 있으며, 사회주의 생
활을 반영하는 편리성, 미학성의 원칙을 지키되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시대적
62)

「조선예술」은 문화예술 전 분야를 다루는 정기간행물로, 최근 산업미술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다.

63)

배영길(2013. 12), “공업미술도안창작과 인체공학,”「조선예술」,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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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갖는다. 21세기 들어 북한은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새 지표로 삼
고, 지도자의 지침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미술 조직 체계를 만
들었다. 조선신보(2013. 12. 20)에 의하면 김정일에 의해 2010년 3월 국가의 산
업미술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조직인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조직하였다고
전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은 국가차원에서 창작방향을 지시하고 각 하위조
직에서 창작된 디자인을 심의·등록하는 기관이다. 일부 디자인은 지도자 및
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산하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도
안을 창작한다. 또한 각 도, 성, 중앙기관의 산업미술 창작물들은 중앙산업미
술지도국에서 심의를 거친 뒤 주 2-3회 도안들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청사
를 찾아간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한다64).

<그림 4> 북한 지도자가 비준, 지도한 산업미술 도안들과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방문 사진
* 이미지 출처: (윗줄 좌부터 시계방향)
상: 2014년 김정은 지도의‘국가우주개발국’마크도안과 ‘아동병원’산업미술 도안(조선예술 2014. 6월호)
하: 중앙산업미술중심의 국가산엄미술전시회장 방문 보도화면 캡처(조선중앙방송, 2012. 4. 10),
김정은이 2012. 5. 31 비준한‘류경원’마크도안과 2012. 9. 26 만수대창작사‘모란봉악단’
마크도안.(조선예술 2013. 7월호)
64)

김지영, ‘경제와 인민생활 추동하는 “ 우리 식 디자인”-령도자의 관심속에 발전하는 산업미술’
조선신보, 2013년 12월20일,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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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미술의 창작 동기는 지도자의 지시와 당의 정책노선이 가장 큰 영
향을 끼친다. 위의 <그림 4>의 사례처럼 2012년 이후 『조선예술』에 비중 있
게 소개된 산업미술 도안들은 김정은의 비준과 지시를 받은 도안들이다. 실제
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에서 김정은의 첫 최종비준을 받은 도안은 2012년 5월
3-16일에 비준한‘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인민무력부문 군종별 상징마크도
안’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하였다65). 또한 최근 새로 건설된 공동주택과 시
설공간의 장식도안의 경우 100% 비준도안이 도입되었다고 전한다. 이를 보면
북한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지시와 당 정책에 의해 창작되는 도안들이 산업경
제 디자인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북한 산업미술의 경제적 배경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8월 『중요산업
국유화법령』을 공포해 주요 산업, 금융, 교통운수, 체신, 자원의 국유화 조치
를 단행하였고, 1947년과 1948년 1개년계획을 통해 사회주의식 경제계획화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경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국가가 생산·분배 등 경제 전
반의 계획을 세우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기관의 생산과 경영지표를 하달하
는 중앙집권의 일원화된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해방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 경제정책의 목표를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경제적 배경과 발전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9>과 같이 해방이후 북한 –미술-산업미술 정책의 전개과정을 시대별
로 비교해 보았다. <표 9>의 북한 경제 변화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의 구
축 과정과 계획경제의 추진 내용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한 조동호 외(2002)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66)의 시대 구분을 참고하였다. 북한의 1998년

65)

Op. cit.

66)

조동호 외(2001),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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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경제정책은 최수영(1999)67)의“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으로”와 이상만(2005)68)의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여 총 6개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북한 미술 전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80년대 말까
지의 미술발전사를 다룬 북한 원전『조선미술사 2(1990)』69) 을 참고하여 6단
계의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미술은 북한 미술사의 시대 구분 명을 참고하
되‘빛나는 ~시기’ 등의 북한식 수사적 표현은 배제하고, 전문기관지에서 주
요하게 다룬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별 특성을 찾아 정리하였다. 해방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북한 경제–미술-산업미술의 전개과정을 상호 비교해 분석한 아
래의 <표 9>를 살펴보면,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과정에서 경제와 관련된 세 가
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 산업미술은 농업, 상업, 공업 분야 중의 경공업정책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있다. 북한은 제2차 1개년 계획 해당년도인 1948년 9월부터 산업
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 산업미술가들이 활동하였다고 『조선미술사 2』70)
는 전하고 있다. 1951년 4월부터는 산업성 경공업관리국이 경공업성이 되면서
산하에서 산업미술 활동이 지속되었다. 1955년에는 경공업성 경공업과학원 소
속 ‘경공업미술연구소’가 발족하였으며, 1974년 8월에는 김정일에 의해 과
학원에서 산업미술 독립조직인‘경공업미술창작사’로 명칭이 변경하며 독립
되었다. 경공업미술창작사는 일용형태 창작실과 본보기 창작실을 갖추고 있는
데, ‘김일성 훈장도안’, ‘개상 고려인삼술 상표도안’, ‘봄향기 화장품 포
장형태도안’, ‘랭천 사이다 상표도안‘,

’옷감무늬도안’을 비롯한 기념

품, 상표, 포장, 일용품, 공업제품 등의 도안을 창작하였다. 이 창작사는 공업
분야의 모범 도안 보급과 지방산업 발전을 위해 표본집인『인민소비품본보기
(1982)』,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 2(1993)』71)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67)

최수영(1999),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통일연구원 연구총서』pp. 99-10,

68)

이상만(2005), 북한경제포럼 편, “제2장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현대북한경제론 –이론과 실
제에 관한 연구』, 도서출판 오름, pp. 51-88.

69)

『조선미술사 2』(199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0)

Op. cit.

71)

리순희·김원복(1993),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 2』,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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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북한 경제와 북한 미술, 산업미술의 시대 구분 비교
*참고:

1. 북한경제(1945-1998): 조동호 외(2001),『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 북한경제(1998년 이후): 최수영(1999),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통일연구원.
이상만(2005),“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현대북한경제론』, 오름.
3. 북한 미술사:『조선미술사 2』(199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의 시대 구분 참조.
4. 북한 산업미술: 북한 문화예술관련 정기간행물 「조선예술」의 내용 분석.

북한 경제의
시대별 구분

북한 미술의 시대별 구분
경제 계획

계획 내용
미술사 전 분야

토지개혁과

․ 무상몰수, 무상분배

주요산업의

․ 산업, 교통, 운수,

국유화

통신, 은행 등 국유화

(1946)

(총 산업 비중 72.4%)

․ 제1차 1개년
계획(1947)
․ 제2차 1개년
계획(1948)

․ 기업소 복구조업
․ 생산증대, 셍활 개선
․ 공업 편파성 극복
․ 생산품 품질 제고 및
원가 절감

기초 건설시기
(1945-1953)
·제1회 북조선미술
전람회 개최(1947. 8)
·평양미술전문학교
창립(1947. 9)
(평양미술대학 대학
승격, 1949. 9)
(1950) 개최

및 사회주의
(1945-1960)

및 사회주의미술의

·국가미술전람회

▶ 전후복구
경제체제 구축기

▶일본미술 배척

․ 낙후된 산업과
2개년 계획
(1949-1950)

농업 발전 도모

▶ 사회주의식
미술교육 개편기

․ 전 지역의 경제

·소련고문관 평양

복구 기반 조성

미술대학 파견 지원

산업미술 영역
▶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상징 창작기
: 국기, 국장 도안
기관마크, 휘장, 깃발,
훈장, 우표 등 도안
▶ 국유화 산업시설
산업미술 도입기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1948. 9 조직)
·중앙제품검사원 창립
(1949. 8: 현재
국가품질감독국)

(1953-1954)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1956)

․ 산업시설 전쟁

▶ 전후경제복구

이전 수준 도달

산업미술 활용기

․ 중공업우선, 농업
집단화 완성

▶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미술의

5개년 계획
(1957-1961)

․ 산업국유화, 농업
협동화 완성(1958)

(1954-1966)

․ 중공업 우선 발전

․‘주체’이념 도입

․ 주체 경제 구현
․ 중공업 우선 발전

▶ 사회주의
경제건설

제1차 7개년 계획

추진기

(1961-1970)

(1961-1974)

전면적 건설시기

경공업․농업 병행 발전
․ 문화혁명과 인민
생활 향상 도모

(1955)
·전국공예전람회
개최: 공예, 도예,
목공, 경공업 도안
참가(1960)

·경공업과학원 소속
경공업미술연구소
발족(1955)
·일용품 및 장식 등
경공업에 도안 활용
▶ 산업미술 성장기
·경공업(의상·방직,
상표, 포장, 일용품) 및
중공업(기계도안) 및
상업미술, 거리장식

․ 전국적 기술혁신

미술 등 산업미술

․ 국방․경제 병진

활용 영역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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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물적․

▶ 조선화 기법의
▶ 김일성 교시 중심

산업미술 정착기

․ 산업설비 근대화

주체미술 전성기

·조선화 기법 도입

․ 기술혁명 촉진

·1970년대부터

▶ 산업미술 조직

․ 노동자 노동 해방

김정일의 주체미술

개편 및 발전기

제2차 7개년 계획

․ 인민경제 주체화,

사업 지도 본격화

(1978-1984년)

현대화·과학화

6개년 계획
(1971-1976년)

기술 토대 견고화

소속 경공업미술창작사
창립(1974. 8. 9: 구

․ 기존시설 바탕으로
*1984년 합영법
제정 후
외자유치 추진

사상개조, 기술혁신

▶ 김정일 지도의

경공업미술연구소 개편):

․ 생산성 제고 및

주체미술기

- 시·도의

인민생활 향상

(1980년대)

지방공업총국 산하
산업미술연구소 운영

▶ 북한 경제
쇠퇴기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계획 조정기

(1985-1986년)

제3차 7개년 계획

․ 졍제의 주체화·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전람회(1977 추정)

(1975-1989)

▶ 산업미술 보급기
(1987-1993년)

·제1회

현대화·과학화,

국가산업미술전람회

․ 기술혁신
*1989년 경공업
의 해 지정

개최 (1984. 11)

․ 대외무역 및

·‘경공업 혁명관철’

경제협력 증대 추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90. 4)

▶ 북한 경제

3대 제일주의

·물질 부족으로 농업,

몰락기

경제 혁명전략

경공업, 무역 강조

▶『김정일 미술론』

·대외수출 증대 목표

중심의 주체미술기

·사회주의 중심의

·『김정일 미술론』

(1990-1997)

제시(1993)

▶ 계획경제

강성대국 건설

(1990년대)

붕괴 후 전환기
(1998-2002)

경제활성화 방침
(1998. 8)

경제 활성화(1998)
·식량 및 소비재,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권적
계획경제기
(2002년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2)』 발간(1993)
- 해외브랜드 제품 도안
북한 표본도안집에 등장

▶ 선군시대의

생산단위(지방, 공장,

주체미술 시기

기업소, 협동농장 등)

(1998-2011년)

분권화, 자율화.
2000년 7월1일

·공업종합출판사

선행(기간산업 정상화)
·기존 계획경제 하부

▶ 7·1

발간 (1992)

▶ 산업미술 쇠퇴기

·국정가격과 농민기장

·선군문학예술 위업
달성

가격차 조정,

·경제강국 건설 및

가격수준 현실화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가격제정 방식 변화

이바지

·국가가격보조금철폐
·환율, 임금 인상
·분배 평균주의 철폐,

▶ 김정일 유훈에

도급지불제 적용

따른 주체미술

·상업유통 관리체계

지속기

유지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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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미술 부흥기
·산업미술전람회 개최
(2002. 2003)
·평양미대 산업미술학부
‘3대혁명붉은기’수여
(2004)
·산업미술연구토론회
개최 (2005)
·전국산업미술전람회
(2008)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직(2010. 3)
·중앙산업미술증심 계획
(2011)
·국가산업미술전람회
개최(2012. 2013., 2014 4월)

위의 <표 9>에서 살펴본 북한 산업미술의 두 번째 특징은 계획경제에
따라 디자인 수요·공급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1946년 주
요산업의 국유화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까지 56년 동안 생산단위
인 지방,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생산, 유통 및 판매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다. 북한 계획경제 특성은 쟈크 지안(Jacque Giard, 1996)의 모형으로 설
명 가능하다. 쟈크 지안은 아래 <표 10>처럼 국가 디자인정책을 정치 이데올
로기와 경제체제, 정책 결정구조로 분석하여 국가통제적(Statist) 모형, 중도주
의적(Centrist) 모형, 민간주도형 위임적(Developed) 모형, 기업주도형 간접적
(Indirect) 모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72). 네 가지 유형 중 북한은 다른
구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노동당이 디
자인정책을 수립, 감독하는 국가통제적(Statist) 모형에 해당된다. 북한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집단화를 통해 모든 생산, 분배정책을 당이 결정하고, 산업미
술이 필요한 곳에 창작가들을 배치하고 업무를 할당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산
업미술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경제구조에서 발전하였다.

<표 10> Jacque Giard(1996)의 디자인 진흥정책의 모형
*재인용: 김종균, 장호익(2009). “선진국 디자인진흥체제의 유형분석과 한국의 발전방향연구”
유형

국가통제적(Statist) 모형

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

72)

내용

해당국가

중앙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북한, 구소련,

디자인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

사회주의 동부유럽

정부가 기업과 협조 하에 주요
디자인정책결정하고 집행

한국, 대만, 싱가폴,

위임적(Developed) 모형

디자인에 대한 민간위임원칙으로

덴마크, 스페인,

-민간주도형-

정부대행기관이 중요역할 수행

프랑스

간접적(Indirect) 모형

디자인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

-기업주도형-

내에서 정부가 관여

김종균·장호익(200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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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북한은 국가통제의 경제계획 범위에 내에서 디자인의 수요와 공급이 발
생되며, 일반 소비자 요구와 민영기업의 수요가 디자인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다. 북한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산
업미술창작소의 전문가 투입, 배치도 당과 내각이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미술의 수요·공급구조는 남한 디자인의 시장 자율성, 독립성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여겨진다.
북한 경제에 따른 산업미술의 세 번째 특성은, 80년대 이후 2012년 까지
장기간 산업미술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조동호73)의 연구에 의하면 북
한은 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외교·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만
(2005)도 북한경제는 80년대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침체시기를 겪었다고 설명
한다74). 북한의‘주체경제노선75)’은 해외의 교역보다 내부 산업의 자립적 구
조를 강조하는데, 이시기 원자재, 에너지 부족으로 국영공장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기 어렵게 되었고 산업미술 역시 그 수요가 축소되었다. 실제 산업미술
측면에서 1984년 11월 제1회 산업미술전람회 이후부터 2000년 까지 개최된
전시회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대상이 의상, 신발, 식료품 등 인민생활소비
품(기초 생필품) 위주이며 실현 되지 않은 기계공업 도안들이 선전용처럼 전
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악화로 인해 도안분야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남한과 해외에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3.1.3. 북한 산업미술정책 결정 요인
앞서 설명하였듯이 북한은 <표 10>의 국가별 디자인 진흥정책 모형들 중
국가통제적(Statist) 모형에 해당한다. 북한은 산업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들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 최근 북한 산업미술정

73)

조동호 외(2001), Ibid.

74)

이상만(2005), 북한경제포럼 편,“제2장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 『현대북한경제론 –이론과 실
제에 관한 연구』, 도서출판 오름, pp. 51-88.

75)

북한은 국가 자력강생의 경제 자급자족 경제운용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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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의 위계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000년도 이후 발행된 북한 노동당 기
관지「노동신문」과 문화예술 관련 정기간행물 「조선예술」, 재일조선인총연
맹 소식지「조선신보」의 북한 산업미술 관련 기사들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
들 중 노동신문(2005. 9. 28)에 실린 ‘노동당창건 60주년 산업미술연구토론
회’개최 기사에서는 국가정책과 관련된 조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조
선신보(2013. 12. 20, 2면)에서는 새 지도자 집권 이후 중앙 및 지방의 산업미
술의 관련조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펴볼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서 북한
산업미술정책의 결정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11>과 같이 정리된다. 북한
산업미술정책은 일당국가의 하향식 정책결정 체계(top-down system)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2010년 3월에 신설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 일괄 총
책임 구도로 체계화 되어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1> 북한 디자인정책의 결정 요인 구조도(2014년 기준)
*표 구성: 북한의 「노동신문」과 정기간행물 「조선예술」, 재일조선인 신문 「조선신보」의
산업미술 관련 기사를 근거로 관련조직과 정책결정 위계를 구성.
조선조동당 제1비서
(국가·당 정책 최고결정권)

내각의 각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소
(중앙 행정조직 산하

⇦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정책형성 및 수행, 2010. 3월 조직)

⇨

대내외사업:
조선산업미술협회
(민간차원)

실무조직)

+

⇩
산업미술 창작지침 수립

각 도 인민위원회
산업미술국
(각 도의 행정조직
산하 실무조직)

⇨

평양미술대학 및

디자인 창작지도

시도 관련 교육기관

산업미술 보호정책 수행

(도안 도입단위)

디자인 심의·등록

+

디자인 도용 검열
디자인 감독
산업미술 진흥사업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주관
(2012년부터 매해 4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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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
(도안 창작단위)

북한 산업미술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
있다. 북한 산업미술의 수요도 지도자 지시와 당의 경제노선에 따라 발생되
며, 디자인 전문인력의 교육 및 배치 방침도 당이 결정한다. <표 11>에서 보
듯이 산업미술의 핵심조직은 앞서 설명한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다. 「조
선신보」에 따르면 이 조직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산업미술을 관리하는 체제
를 구축하였다고 전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은 기존의 내각의 산하 산업미술
창작사와 각도 인민위원회의 산업미술국들을 총괄하는 북한의 대표적 산업미
술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도와 보호, 진흥사업을 주관한다.
북한에서 산업미술가 민간단체는 국가 통제·관리대상으로서 정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산업미술가들은‘조선산업미술협회’를 통해 중앙
산업미술지도국의 민간차원의 대내외사업 담당 한다고 전한다76). 북한 디자이
너들은‘산업미술창작가’ 혹은 때때로‘~도안창작가’ 로 불리는데 전문 교
육기관이 정해져있어 활동 가능한 전문인들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최근
북한 산업미술의 전문 인력은 2012년 김일성생일 100주기를 기념으로 국가차
원에서 대규모로 준비한 북한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정권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2년 4
월의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대해 4월 12일자 노동신문은 산업미술의 1700여
점의 역사적 자료들(아카이브)과 “조선산업미술창작사와 각 도 산업미술창작
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위들,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교육부문 교원,
학생들과 산업미술 애호가들이 창작한 10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2012년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약 1천여
명의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조선로동당 산하 미술창작사들, 중앙기관에 속한
산업미술 조직들과 국영 기업소, 공장들, 교육기관들의 산업미술 창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미술창작가들의 국가 경제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업무
를 수행한다. 첫 번째 업무는 기업소, 협동농장등과 같은 생산 현장에서 경제

76)

조선신보(2013. 12. 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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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5>의 좌측 사진(조선예술, 2014. 3)을 보
면 협동농장에 파견된 미술가들이 조합원들의 생산량 비교 도표 및 우수 노
동자 초상을 그린 벽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미술가들은 노동현장 뿐만 아
니라 주요거리에서도 국가정책 교육용 선전화를 크기에 맞게 확대 제작 한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당의정책, 국가 생산·건설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
해 근로자들을 고무시킬 교육·홍보용 시각매체를 창작한다. 북한의 대표적
국가정책 홍보 시각매체는 <그림 5>과 같이 선전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제작은 시각디자인 전공자들의 활동 영역이지만, 북한에서는 판화나 회
화전공자들이 선전화를 창작한다.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선전화 보다는 기념우
표, 기념카드 등 공식인쇄물 등을 디자인 한다77).

<그림 5> 북한 미술창작가들의 경제선동 현장 활동과 당정책 관련 선전화 창작물들
* 출처:
상: “미술창작가들이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직관경제선동 진행”(조선예술, 2014년 3월호, p.44)
하: 최우철, 한성호, “경공업과 농업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 (조선예술, 2013년 10월호, p. 40)
황병근, “마식령스키장건설 대상물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조선예술, 2013년 9월호, p. 39)

77)

2012년 김정은이 제정한 ‘어머니날(11월 16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수대창작사와 조선산업미술
창작사의 산업미술가들은 15종류의 축하장(기념 카드)와 1종의 기념우표를 디자인 하였다. 노동신
문(2012, 11. 14일) 기사 참조.
최희선(2014. 3),‘North Korean Women’s Image in Propaganda posters after the appearance of
the New First Lady‘,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4 annual conference, 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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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북한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발표한 산업미술의 창작가
들의 소속을 보면,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와 같은 조선로동당 산하
산업미술 창작가들과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국영 기업소, 공장 파견
창작가와 함께 전시물을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산업미술의 대표적 고
등교육기관인 평양미술대학 및 시·도 관련 예술전문학교들도 국가 정책결정
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평양미술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이지만 당의 문화예술
노선과 국가 경제정책을 지원,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1.4. 남북 디자인 교류·협력·통합에 예상되는 문제점
사회주의국가의 미술정책은 정치·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북한
산업미술은 경제적으로는 공업정책의 영향을, 사상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 리
얼리즘과 주체미술의 영향을 받아왔다. 북한 산업미술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미술의 조형적 특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70년대나 21세기에도 크
게 변화되지 않았다. 북한의 모든 실현 도안들은 국가기관의 검열, 심사를 받
는데, 주체미술 외의 타문화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사회
주의국가인 중국, 베트남의 디자인보다 폐쇄적 환경에 놓여있고, 중앙집권적
교육, 정책결정 구도도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남북한의 디자인 교류·협력·통합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크게 4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남북이 상호 기초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사상검열, 문화 폐쇄성으로 해외 디자인 경향과 기술,
정보 수집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디자인 분야도 분단 후 단 한
차례도 북한과의 교류가 없어서 첫 시작부터 언어장벽, 기관의 이해부족 등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남북 디자인 교류협력도 정치적
환경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특히 남한의 문화예술은 한국적이지 못
하고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북한사회에서 비판받아왔다. 남북 디자인
교류도 정치·사상 차이와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북한이 교류를 기피할 수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경제·산업·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복합적 특성을

- 58 -

갖고 있어 타 문화예술 교류에 비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셋째, 남북의 디자인은 경제, 정치, 군사, 사회문화에 비해
통일정책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서독과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디자
인이 지역 문화와 경제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북한 모두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3.2. 남한 정치체계와 디자인정책 환경
3.2.1. 남한 정치체제와 디자인정책결정 구조의 특성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78)에서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한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
가를 지향하며,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제도로 유지되고 있
다. 대한민국은 정권 수립 이후 중앙행정부처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였다. 한국에서 국가정책에 민간의 참여기회가 주
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초이다. 한국 정부는
1981년 1월 28일 중요한 정부정책에 관련분야 전문 자문가들의 의견을 청
취·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79).
한국의 디자인은 중앙행정기관들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관련법과 주요정책을 관할한다. 두 중앙행정부처들은 산하에 디자인진흥
기관을 각각 두고 있다. 남한에서의 디자인정책 수행은 실질적으로 한국디자
인진흥원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는데, 진흥원은 디자
인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과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련단
체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한 디자인정책 참여와
정책결정 구조의 특성을 김광웅의‘정책결정론’표(재인용: 정정길, 2004)를
이용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8)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1948, 7. 17 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7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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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의 디자인정책의 결정 구조도(2014년 기준)
*표 구성: 남한의 정부구성과 디자인관련 부처 산하 디자인기관의 정책사업 운영안 참고
*표 체계: 김광웅 ‘정책결정론’의 표를 디자인중심으로 내용 수정.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04,
P.441 수정해 재인용.

국무회의

ð

대통령

õ

é

국회

ó

(최종결정권)

ô

ô

정당

디자인
관련단체
(이익집단)

디자인 관련 주요 중앙행정기관:
기초지자체:
디자인조직
(공공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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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 관련)

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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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

법무부(디자인관련법 운영관리)
특허청(지적재산권 관리)

⇩

+

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ó

디자인교육기관
(디자인특화고등학교,

디자인정책 연구, 디자인국제교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업 및 디자이너 지원
디자인교육, 디자인개발연구

+

(광주, 부산,

디자인산업통계 조사, 정보재공

일반기업 디자인조직

대전, 대구

디자인진흥사업: 전시, 행사, 출판

+

지역 디자인기관

디자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국가브랜드 및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

ó
디자인전문기업

및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
디자인문화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국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고 성장해왔다. 이 기관의 설립명칭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이었는데, 이 조직은 1965년에 설립된 한국포장기술
협회, 1968년 한국수출포장센터와 1969년 한국수출디자인센터가 하나로 통합
된 기관이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국내 제조상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후반기인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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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한국포장디자인센터는 설립 당시 상공부 무역진흥과의
관리․감독 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1970년 통산진흥국 디자인․포장과, 1973
년 중소기업국으로 이관되었고, 1997년에는 지금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Korea Institute of DesignPromotion)’으로 개명하였다. 2014년은 산업통상자
원부의 디자인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최희선·송하동·윤병문, 2013)80). 또
다른 디자인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은 재단법인 한국공예문
화진흥원(2000년 설립)과 한국디자인문화재단(2008년 설립)의 2010년 4월에 통
합 법인으로 출범되어 2011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6조)된 공공조직이다81). 이 기관은 공예와 디자인문화
정책의 연구과 개발, 국내외 디자인문화 관련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2006년부터 광주, 대구․경북, 부산의 3개 RDC와 서울디
자인재단이 지역소재 기업,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
앙 및 지역의 디자인관련 공공기관들은 특히 2000년 이후 디자인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공리성을 추구하는‘공공디자인’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
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정책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문단체,
지역 교육기관, 지역 전문가가 정책 의제형성에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일반국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식사이트들이 개설되었다.
김종균·장호익(2009)82)은 21세기 한국 디자인 진흥정책의 특성에 대해
‘중도주의(Centrist)적 모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표 10>의 Jacque Giard(1996) 모형들을 참고하여 한국디자인정책 결정구조의
시대 변화로 살펴보면, 한국 디자인정책은 과거‘국가통제형 모형’에서 정부
가 기업과 협조 하에 주요 디자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도주의적 모
형’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정책

80)

최희선·송하동·윤병문(2013),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
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중소기업연구, p.334.

8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온라인 정보, https://www.kcdf.kr/views/cms/kcdf/ie/ii/kcdfintro.jsp

82)

김종균·장호익,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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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업과 밀접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협조 하에 주요 디자인정책결정
하고 민간주도로 집행하는 ‘위임적(Developed) 모형’의 과도기적 특성도 부
분적으로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3.2.2. 남한의 산업경제와 디자인정책 관계
남한의 경제체제를 설명하자면, 자원 분배 방식으로는 시장경제체제, 소
유형태에 따라서는 자본주의경제체제로 구분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반대 성격을 갖는데, 남한은 모든 민간 주체들의 자유의사와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고 사적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방식이다. 이는
사유재산제를 특징으로 하며, 시장원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모든 주체들이 민간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디자인의 경우도 시장원칙에 따
라 주체들의 수요·공급활동에 의해 발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 등 세계
여러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처럼 한국도 ‘디자인정책’이라는 정부 개입활동
을 통해 자국의 시장보호와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한의 디자인전담 공공기관도 7억 달러 수출 달성, 기술과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의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녔던‘제2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1967~1971)’ 기간에 당시 상공부 무역진흥과 산하에서 설립되었다.
최희선·송하동·윤병문(2013)83)의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연구를 보면 한국 정부는 경쟁
력이 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디자인지원을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0
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3개 지역디자인센터(RDC)가 공동으
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전국 규모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전문 인
력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디자인효과를 체험하게 하는 기술개발사업84)을 진
행하였고, 최근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중소
기업 디자인지원의 범위와 방식을 시대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83)

최희선·송하동·윤병문, Ibid.

84)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집적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은‘10년 3억 5천원, 96개 기업, ‘11년
5억 원, 106개 기업, ‘12년 6억 원, 100여 개 기업들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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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이후 중소기업 지원 전개과정
*표 인용: 최희선·송하동·윤병문(2013)의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중소기업연구」 제35권 3호, p. 333.
*표 내용: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및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1년 통계 참조.

시기별

1970~1979

1981~1992

태동기

보호․육성기

1993~1997

1998~2002

2003~2008

2008~2012

자율과

벤처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쟁을 통한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기

정책목표

고도화기

경쟁력

육성기

경기회복 및

디자인 확산

세계일류상품

강화기
목
표

수출산업
육성

수출산업

디자인 혁신

고도화

범

1. 기술용역

1. 기술용역

1. 디자인개발

1. 디자인개발

1. 디자인개발

1. 디자인개발

위

2. 포장디자인

2. 기술지도

2. 컨설팅지원

2. 컨설팅지원

2. 상품화

2. 디자인

3. 포장디자인

3. 기술지도

3. 기술지도

3. 자문단 지도 컨설팅

4. 교육

4. 교육

4. 교육

3. 교육

5. 전시 및

5. 전시 및

4. 전시 및

홍보

홍보

홍보

6. 정보제공

6. 정보제공

5. 정보제공

개발
3. 포장재 공급

발전

개발

경쟁력 제고

디자인

4. 교육

4. 포장재 공급 5. 전시 및

한국

5. 전시 및

5. 교육

디자

홍보

6. 전시 홍보

인진

6. 정보제공

7. 정보제공

대

∘공예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10대 차세대 ∘산업단지

상

∘제조업

∘포장업

∘포장업

∘서비스업

성장동력산업 입주 중소

∘포장업

∘출판업

∘출판업

∘건축관련업

∘제조업

기업

∘기타

∘기타

∘기타

∘디자인회사

∘지식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첨단업

∘디자인회사

∘서비스업 등

흥원
중소
기업
지원

홍보
6. 정보제공

6. 디자인상담

사업
내
용

∘포장재료,
기술, 설계
지도

∘포장재료,
기법, 설계
지도

∘포장기술

∘100여 종의

연구인력

포장개발

양성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소재․표면처리 ∘R&D사업

2단계 지원: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평가원

(진단▸지도

(디자인개발

선행디자인개 이관

▸개발▸홍보․

▸홍보․판촉

발사업

∘디자인개발

∘디지털

∘시범, 특화

산업체계

첨단기술장비

디자인혁신

재구축 :

구축

센터와 전국 디자인개발▸

판촉)
∘디자인․포장
기술개발
R&D

∘디자인혁신

RDC 운영

센터 운영

상품화▸
홍보․판촉

(2001~2007)
지
원
특
성

∘공장 포장재 ∘포장시범공장 ∘산업디자인
생산
∘포장실험실
운영

운영, 관리

발전 5개년

∘지도진단
행정간소화

∘산업자원부
선정 ‘세계

∘기업부담
연구개발

계획수립

일류상품

(1993~1997)

디자인․브랜드

사업참여

지원단’운영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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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디자이너

이처럼 한국은 자율 시장 경제체제이지만, 중·소규모 기업들의 디자인
활용을 높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증가, 국가브랜드 향상, 국가 경쟁
력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에게 공적자금으로 교육과 제품
기획을 지원해주고 있다.

3.3. 남북 디자인정책 환경의 비교 함의
북한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통제형 디자인정책 모형을 지
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정책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
의 산업미술 관련기관은 국가 산업미술을 국내외 홍보하기위해 전시, 출판 등
디자인진흥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 정책 노선대로 도안-실현 과정에서
창작물을 심의·지도하며 자본주의문화 등 타문화적 요소 도입을 규제한다.
북한 산업미술은 도안 및 상표의 지적재산권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었
다. 디자인보호정책의 실질적 수혜자는 개인이라기보다 주로 단체, 조합, 기업
소 단위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노동당창건 60주년 산업미술연구토
론회’의 참여자들 중 직접 토론·발표에 참가한 조직은 정책결정과 관련이
있다. 노동신문(2005. 9. 28)에 실린 토론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
하면, 내각부총리, 기계공업상, 경공업상, 국가품질감독국, 창작사, 성, 중앙기
관, 미술창작기관, 교육기관은 당정책 노선과 지도자 교시에 대해 직접 토론
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의 디자인정책은 정부주도의 북한 사례보다 훨씬 더 다원화된 복잡
한 구조로 결정된다. 중앙-지방 행정조직, 관-민이 디자인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남한의 경우 디자인정책은 과거 국가통제적 - 중
도주의적 단계를 지나 점차 민간참여를 늘려가면서 민간주도의‘간접(Indirect)
적 모형’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디자인기관들도 전문 자문가위원회를 자체
적으로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해 정책을 수행하기도 한다. 남한의 디자인정책
유형을 살펴보면, 디자인보호정책, 디자인분배정책,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교
육·연구개발)지원정책 등 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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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남북 특성들을 비교해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정리된다. 남북한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디자인보호와 디자인진흥정책을 남
북이 추진하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은 정부 관여의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남북 모두 정부주도적으로 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
북한의 차이점은 남한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디자인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정
책 의제형성 구조가 복잡하며, 디자인산업 통계가 공식화되고 국제교류가 북
한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은 정부사업 외에도 민간을 정책적으
로 지원한다는 점이 북한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 진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문화예술정책의 이해 없이는 산업미술의 특성을 이
해하기 어렵다. 북한 산업미술은 정치·사상-문화·경제 정책의 통합물이다.
앞서 2장에서 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관심부족을 언급했지만, 남한에서 북한
산업미술의 역사, 교육방법, 관련법, 관련조직, 활동범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정책

디자인정책 환경 특성

산업미술정책 참여
노동당

북한
산업
미술

1. 중앙집권적 체계

디자인보호정책
디자인규제정책

ï

디자인진흥정책

2. 최고결정권 창작기업 연계
3. 창작-실현 정부조율

국가품질감독국

ï

내각 성
중앙기관

4. 디자인 검열 지도

창작기관들

5. 지식재산권 등록, 보호 비활성

교육기관
관련정책

남한
디자인

디자인정책 결정구조 특성

디자인보호정책
디자인분배정책

ï

디자인정책 참여

1. 중앙과 지방 정책 분화

중앙부처

2. 정책 의제형성 구조 복잡

지방정부

3. 민간차원 심사, 평가활동 참여
4. 디자인정책 R&D 참여

디자인진흥정책

5. 디자인산업 통계 참조

디자인지원정책

6.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협력

ï

7. 국제교류에 의한 공동

정책개발 협력

<그림 6> 남북한의 디자인정책 환경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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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공기관
디자인단체 및 협회
디자인교육기관
디자인기업 및 전문가

Ⅳ. 남북한 디자인의 비교·분석

4.1. 분단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
4.1.1.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
북한 사회는 법 보다 지도자의 교시와 당 정책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북한 산업미술 경우도 법적, 학문적 정의보다 지도자가 제시한 미술이론
과 교시에 의해 정의되었다. 4장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개념 정의가 지도자
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고찰하고, 사전적 정의와 비교하였다.
북한의『조선미술사 2』는 김일성이 해방이후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국유화된 산업현장과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서 산업미술가들을 창작하
게 하였다고 전한다. 김일성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시기에도 인민 선동과 산
업 성장을 위한 미술창작에 산업미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54년
10월에 김일성은‘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후에 산업미술과 다른 미술 분야의 창작지침이 되었다. 북한 화가
정종여는 조선예술(1969. 10)에서 지도자의 교시가 북한미술의 활동에 미친 영
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가 이를 잘 말하여준다. 이 기간에 조선화단에서뿐만 아
니라 유화, 판화, 수채화, 무대 및 영화 미술, 산업미술 등 각 부문에서도 우
리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수상동지의 교시를 관철
하기 위한 정력적인 창조적투쟁이 전개되었다.85)”

정종여의 글을 살펴보면, 북한 산업미술도 조선화풍 배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는 서구화된 남한
의 디자인 스타일과는 다른 조형적 특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85)

정종여,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는 길에서:
1954년 10월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교시 15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예술(1969. 1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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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미술은 한국 회화의 특성을 토대로 산업미술의 도안을 창작하다보
니 1954년 이후부터 북한에서 창작된 도안들은 서로 스타일이 유사하여 다양
성이 결여된 단점도 갖게 되었다.
북한의 1대 지도자가 산업미술의 조형성을 특징짓게 하였다면, 2대 지도
자 김정일은 산업미술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1955년 김일성 정권 하에
서 설립한 내각 경공업성 경공업과학원 소속의‘경공업미술연구소’를 개편
하여 1974년 8월 9일‘경공업미술창작사86)’를 출범시켰다. 이 창작사 주로
방직도안, 의상도안, 도기제품 등 인민소비품 도안을 담당한다. 조선신보(2013.
12. 20, 2면)는 김정일이 2010년 3월에는 산업미술의 범 정부차원의 총괄조직
인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조직하였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산업미술 전시·출판을 통한 진흥정책도 추진하였다. 그의 정
치참여가 본격화 된 1984년 11월에는 북한에서 첫 산업미술 분야만을 위한
국가전람회가 개최되었다. 1986년에는 김정일의 문예이론총서『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을 발간하였는데, 이 이론서가 전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집필되
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저서에서“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인 산업미술은
공업제품과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있게 만들고 꾸리기 위한 도
안을 선행시켜주는 미술87)”이라고 산업미술을 정의 하였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산업미술의 개념풀이는 지금까지도 북한 산업미술의 학술적, 사전적 정
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어문사전에 나오는 산업미술의 뜻풀이는 아래
와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어문사전의 산업미술 개념이 위의 김정일 이
론집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6)

경공업미술창작사는 북한 산업미술 창작기지이다. 일용형태 창작실과 본보기 창작실을 두고 있는
경공업미술창작사에서는 주로 기념품, 상표, 포장지, 일용품, 공업제품 등의 산업미술을 주로 창작
하고 있다. 각 시·도의 지방공업총국 산하에도 산업미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1982년부터는 <인
민소비품 본보기>라는 표본도안집을 발간하고 있다.
인용: 디지털 북한 백과사전, http://www.kplibrary.com/nkterm/read.aspx?num=77.

87)

김정일(198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 –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
평양: 문예출판사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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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산업미술’의 사전적 정의88)
산업미술: 제품의 형태와 색깔,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적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

김정일은 그 이론에 대해 구체적 지도했는데, 그의 산업미술창작리론에
서“산업미술의 형태는 ~해야 한다”, “색은 ~해야 한다” 등 객관적 이론이
아닌 주관적 창작교시를 내리었다. 김정일은 북한 디자인을‘주체산업미
술89)’로 명하기도 하고, “산업미술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립
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90)”고 창작방침을 언론에 홍보하기도 하
였다.
▶ 북한 산업미술의 목표
산업미술은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 뿐
아니라 물질생활에 대한 그들의 미적요구를 실현하는 미술 형식인 것인 만
큼 그 도안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창작하
여야 한다. …… 산업미술도안 실용적인 측면은 제품의 생산능률과 질을 높
이며 편하게 만들수 있게 하는 데서 나타나며 미적인 측면은 사람들의 미적
요구가 제품에 구현되는 데서 표현된다.”

김정일은 『미술론』91)에서 북한 산업미술의 필요성에 대해‘사람의
생활요구 충족’과 ‘현대 물질생활의 미적 요구’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산
업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산업미술을 ‘물질문화생활의 필수 요구이
며, 인민의 생활복리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추동 수단’이라고 해석하였
다92). 하지만 김진홍(1999)은 북한의 노동자계급 세계관, 변증법적 역사적 유
물론의 기저에서 출발한 사회주의식 디자인은 실용성 목표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93).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지도자가 제시한 규범과 사회주의적
88)

『과학백과사전』제2판(2010),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775.

89)

김정일(1992),『김정일미술론』.

90)

로동신문(2003. 10. 2).

91)

김정일(1973), 『미술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92)

로동신문(2014. 4.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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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ocialist model)을 추구할 것을 강요당한다.

▶ 북한‘산업’의 사전적 정의94)
산업(産業)<경제>인민경제에서 농업을 제외한 생산부문을 통털어 이르는
말. 농업까지도 포함한 생산부문 일반을 가리켜서 쓰일 때도 있다.

북한 산업미술의 또 다른 특성은 ‘산업’과 ‘미술’의 두 단어 합
성구조에서 엿볼 수 있다. ‘산업’의 북한 사전 정의는 농업을 제외한 생산
관련 전 분야를 의미한다. 조선신보(2013. 12. 20, 2면)의 관련 기사는 산업미
술의 활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경공업성 뿐
만 아니라 내각의 기계공업성, 보건성 등 각 성과 중앙기관 산하에 산업미술
창작소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미술과 련관되지 않는 단위가 없다는
인식이 침투되여가고 있다. 공업품생산도 살림집과 공공시설의 건설도 도안창
작을 선행할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북한에도 남한의 산업
디자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디자인 영역이 사회의 전 분야에 확산된
현상과 유사한 개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4> 남북한 디자인의 특성 비교
구분
디자인
특성

목표

남한

북한

시장경쟁성

정치종속성

비 이념성

사회주의 이념성

조형양식의 혼재성, 다양성

조선화 중심 조형성

경제성, 실용성, 심미성

실용성, 심미성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증대
필요성

미적 심미성 충족

사람의 생활요구 충족
물질생활의 미적 요구

기능적 효율성 충족
사회적

국민 삷의 질 제고

인민의 생활복리

역할

국가 경쟁력 향상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추동 수단

93)

김진홍, Ibid.

9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Ibid., p.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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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도자들이 언급한 산업미술의 창작 목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을‘정치 종속성, 사회주의 이념성, 전통
중심 조형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남한의 디자인과 비교하면 <표 1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4>를 살펴보면, 정치성·이념성이 강한 북한 산업
미술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경제성, 실용성, 심미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조형
양식이 공존하는 남한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
즘과 주체미술 중심의 산업미술은 비 이념적, 문화 개방적 성향을 보이는 남
한 디자인과 대조를 이루어 교육 통합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추측된다.

4.1.2. 북한 산업미술의 시대구분
북한미술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시대구분을 따른다. 사회과
학원에서 1990년 출판된 『조선미술사 2』95)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
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미술의 역사를 정치적 상황과 주체미술 발전 관점
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남한에서의 북한미술사 연구들도 이 내용을 바
탕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인데, 대표적인 남한 발행 북한미술사 저서인 이구
열(2001)의 『북한미술 50년』96)도 이 북한 원전을 바탕으로 체계화 한 것이
다.
『조선미술사 2』북한미술은 일제강점기의 해방해인 1945년 전후를 기
준으로 미술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그 시대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 번째 단계는 1945-1953년까지의 미술사로‘사회주의미술 기초건설시
기’로 구분된다. 북한은 1954-1966년 의 두 번째 단계를‘사회주의미술의 전
면적 건설시기‘ 로, 마지막 3번째는 1967-1982년을‘주체예술의 대전성기’
로 부르고 있다. 북한 미술사의 3단계는 북한정치 상황에 따른 일반역사의 관
점으로 문화예술이론의 수립과정을 연관시켜 분류한 것이다. 북한 미술사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이 정리된다.
95)

Ibid.

96)

이구열(2001)의 ⌜북한미술 50년⌟은 『조선미술사 2』원전을 바탕으로 북한의 미술사를 통시적 관
점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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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북한미술사의 전개 과정
*표 내용: 1945-1980년대는 『조선문학예술년감(1994-2012)』, 『조선미술사 2: 1945∼1982(1990)』,
남한 출판물 이구열(2000), 『북한미술 50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북한역사

조선미술사

시대구분

시대구분

미술분야

회화:
유화
출판화
정치선전화

해방직후:

수채화

사회주의

삽화

지향시기

분야별 특징
- 일본미술의 자연주의, 형식주의
배제

조각

‘사회주의

- 작품주제: 노동자, 농민의 생활,
항일투쟁사
- 정치선전화 다수 창작
- 회화 영역 다양화, 세분화
- 표지장정미술(출판영역) 발전

미술기초

- 작품: 영웅주제 사회주의적 조각.
기념비조각 출현

공예:

건설시기

- 금속, 돌, 나무, 수예, 도자 공예
등 가내작업을 벗어나 전문화

무대 및
영화 미술

- 사회·정치 배경
현실문제 주제 다룸

- 사실주의, 주체사상 강조
1945-53

세부 사항

- 1947년 극예술전문국립극장

-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기법 보급
- 1947년
북조선미술동맹 결성
- 1947년 제1회
북조선미술전람회 개최
- 1947년 9월
평양미술전문학교 설립
- 1949년
평양미술전문대학으로
승격

신설, 각 도에 도예술공작단과

- 1950년대 중엽부터

극장설치로 문학예술 진흥 도모

‘동양화’를
‘조선화’로 칭함

건축

- 1947년 8월 첫 도시 및 농촌형
인민주택설계 현상모집사업 조직

- 공산체제 1세대
신진미술가 공식배출
- 1954년 이후 민족
전통미술 조선화 강조

회화
조선화
유화
‘50년대:

출판화

전후복구와
조각

사회주의
건설시기

공예
1954-66
‘사회주의

- 사회주의건설을 선전하기 위한
출판미술, 선전화작품 다량 창작
- 미술의 조선화 우위정책 시작

창작. 거대 기념조각상 증가
- 공예를 활용한 문화용품, 장식물
창작

전면적

관심증가, 다수의 상표도안 창작
- 2단계: 7개년경제계획 수행기로
산업미술

문학예술정책 본격화
- 1958년
‘전국미술전람회’대신
‘국가미술전람회’개칭

상업미술, 일용·장식미술에

건설시기‘

사회주의 건설 지원
- 사회주의식

- ‘천리마 동상’ 등 집체기념비

- 1단계: 형태도안과 방직미술,

미술의

- 1950년대 전후 복구와

공업발전을 위해 중공업부문
형태도안, 기계도안과 모형들
다수 창작
- 도시 상업망 증가로 거리
상업체계에 맞는 간판,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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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미술대학의
사회주의식 교육의
졸업생 배출시기
- 조선화우위정책 정착
- 집체창작물 증가

선전화, 상점내부장식도안 창작
- 인형극, 인형극무대 발전
영화 및
무대 미술

- 가극부대, 역사물 가극무대 발전
- 무대종합예술형식인 음악무용
극무대의 장치미술, 배경미술,
조명 등 발전
- 주요도시들의 기본체계 형성
-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축 건설추진

건축

- 광장과 탑식건물, 대극장 등

- 1954년 전후복귀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로 이후
산업미술 영역
본격적으로 미술사에
등장
- 1960년대 북한식
주체시대 본격화

거리건축구성 새롭게 형성
- 장식적, 사회주의적인 북한식
주체건축 양식 등장

회화
‘60년대:

조선화

천리마시대
의
집체창작과

유화

외래 미술형식 대신 조선화를

벽화

포함한 민속미술 형식 강요

전경화

기념비미술

반경화

창작시기

- 미술문화 건설정책에 따라

- 다수의 회화작가들 조선화풍으로
창작기법 전환

출판화
조각

- 자립경제,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에
미술가들 선전화 창작
및 현장지도 활동
- 김일성의 1966년,
1969년, 1971년,
1974년 미술 분야

- 기념비 조각을 기본으로
실내주제조각, 장식조각 발전

현지지도로 미술의
주체사상 강조
- 기념비 조각을

공예
영화 및
무대 미술

- 공예의 사상성 부각

조각, 장식조각 발전
- 혁명연극 발전

조선화중심
주체미술

- 경제 공업화정책으로
산업미술분야 다양화,

1967-82
‘70년대:

기본으로 실내주제

활동영역 확대

‘주체예술

- 산업미술의 전체 개화발전기

의

- 중공업 우선주의에 의한

대전성기’

공업(대형설비, 기계류, 경공업)

전성기

을 위한 형태도안 발전
산업미술

- 도시재건,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과 살림집 장식미술,
거리장식, 상업망장식, 진열대
장식 등 환경조성사업에 참여
- 포장 및 상표도안, 방직 및
의상미술 현대화

‘80년대:
주체미술의

- 도시거리 단장에
미술가들 벽화작업,
기념비 창작 참여
-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1977년 추정)
- 전국산업미술전람회(1979)
- 제1차 국가산업미술
전람회(1984)
- 인민생활필수품도안
전람회(1986)
- 세계청년학생축전 사전

지속적
- 대규모 현대적 살림건축물 건설

구현시기
건축

- 기념비, 야외분수, 건축물을 통해
도시거리의 통일성, 조화 강조

전국산업미술전람회(1989)
- 1989년 경공업의 해
‘경공업혁명관철’
전국산업미술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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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미술의 역사를 주체사상이 아닌 객관적 관점으로 고
찰하기 위해 『조선미술사 2』97)를 바탕으로 ⌜조선문학예술년감⌟과 문학예
술 전문 월간지 ⌜조선예술⌟의 자료들을 조사하여 해방이후 부터 2014년까
지 재정리 하였다. 북한의 해방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미술사는 8단계로 구분
된다. 순서대로 열거하면, 해방과 한국전쟁까지를 ‘일본미술 배척 및 사회주
의미술의 기초 건설시기(1945-1953년)’로,

소련 교육체제 자문시기를‘사회

주의식 미술교육 개편기(1953-1954)’로, 전후복구 재건시기를 ‘사회주의미
술의 전면적 건설시기(1954-1966)’, 이후 김일성 교시 중심으로 전개된 ‘주체
미술 전성기(1970년대)’, 김정일의 지도활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김정일
미술론』중심의 주체미술기(1980년대)’로, 김정일 정권은 ‘선군시대의 주체미
술 시기(1998-2011년)’,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기부터는 유훈에 따른 ‘주체
미술 지속기(2012년 이후)’로 북한미술의 역사 특성을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표 16> 해방 이후 북한미술의 전개 과정
*참고:

1. 북한 미술사:『조선미술사 2』(199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의 시대 구분
2. 북한 ⌜조선문학예술년감⌟ 과 『조선예술』의 관련 내용 분석
북한 산업미술 전개 과정
일본미술 배척 및 사회주의미술의 기초 건설시기 (1945-1953)
▼
사회주의식 미술교육 개편기 (1953-1954)
▼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미술의 전면적 건설시기(1954-1966)
▼
김일성 교시 중심 주체미술 전성기 (1970년대부터)
▼
김정일 지도의 주체미술기 (1980년대)
▼
『김정일 미술론』중심의 주체미술기 (1990년대)
▼
선군시대의 주체미술 시기 (1998-2011년)
▼
유훈에 따른 주체미술 지속기 (2012년 이후)

9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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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미술사 2』의 시대구분은 내부 정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 있
는데, 본 논문에서는 시대별 구분 명칭은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수사적 표
현 등은 배제하고 미술전개의 중심으로 특성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 <표 16>의 굵은 선 부분을 시대 분류에 첨부했다. 추가된 내용은, 북한이
주체미술사에서 지워버린 소련 교육고문관 변월룡 파견시절의 평양미술대학
의 사회주의 미술교육 개편시기와 김정일 집권기 이후를 첨부하였다.
『조선미술사 2』는 주체미술의 전개과정 중심으로 시대를 크게 구분하
고, 조선화, 조각, 공예, 산업미술 등 영역별로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북한
산업미술의 역사도 일반적 미술사의 틀에서 정리되었는데, 앞의 3장서도 밝혔
듯이 북한 산업미술은 경제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일반미술 중심
의 시대구분은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해방이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조
선화 중심으로 전개된 주체미술사의 시대구분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표 9>
에서 밝혔듯이, 북한 산업미술사의 시대 분류는 1945-1998년은 조동호 외
(2001)의 북한 경제의 시대구분과 1998년 이후는 이상만(2005)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의 역사 전개과정은 아래의 <표 17>과 같이 9단계로 구분
된다. 이를 북한경제의 전개 측면에서 설명하면, 1945-1960년의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시기에서 3단계로 세분화 하였고, 1961-1974년 사회주
의 경제건설 추진기와 1975-1989년 북한 경제 쇠퇴기의 과정을 총 4단계로,
1990-1997년 북한 경제 몰락기과 1998-2002년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시기를
1단계로,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후 분권적 계획경제
시기를 1단계로 구분 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 내용은『조선미술사 2』와 북한 문화예술관련 정
기간행물 『조선예술』의 관련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대 순서대
로 설명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1945년 일제해방 이후 일제문화 청산과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상징 창작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이후 국유화 산업에
산업미술을 도입하는 시대를 지나,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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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업미술을 활용하는 시대를 겪는다. 북한 산업미술은 1960년대와 1970년
대 중반까지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산업미술의 전문조직이 개편되고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성장기를 보낸다. 이때에 사상적으로는 주체이론에 따른
조선화풍의 산업미술이 정착된 시기를 맞는다.

<표 17> 해방 이후 북한 경제와 산업미술의 전개 과정
*참고:

1. 북한경제(1945-1998): 조동호 외,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한국개발연구원, 2001)
2. 북한경제(1998년 이후): 이상만(2005),‘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현대북한경제론』(오름: 2005)
3. 북한 미술사:『조선미술사 2』(1990),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의 시대 구분 참조
4. 북한 산업미술: 북한 문화예술관련 정기간행물 『조선예술』의 기사 내용 분석.
북한 경제의 시대 구분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기
(1945-1960)
▼

북한 산업미술 전개 과정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상징 창작기
▼
국유화 산업의 도안창작 도입기
▼
전후경제복구 산업미술 활용기
▼
산업미술 성장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기

▼

(1961-1974)

조선화 기법의 산업미술 정착기
▼

▼
북한 경제 쇠퇴기

산업미술 조직 개편 및 발전기
▼

(1975-1989)

산업미술 보급기
▼

북한 경제 몰락기 (1990-1997)
▼

산업미술 쇠퇴기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기

▼

(1998-200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권적 계획경제기

산업미술 부흥기(2002년 이후)

(2002년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가 퇴보하는데, 산업미술은 이론적으로는
김정일에 의해 미술의 독립영역으로 관심을 받고 진흥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는 사회적 보급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급격하게
- 75 -

몰락하는 1990-1997년 사이 산업미술 분야도 모든 활동이 정체되는 쇠퇴기를
보낸다.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1998-2002년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기까지로
이어졌다.
21세기 들어 북한 산업미술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다시 국가정책에
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특히 북한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 제품들이 들어
오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소들의 생산품 품질향상을 위
해 국가정책에 산업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김정
일이 디자인보호 및 등록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위한 산업미술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12년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이 조직한 국가산업미술중심(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의 물질생활
의 요구와 자립경제 건설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산업미술을 홍보하고 있다.

4.1.3. 1945-1953년 북한 산업미술의 도입기
북한에서 1945-1953년 동안 창작된 도안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정권
수립과 관련된 국가상징 도안들이다. 『조선미술사 2』에서는 이 시기 대표적
도안을 국기, 국장 도안과 당, 군, 정부와 관련된 도안들을 이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 도안화분야에서도 많은 창작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특기할 성과들
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국기와 국장의 도안을 완성한 것
이다. 공화국 국기와 공화국 국장 도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다함
없는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와 국장 도안의
창작방향과 도안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고 친히 창작
과정을 지도해주시였으며 화가들이 만든 미숙한 초안을 보아주시고 부족한
점을 깨우쳐주시였을 뿐아니라 그 완성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 이 시기 도안화분야에서는 북조선공산당기관지 <정로>의 마
크로부터 시작하여 당의 외곽단체들의 기발과 우리 나라 우표, 각종 훈장과
메달, 휘장과 모표에 이르기까지 련이어 제기되는 도안과제들을 새로운 내용
으로 정치적의의가 있게 훌륭히 해결하였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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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선미술사 2』의 내용과 여러 국가상징과 관련된 기관지 기사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노동당 당기, 공화국 국기, 국장 도안에 김일성의 지도가 절
대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당 당기는 1946년 7월 김일
성의 지시로 마술가들의 초안이 제작되고 그의 지도하에 완성되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한다. 이후 김일성의 지시로 1947년 말부터 김주경과 몇몇 미술가
들99)이 새 국기와 국장의 도안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국기제정을 지
시하여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 결정으로 조선임시헌법제정위
원회가 발족되었고, 위원회의 미술가들이 초안을 그려 김일성의 지도하에 국
기, 국장이 창작되었다고 전한다.

<그림 7> 북한 정권수립 과정의 노동당기 및 국기, 국장 도안들
- 좌: 작가미상 조선화《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기와 국장 도안을 지도하여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 「조선예술」, 1979. 9호, p.17.
- 우: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전시된 조선노동당 당기 도안, 조선중앙방송, 2012. 4. 10 방영

남한의 임채욱(2002)이 집필한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을 살펴보면 국
기 도안에 대해 다른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새 국기가 제정된 이후인
1948년 5.1절 공식행사까지 북한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북한 내부에서도
태극기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의 새
98)

『조선미술사 2』, pp. 33-34.

99)

임채욱(2002)은『북한 상징문화의 세계』에서 국기 도안을 주동적으로 이끈 사람은 해공 신익희(申
翼熙)의 조카인 신해균(申海均, 1913. 10 -?)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채욱은 그를
1950년대 후반 종파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었다가 복권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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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도안 과정에 소련의 간섭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도 첨부하였다. 북한의
국기 도안을 실제 누가 하였는지는 밝혀낼 수 없지만, 본 연구는 김일성의 지
도는 정치적 과장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국가·국장 도안은 1947년 결성된
‘북조선미술동맹’의 도안화부 창작가들이나 김주경(1902-1981)이 교장으로
재직한 평양미술전문학교의 교원들이 창작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김주경은
일본 도쿄미술학교 도화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귀국하여 조선미술가동
맹 간부로 활동하다 1946년 10월에 월북한 화가 겸 미술교육자이다. 그는
1947년 제1회 북조선미술전람회 1등상 수상자, 1947년 9월에 창립된 평양미술
전문학교 초대 교장, 학장이었다100). 김주경의 경력, 직업을 보면, 그는 주변
의 우수한 북조선미술동맹의 회원 화가들이나 미술교원들이 국기, 국장 도안
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1945-1953년 동안 북한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도안들도 창작되었다. 북한
은 1946년 토지개혁과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으로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추
진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준비하였다. 이 시기는 산업, 교통, 운수, 통신,
은행 등이 국유화되었고, 이 비중은 총 산업의 72.4%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공식 정권을 수립하였는데, 『조선미술사 2』에서는“1948년
9월부터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 산업미술가들이 활동하였다”고 전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예

속자 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이 없어지고 민족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산업미술을 하루빨리 반전시켜
우리인민의 체질과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산업미술도안들을 왕성하게 창작
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1948년 9월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 산업미술가들을 두고 창작활동
을 하도록 하시였으며 1951년 4월에는 산업성 경공업관리국이 경공업성으로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경공업성에 속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101).”

100)

문영대·김경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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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53년 동안에는 산업미술은 노동당의 사회주의 경제수립정책과
맞물려 전문조직과 업무범위가 조금씩 확장되었다. 1949년에는 대학으로 승격
된 평양미술대학 도안학부의 교원과 학생들도 국유화된 산업시설을 위해 다
양한 창작활동을 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기 활동한 도안가들은 살펴보
면 회화, 선전화, 출판화, 산업미술 도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음이 관찰된
다. 『조선미술사 2』에서도 회화, 조각, 공예, 무대 및 영화예술, 건축만 독립
된 분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시기 도안은 영역구분이 명확하지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5-1953년 시기의 대표적 산업미술 도안들은 화가이
자 교육자였던 림홍은, 곽흥모와 문화예술 행정가이도 하였던 정관철 등이 창
작한 각종 도안들이다.
림홍은(1914-1999)은 산업미술 중 북한의 의상미술 분야에서 기초를 닦
은 인민예술가였다. 그녀는 일본대학예술과 도쿄 니혼대학 서양화과 졸업하고
1939년 국내로 들어와 조선화, 수채화, 연필화, 선전화(그림 8)뿐만 아니라 영
화미술, 아동영화, 의상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녀는 특히 15
권의 의상참고서를 집필하여 북한의 전문 의상도안가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8> 1945-1953년에 창작된 선전화들
- 좌: 림홍은의 1952년 창작 선전화, 《전시수송을 용감민첩히 보장하자! 전선은 분초를 다투어 기다린다》,
(조선문학예술년감, 2004년, p. 490)
- 중: 정관철의 1953년 전시 창작된 선전화, 《새해를 더욱 빛나는 승리로써!》, 「조선예술」, 2013. 10.
- 우: 곽흥모의 1958년 창작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101)

『조선미술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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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한국전쟁 중에 앞 <그림 8>의《새해를 더욱 빛나는 승리로써!》
선전화를 그린 정관철은 북한의 첫 공훈예술가·인민예술가, 최고인민회의 제5
기 대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정관철(1916-1983)은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
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선전부에서 선전화,
격문들의 그렸다. 이후 그는 1946년 평양시미술동맹 상무위원장, 북조선문학
예술총동맹산하 미술동맹의 선전부장을 거쳐, 1949년 북조선미술가동맹 위원
장, 이후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35년 동안 맡은 대표적 미술행
정가이다. 정관철은 미술행정뿐 아니라 인쇄매체와 관련된 노동당 기관지의
표지삽화, 표지, 벽화와 1951년 기념우표 등 출판미술의 도안들을 제작하였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종군화가로서 선전화들과 선전용 회화 작품을 창작하였
고,《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횃불(1948)》과 같은 김일성의 활동을 주제로 한
회화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하였다.
곽흥모(1921-1988)는 일본 제국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후 1944년 귀
국하여 북한정권의 초기 산업미술가로 활동한 전문 도안가로 평가된다. 그는
북한에서 날염공예, 라전옻칠, 소뿔공예, 우표도안을 창작하였다는 기록이 있
다. 한국전쟁 당시 곽흥모는 평양미술대학의 도안학부 학부장 역임하였고, 일
본에서의 공예도안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미술과 공예 도안분야
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곽흥모는 1958년 창작된 북한의 대표적 선전화《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102)의 작가이며, 기념우표 창작과 70년대 조선화《시루식
밥가마(조선예술, 1977. 12: 36)》등 형태도안들을 창작하였다.

102)

곽흥모의 선전화《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는 195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정치선전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의 구호를 적
고 있으며, 그의 선전화 구도, 색채, 회화형식의 인물표현 및 등장소재 등 지금까지도 북한 선전화
들에서 계속 응용되고 있다. 이를 보면 곽흥모의 도안법이 북한 미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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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1954-1960년대 북한 산업미술의 전후복구 활용기
유홍준(1989)은‘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에서 북한 미술
을 평가 유보하는 까닭과 북한 미술의 진정한 이해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
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는 일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103). 하지만 북
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을 통해 직접 북한미술사의 정보를 얻
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사
례로, 『조선미술사 2』에서는 언급된 바 없지만 한국전쟁부터 전후복구 건설
시기(1953-1956) 초반인 1953년-1954년 9월까지 구소련 문화성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변월룡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문영대·김경희(2002)104)는 변월룡이
1954년도에 작성한 소련정부 제출 보고서 초안내용을 통해 그의 평양미술대
학에서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변월룡의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그는 소련 레
핀미술대학 교수로서 북한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출장 보내졌
지만, 북한정부가 평양미술대학 학장, 회화, 데생, 구조회화과 과장의 고문으
로 쓰려 한하고 적고 있다. 또한 북한미술교육의 상황이 변월룡 스스로 교재
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1954년 이후 북한미술은 변월룡을 통해 구소련 미술교
육의 영향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1955. 10. 15)이
전한 김일성의 1955년 8·15 10주년 전국미술전람회 관람기사를 보면 “김일
성 원수께서 조선미술가 동맹 중앙위원회 정관철 동맹 중앙위원장의 안내로
전람회장에 전시되여 있는 회화, 조각품, 공예품, 그라휘크, 무대미술품 등 작
품들을 관람하시였다.”라고 전한다. 정관철이 변월룡에게 보낸 서한(1955. 8.
30)에 의하면, 이 전시는 내무성 구락부에서 개관되었고, 총 반입 점수 506점
중 도안(그라휘크: 그래픽)이 83점, 입선작은 368점 중 54점이었다고 적고 있
다. 이를 통해 전후복구기인 1955년 당시 전람회 출품도안이 전체의 1/6에 해
당할 만큼 도안화 분야가 보급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3)

유홍준(1989), “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 『북한의 인식 9 –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문영대·김경희(2002), p. 34.

104) Op. cit.,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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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1955년 당시 도안(graphic)을 ‘그라휘크’의 러시아어 표
기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미술사 2』에는 1954-1966년 시기
의 미술을 회화(조선화.유화, 출판화), 조각, 공예, 산업미술, 영화 및 무대미
술, 건축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라휘크가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미술을 뜻
하는지 아니면 선전화, 인쇄물 표지장정 등 출판미술 도안을 말하는지 확실치
는 않지만, 규모면에서 디자인 영역이 늘어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아래
<그림 9>의 좌측 이미지에서 보듯이 북한의 일부 선전화들에서 소재, 인물표
현기법, 전체구성 측면에서 소련의 선전포스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이 발
견되었다.

<그림 9> 1960년대 창작된 선전화들
- 좌: 윤기택의 선전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닭알을 보내자!》, 「조선예술」, 1969. 10.
- 우: 조용원의 선전화, 《전력절약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선예술」, 1969. 10.

경제적 측면에서 1954-1960년은 북한의 경제복구 시기였다. 북한은 중공
업, 경공업, 농업의 재건을 위해 모든 국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미술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미술사 2』에서도 미술가들이 건설현장과 다수의 선
전화를 창작하는데 동참하였다고 전한다. 북한 『조선미술사 2』에서는 이시
기를 1954년-1960년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기의 1단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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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2단계는 1961-1970년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 결정의 제1차7개년계
획수행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7>의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산업미
술 활용기와 산업미술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1961-1970년 산업미술 성장기에
는 북한의 산업시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도달함에 따라 중공업, 경공업, 상
업 등 전 경제활동 분야에서 산업미술가들이 활동할 기회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조선미술사 2』에서도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산업미술은 우리의 공업, 우리의 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담
보하는 우리 식의 예술적도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주체가 선 산업미
술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 것은 이시기의 산업미술의 새로운 특징을 규정
해주었다. 산업미술발전에서 새로운 특징은 또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전면
적 건설단계에 들어서고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따라 산업미
술이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따라서 산업미술은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중공업, 경공업 발전에 이
바지하는 형태도안과 방직 및 의상미술, 상표 및 포장기술, 상업망과 거리장
식미술 등 다양한 종류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105).”

1단계 전후복구3개년계획(1954-1956)의 중인 1955년에는 경공업성 경공
업과학원 소속의 산업미술 전문조직인‘경공업미술연구소’설립되었다. 이시
기 산업미술은 일상용품의 형태, 포장, 상표 도안에 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
도안들은, 작가미상의《계란쩨리》, 《인삼주》, 《불로주》, 《룡성맥주》상
표, 포장도안과 1960년 리응식의《갈매기》담배상표 도안이 있다. 또한 의상
미술과 상업미술 분야에서도 산업미술가들이 창작하였다고 전한다.
2단계 산업미술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북
한은 1960년대 후반에‘형태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림 10>에서 보
듯이 출품된 작품들은 철제일용품들로, 《석유난로도안》, 이동식 조리기구인
《한 배낭에 넣을수 있는 부엌세간》, 6인용으로 식사를 위한《다용도 휴대용
105)

Ibid.,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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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이 있었다(조선예술, 1969. 12). 이 도안들은 통해 산업발전의 수준과
야외 현장 동원이 잦은 북한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도 있어 흥
미롭다.

<그림 10> 1960년 말 북한 형태미술전람회에 전시된 철제일용품 도안들
* 출처: 「조선예술」, 1969. 12, p.84.
- 상: 최세화·리명균, 산업미술도안, 《한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부엌세간》
- 하(좌): 주영자·남현수, 《휴대용식기도안》
- 하(우): 주영자·조풍언, 《석유난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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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단계에는 공업미술 관련 형태도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고 전한다.
대표적 작품으로 1964년 박채욱의 《관절식3축무궤도전차도안》, 1963년 리태
심의《천리마호뜨락또르 형태도안106)》, 1964년 박채욱의《시내뻐스 평양
-9.25’도안》, 리호수의 《승리 58형 자동차개작도안》, 1963년 박원하의
《만능볼반》, 《대형굴착기 형태도안》, 《10톤급화물자동차 형태도안》 등
기계류 공업도안과 관련 모형들 창작되었다고 『조선미술사 2』는 설명한다.
북한에서 공업미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철산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산업미술은 철제기계류 외에도 일반소비품의 공급을 위한 철제일용
품들을 다수 생산하게 되었다. 1958년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에
서 생필품 생산증대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중앙공업과 소규모의 지방
공업의 병진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107). 이로 인해 1960년대는 지방산업 현장
까지도 산업미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철제일용품 생산
증대를 위한 선전화 <그림 11>에서는 60년대 북한 경공업의 생산수준과 제품
디자인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선전화 구도에서 기계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을 병진하는 북한의 경제노선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11> 1960년 말 창작된 북한 선전화와 아동인형영화
- 좌: 작가미상,《철제일용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자》, 「조선예술」, 1970. 8, 표지4면.
- 우: 조선아동영화촬영소제작 인형영화《짚신》의 한 장면, 「조선예술」, 1969. 10, 표지4면.
106)

천리마호뜨락또르는 조선사람의 체형에 맞게 운전대 위치, 경사각도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외형
의 붉은 도색도 벌판 자연환경에서 돋보이는 효과를 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미술사2』, p.119.

107)

하경호,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산업미술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조선예술」, 1970. 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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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우측은 조선예술(1969. 10)에 소개된 조선아동영화촬영소에
서 제작한 인형영화《짚신》의 한 장면이다. 이 사진은 1960년대 당시 북한
의상 스타일과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60년대에 공업발전을 우선시
하여 방직미술 등 섬유산업과 관련 도안들도 다수 창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한 『조선미술사 2』는 이 시기 산업미술의 발전에 대해 “상업과 환경미화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상업미
술은 상표, 포장, 상업망과 거리장식미술 등 포함하는 의미인데, 도시상점과
간판, 판매용 선전화 등이 제작되었다. 또한 도시 미화를 위한 거리장식 도안
도 창작되었다고 전한다.
1954-1960년부터 북한 산업미술은 김일성의 교시로 인해 조선화를 기본
으로 하는 독특한 조형양식을 따르게 되었다. 북한미술사는 김일성이 1953년
12월 조선화 전통화법을 연구하라고 강조한 이후, 1966년부터 제9차 국가미술
전람회 기간에 조선화 뿐만 아니라 유화, 판화, 수채화, 무대 및 영화 미술,
산업미술 등 각 영역에서도 우리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는
교시를 내렸다108)고 설명한다. 북한이‘민족적 형식‘이라고 부르는 조선화풍
의 조형양식은 남한의 디자인과는 다른 차이점으로 굳어졌다. 북한의 전통미
학에 대한 강조는 바람직하지만, 지도자 미학이 국가 조형양식으로 강요된다
는 점은 남한 디자인에서 받아지기 어려운 점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북한‘주체산업미술’의 미적 기준은 김정일의 <미술론>에 의해 강화되었
고, 현재도 북한에서 유지되고 있다.

4.1.5. 1970-1980년대 북한 산업미술의 발전기
1970년대 초 산업미술가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창의적 미술기법을 통해
경제성, 실용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당 정책 사업들을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
었다. 「조선예술(1970. 6)」 논설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8)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는 길에서,”
「조선예술」, 1969. 10, p.21.

- 86 -

“오늘 우리 산업미술가들, 공예가들, 장식일군들, 도안설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그들이 누구보
다 더욱 철저히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관철에
앞장서나가는 것이다.”

정관선의 산업미술 논평109)에서도 70년대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실용성,
기능성, 심미성의 특성보다 당 정책 선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현시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오늘 우리 산업미술창작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창작전반에 구현하며 그것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문제는 우리 산업미
술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왜냐 하면 산업미술은
실용예술이며 따라서 그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수단
으로서 항상 그들속에 존재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미술가들은 당정책요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작품에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산업미술창작에서 이 과업을 해결
한다는 것은 지난시기 산업미술창작이 가지고있던 부족한점을 극복하고 새
로운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산업미술은 공업발전
과 함께 나타나 그 발생초기부터 생활환경을 이루는 생활도구와 재료를 소
개하며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도움을 주는 실용미술로만 발전하
여 왔기때문이다.”

1954-60년대 당의 경제정책은 중앙-지방의 산업분배, 소비품생산과 보급
증대가 목표였다면, 1970-1980년대는 인민소비품의 양적공급과 품질향상, 제
품의 다양화가 정책의 주요 쟁점이었다. 1970년대 북한은 산업미술이 제품의
다양화, 기술향상으로 노동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라고 지침을 내린다.

109)

정관선, “산업미술창작에서 당정책선전과 현실침투 문제 - 산업선전미술을 중심으로,”「조선예
술」, 1970. 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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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산업미술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또 하나는 경공업제품, 생
활필수품들의 가지수를 인민생활과 로동조건에 알맞게 그리고 그들의 정서,
비위에 맞게 더욱 늘리는 것이다.110)”

1970년대 북한 산업미술가들은 제품공급 확대와 종류 다양화를 위해 각
종 도안들을 창작해야 했다. 「조선예술」의 당시 산업미술 관련 기사들을 살
펴보면, 당시 산업미술들은 일용품, 생활필수품, 식료품, 문화용품, 놀이감, 천,
옷, 신발, 학용품, 공예품, 가구 등의 도안을 창작하였다. 1970년대 산업미술가
들은 중앙과 지방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과 도시험소 산업미술가들 및 협동
조합의 미술가들, 공장들의 도안실 일군들이 제품도안 및 상표, 포장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1974년 8월 김정일에 의해 과학원에서 독립된 경공업미
술창작사와 기계공업성의 산업미술가 활동이 활발하였다. 경공업미술창작사는
일용형태 창작실과 본보기 창작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김일성 훈장도안》,
《개상 고려인삼술 상표도안》, 《봄향기 화장품 포장형태도안》, 《랭천 사
이다 상표도안》, 《옷감무늬도안》등의 도안을 창작하였다. 또한 아래에 제
시된 《100톤차》, 김희향의 《굴착적재기형태도안》등은 농업, 수송, 건설에
필요한 기계도안을 담당하는 기계공업성 산업미술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림 12> 1970년대 창작된 공업미술 형태도안 1
- 좌: 작가미상,《100톤차》, 「조선예술」, 1975. 8, 표지 4면.
- 우: 김희향,《굴착적재기형태도안》, 「조선예술」, 1977. 7, p.36.

110)

하경호,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산업미술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조선예술, 1970. 6호,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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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70년대 창작된 공업미술 형태도안 2
- 좌: 리명복,《경제선동차》 형태도안, 「조선예술」, 1977. 7, p.29.
- 우: 제13차 국가미술전람회 출품작 박재욱·지춘복,《자연개조-77 국착기도안》, 「조선예술」, 1977. 7, p.36.

1970년대 북한 산업미술은 김일성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
의 미술 발전지침”에 따라 색채, 형상, 구도, 소재 선정에서 정치성을 띄게
되었다. 정관선의 「조선예술(1970. 3)」기고문을 읽어보면, 70년 대표적 산업
미술로 각종기계제품본보기과《승리산》《적위대》상표포장도안과 박영구의
산업선전화《조선강재》, 홍순모의 《분수식관수를 도입하여 더 많은 남새
를!》, 박근수의《황금산과실주》를 소개하였다. 또 그는‘민족적 형식에 사회
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산업미술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데, 과거 상
표, 포장에 사슴, 기러기, 꽃 등의 장식적 소재를 사용하는 대신 혁명사적지,
전적지, 당 구호를 형상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 ‘정치성+산업미술’의 디자인 특징은 일용품에도 반영된
다. 홍순모의 과자포장도안《만경대담사기념위대》, 사이다상표도안 《대홍단
샘물터》, 장만희의 담배포장《보천보》, 집체작 담배포장도안《일당백》, 사
탕포장도안《봉화리사적지》, 최영중의 레코드포장《영광의 탑이여》등 북한
특유의 정치사상 기반 산업미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제품 도안에
정치해설문, 선전문, 구호 등을 직접 넣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용 일상 제품
및 식용품들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안상원의《알사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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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옥의 《캬라멜》등에 군사놀이 모습, 총 비행기 등 무기소재를 사용한 포장
장식도안들이 창작되었다111). 또 화장품, 학용품, 의약품, 용기, 식료품 의 포
장과 상호에 전쟁기념지, 혁명사적지의 풍경이나 구호 문구를 넣는 산업미술
이 보급화 되었다112).
70년대 후반 「조선예술」에는‘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출품된
주요도안들이 소개되었다. 이 도안들을 보면 산업미술의 종류, 규모, 기술이
60년대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조선예술, 1978. 3: 29-31).

<그림 14> 1970년대 후반 창작된 산업미술 도안들
- 상(좌): 김종원,《개성고려인삼》 상업미술 도안, 「조선예술」, 1977. 12, p.36.
-

(중): 문명은,《철도짐함도안》, 「조선예술」, 1978. 3, p.31.

-

(우): 황주원,《등산용도끼》 형태도안, 「조선예술」, 1978. 3, p.31.

- 하(좌): 김사걸·진필승,《날염장식무늬도안》방직미술「조선예술」, 1977. 12, p.36.

111)

-

(중): 김성혜,《반찬감넣는 비닐주머니도안》형태도안, 「조선예술」, 1978. 3, p.31.

-

(우): 곽흥모,《시루식밥가마》, 「조선예술」, 1977. 12, p.36.

사리원 도시험소 산업미술가들은 도안창작 전에 혁명사적지를 답사한다고 「조선예술(1970. 6)」에
서 소개하였다. 대표 사례로는 조립식 건축놀이감인《학생소년궁전》과 김일성 모친 강반석의 자
장가 등이 담긴 자동장치 음악장난감《천정노래들》등이 소개되었다.

112)

정관선,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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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70년대 후반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에 출품된 공업도안들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는 1977년 11월경에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료를 보면
공업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도안들이 출품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좌: 안명일,《물 뿌리기 자동차 도안》공업미술 도안, 「조선예술」, 1978. 3, p.30.
- 우: 박종석,《태백산》3.5톤 자동차도안, 「조선예술」, 1978. 3, p.31.

1960-1970년대 북한의 산업정책은“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병진발전”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생필품과 관련 있
는 경공업이 낙후되어 소비재부족, 품질하락의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미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
작하였다. 북한은 1974년 경공업미술창작사를 설립한 이후 각종 산업미술전람
회를 개최하여 경공업에서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북한 산업미술 보급기(1975-1990)에 개최된 산업미술 관련 전람회들
참조 : 「조선예술」에 소개된 산업미술 관련 전람회 내용(국가미술전람회에 전시된 내용은 제외)
년도

북한 산업미술 관련 전람회

1977년 말로 추정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

1979

197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84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1986

인민생활필수품도안전람회

1988. 4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사전행사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89년‘경공업의 해’지정)

1990. 4-5

‘경공업 혁명관철’ 전국산업미술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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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1974년 경공업미술창작사를 설립한 이후부터 1990
년까지를 ‘산업미술 보급기(1975-1990)’로 규정하였다. 그 근거는 이시기 북
한은 국제행사 등을 준비하며 산업발전을 촉진하려고, 북한 경제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차례 산업미술 전시회 등 진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시기 관
련 전람회들을 순서대로 <표 18>과 같이, 1977년 말 혹은 1978년 초에 개최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 전람회(조선예술, 1978. 3에 소
개), 197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1986년
인민생활필수품도안전람회, 1988년 4월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990년 4월‘경
공업 혁명관철’을 위한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1984년113)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는 최초로 국가 주관으로 산업미술
의 전시가 기획된 사례이다. 이 전시회는 시기적으로 김정일의‘8.3인민소비
품생산운동’의 다음해에 개최된 행사였다.‘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김정
일의 지시로 1983년 8월 3일에 시작된 당시 운동으로, 북한의 산업자원, 에너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폐자재
를 활용해 소비품을 만들어내는 캠페인이었다. 북한은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
람회를 통해 경공업 분야에 사회관심을 쏟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1988년
이후부터 중요한 산업미술전람회는 김일성 생일이 있는 4월에 개최하고 있다.
1988년 4-5월에 대규모로 개최된 전국산업미술전람회는 1989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 사전행사로서, 각종 시설 및 공연행사장, 수송교통, 도시환경설
치물 등 행사 용 공공디자인을 선보였다. 1989년에는 평양에서 제13차 세계청
년학생축전이 열렸다. 북한은 1989년을‘경공업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
념하는 산업미술 도안들을 창작해 1990년 4월‘경공업 혁명관철’을 위한 전
국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북한 산업미술 보급기(1975-1990)에는 도안의
종류들을 다양해 졌고 수출물품과 문화행사 도안이 많이 창작되었다. 또한 도
안에 영문 표기를 하는 등 북한의 국제를 위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113)

1984년대부터 북한의 경공업제품 생산체계가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 지방공업, ‘8.3인민
소비품’을 만드는 공장·기업소의 작업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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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7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출품작들
*출처:

「조선예술」, 1979. 8, pp. 60-64.
- 상(좌): 장영환,《유리제품상표 및 포장도안》
-

(중): 고관우,《록용술 수출상표 포장도안》

-

(우): 리 백의 선전화, 《포장재생산을 늘이며 상품포장을 잘하자!》

- 하(좌): 김영섭,《주요수출품포장 및 선전까다로그 표지》
-

(우): 리승석,《조선레코드 표지도안》

- 좌: 백락도,《조선모피제품》
- 중: 한상원,《집게포장도안》
- 우: 정창옥 《옷꼬리상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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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출품된 산업미술 도안들
*출처: 「조선예술」, 1984. 11, pp. 21-25.
- 1째줄: 전람회마크(좌), 리종영,《조선기계대상설비수출입회사》상업도안(중), 리용익《전동차형태도안》(우)
- 2째줄: 리훈,《8마력 <충성호> 뜨락또르》공업미술도안(좌), 장명철,《<통일>호자동차형태도안》(우)
- 3째줄: 심현구,《100마력 <풍영>호 뜨락또르형태개조도안》(좌), 리철희,《수직후라이스형태도안》(중),
리호수, 《가정용 만능가공기계 형태도안》(우)
- 4째줄: 허창수,《자동백철판인쇄기》(좌), 김일수,《원형밥상남비 형태도안》,리광수,《밥통》(중),
김종원, 《전자벽시계형태도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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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출품된 산업미술 도안들
*출처:「조선예술」, 1984. 11, pp. 21-25.
- 1째줄: 최인수,《인삼화장품》조선대성무역상사 상업도안(중), 주선일《개성고려홍삼》조선대성무역상사 상업
도안(중), 임능패《물고기가공품》(중), 한현히,《술상표포장도안》(우)
- 2째줄: 리영숙,《어린이식료품 포장도안》종이·비닐 합부지 포장도안(좌), 안지성,《정방산술포장도안》(우)
- 3째줄: 김귀남,《당과류 포장도안》(좌), 차봉순,《작업복 형태도안》(중), 고량아, 《가방형태도안》(우)

위 <그림 17>, <그림 18>의 1984년 제1차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산업미술 도안들을 보면, 북한의 전람회 개최 목적은 국내외 경제발전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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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여겨진다. 전시된 작품들 중 북한에서 비중 있게
소개된 분야는 기계류 공업미술 도안들이다. 리용익의《전동차형태도안》, 리
훈의《8마력 <충성호> 뜨락또르》, 장명철,《<통일>호자동차형태도안》, 심현
구의《100마력 <풍영>호 뜨락또르 형태개조도안》, 리철희의《수직후라이스형
태도안》, 리호수의《가정용 만능가공기계 형태도안》, 허창수의《자동백철판
인쇄기》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북한의 경공업 제품들 중에도 북한산 모피제
품, 주류, 인삼제품 등도 수출제품들이 다수 전시되었다. 이를 보면 1984년 첫
국가산업미술전람회는 북한산 제품들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전이라고 보여진다.
1988년 4-5월 두 달간 열린‘전국산업미술전람회’는 다음해인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사전행사로 기획되었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청년학생축전은 북한 산업미술 분야에게 국제행사용 도안들을 총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동평양대극장, 양
각도의 국제영화관, 릉라도경기장의 건축설계와 건축장식도안(실내디자인)에도
산업미술가들이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미술가들은 선전화, 네온장식(야
간조명), 무대, 기념탑과 같은 거리장식과 공공시설의 장식도 담당하였다.

<그림 19> 1980년대 후반 평양에 신축된 건물 전경도와 내부 형성 장식도안
*출처:「조선예술」
- 상: 국제영화관(1988. 1, P.28), 릉라도경기장 (1988. 2, P.36), 동 평양대극장 전경도, 1987. 10, P.33.
- 하: 김병렬·차룡순, 《버드나무거리 청량음료점 건축내부형성 및 장식도안》, 1986. 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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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국산업미술전람회(1998. 4-5):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각종 거리장식도안들
*출처: 「조선예술」, 1989. 10, pp. 30-35.
- 1째줄: 박원,《릉라도물놀이장 장식그늘대(가림막》(좌)
고형래, 《거리장식물도안》(우)
- 2째줄: 김일수·조광훈, 《네온장식도안》(좌)
오영록·라실기, 《축전거리장식도안》(중)
고형래, 《거리장 식물도안》(우)
- 3째줄: 김봉일, 《비행기 버그축전기념 장식도안》(좌)
김병택, 《중앙식물원 선물관 건축형성및 유리벽화장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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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미술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며‘성장기-발전기-보
급기’를 거치면서 그 범위와 사회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1980년대 말 북한 산업미술전람회들의 전시된 도안들은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건축장식미술(실내디자인), 거리장식미술(공공디자인)과 상업미술(상
표·포장·디스플레이·상업공간디자인), 진렬대장식미술, 출판미술 등이었다.
이를 70년대와 비교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영역이 다양화되고, 대상 분야별로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89년 4-5월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는 140여점의 도안작품들이 전시된
‘전국산업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박채욱은「조선예술(1989. 8)」에서 이
전시회의 작품명과 도안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표 19>는 박채욱 글에서 등장
하는 북한 산업미술 영역과 남한의 국립대학교의 디자인관련 강좌명들을 비
교하여 남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비교 결과, 1989년 남북의 디자인은 부르
는 용어가 다르지만 영역 구분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남북의 차이점
으로는, 북한에서는 문자디자인이 독립된 분야로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북한은 서체는 서예와 출판미술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지만 전
국 산업미술전람회에서는 전시된 적이 없다.
<표 19> 1980년대 말 남북한 디자인 영역 비교
참조 : 1989년 북한의 전국산업미술전람회 전시 영역과 남한의 국립대학교 디자인 강좌명 비교 조사
북한 산업미술

남한 산업디자인

출판도안

시각디자인

무대도안

무대디자인

의상도안

패션디자인

방직미술

텍스타일디자인

(경공업·기계공업·자동화·전자공업)공업도안

공업디자인

아동미술

영상디자인

상업미술(포장·상표·상업망)

포장·브랜드·광고디자인

진렬대장식미술

전시디자인

건축장식미술

실내디자인

거리장식미술

환경디자인

-

문자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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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술(1989. 8)」에서 박채욱은 "우리 나라의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실용 예술성이 높은 공작기계들과 로보트도안들을 창
작 실현 한것으로 하여 이번 전람회는 더욱 이채를 띠였다114)”라고 설명하
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당 정책에 따라 전자, 자동화공업
분야로 창작범위를 넓혀야 했다. 실제 이 전시회에서는 80대 중반과는 다른
‘로보트’ 도안이 전시되기도 하였고, 전자동 기계공업 도안들도 상당 수 전
시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생활필수품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조형적으로도
큰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의상도안, 방직도안, 포장 등은 여전히 60년
대의 도안들과 유사하다. 북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시된 기계공업
도안들도 실현된 것이 아니라 도안에 그친 작품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공업미술 형태도안들
*출처:「조선예술」, 1989. 8, pp. 30-41.
- 상: 리근배, 《운반로보트(로보카) 도안》(좌), 최치호, 《수치조정 방전기공반 형태도안》(우)
- 하: 최룡운·박세권, 《전자계산기수치조종 종합가공충성반》, 문봉철, 《여러가지 초물가구
장식도안》
114)

박채욱,“나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가치있는 도안들-전국산업미술전람회를 보고,”
「조선예술」, 1989. 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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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89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에 출품된 경공업미술 형태도안들
*출처:「조선예술」, 1989. 8, pp. 30-41.
- 1째줄: 림창범, 《가정용접이식 식탁형태도안》(좌), 김귀남·김선덕·문정희,《당과류포장도안》(우)
- 2째줄: 고형래, 《조립식옷장형태도안》(좌), 리유미·김혜영, 《여름철일상옷 도안》(우)
- 3째줄: 김태선, 《초물가방형태도안》(좌), 박애순, 《조선옷도안》(중), 로혜순·장미란,
《신발형태도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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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1990년대 북한 산업미술의 쇠퇴기
90년대는 북한에게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정치
적으로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집권하는 정권변화를 거쳤으며, 외교적
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사회주의(社會主義) 블록’이 무너지면서115) 북
한이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변화를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80년대부터 드러나
기 시작한 식량, 에너지, 자원 문제가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90년대 중순부터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게 된다.
북한의 산업미술도 상황이 열악했다.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경제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지만, 80년대 산업미술의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도안창작물
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90년대는 국가경제의
기초인 농업과 경공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국가
정책에서 긴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산업미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80년대 비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의 90년대는 관점에 따라 시기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박형중
(2002)116)은 “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제”연구에서 경제개혁 측면으로 북한의 90년대를 3부분으
로 나누었다. 그는 1991-1993년을 ‘부분개혁체계로의 복귀 및 와해과정’으
로,

1994-1997년 동안을 ‘완충기와 부분개혁체계의 붕괴시기’로, 마지막

1998-2000년을‘부분개혁체계의 복구시기’로 구분하였다. 조동호(2001)117)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1990-1997년을 ‘북한 경제몰락
115)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80년대 초 동유럽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관리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였고 경제는 점차 악화되었다.
1985년 이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의해 과거 브레즈네프 독
트린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국제체제’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중앙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공산주의체제는 약화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소비에트연방의 정치와 경제의 경직화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1989년 6월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 정부 붕괴에 이
어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까지 확산되어마침내 반세기 동안 유지된 ‘사회주의(社會主義) 블록’
을 무너뜨렸다.

116)

박형중(2002), ‘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
제’,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세미나(2002. 11. 8)「북한 60년의 재조명」의 발표자료.

117)

조동호 외,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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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김정일 집권 초인부터인 1998-2000년을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기’

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조동호의 구분과 같이 <표 9>에서 90년대 북한의
산업미술도 쇠퇴기로 보고, 세부적으로는 1990-1997년 쇠퇴기, 1998-1999년을
선 선군시대의 주체미술의 전환기로 보았다. 90년대 북한 산업미술은 크게 3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1990-1997년 북한의 산업미술은 산업경제 몰락과 물질 부족시기
를 맞아 공업도안 창작보다는 산업생산과 대외수출 증대를 주제로 하는 선전
화들을 다량 창작하였다. 특히 1993년 12월의 6기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3대 제일주의 경제 혁명전략’에 따라 1993-1997년까지 농업, 경공업, 무역
와‘석탄, 전력, 철도 운수 등 인민 경제 선행 부문’을 선동하는 선전화 창
작이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전면으로 등장한 ‘선군정치’로 인해 군과 사상을 주제로 하는 정치선전화
들이 중앙 내각 소속 미술조직과 노동당 산하 미술창작사, 미술 교육기관 중
심으로 다수 창작되었다.
두 번째, 북한 산업미술은 이론적, 기술적 측면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북
한 미술사적 측면에서 90년대는 ‘김정일 미술론중심의 주체미술기‘에 해당
된다. 1991년에 발간된 『김정일 미술론』118)은 김일성의 주체미술의 답습이
라 할 수 있다. 이 저서의 산업미술과 관련된 내용은 80년대 출간된 『친애하
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 – 공예 및 산업 미술 창작리론』119)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미술론은 주체산업미술의 구체적인 창작방향과
기술을 설명하기 보다는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금지사항을 암
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90년대는 국제적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보급되던 시대이지만, 북한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도안창작이
90년대 말까지도 이어졌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미술창작을‘콤퓨터
118)

김정일, Ibid.

11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30 – 공예 및 산업 미술 창작리론』, 평양: 문예출판
사(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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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로 부르는데, 북한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산업미술은 2000년대 중반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90년대 북한 산업미술은 창의성 측면에서 쇠퇴기를 맞는다. 이 현
상은 평양소재 공업종합출판사에서 1993년 발간한 <그림 23>의 『생활필수품
형태도안 자료집 (2)』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생활필수품
디자인을 담당하고, 1982년부터는 <인민소비품 본보기>라는 표본도안집을 발
간하고 있는 ‘경공업미술창작사’에서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공업미
술창작사는 주로 기념품, 상표, 포장지, 일용품, 경공업제품 등의 산업미술 도
안을 창작하고 있는데, 『생활필수품형태도안 자료집(2)』은 정보가 부족한 지
방공업을 위한 도안 자료집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도안 자료집
은 각종 가방류의 도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몇 가방의 형태도안에는 해외브
랜드의 마크와 소재, 전용 패턴들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가짜 브
랜드 마크’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림 23> 90년대 북한에서 발행된 가방 형태도안집
*출처: 저자 리순희, 김원복, 심사 김종수, 『생활필수품형태도안자료집 (2)』 ,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3. 2. 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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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필수품형태도안자료집 (2)』의 이러한 현상을 북한
의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제 소비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문화적 고립을 원
인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에서 해외 수입품은 중국과 사회주의국가들의 것 외
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특히 이 책이 집필될 무렵의 북한경제는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체제 붕괴 전조로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교역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정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은 더 고립
된 상태였는데, 디자인의 해외동향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 중국
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주의체제의 서구의 것은 접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 『생활필수품형태도안자료집 (2)』의 디자인 모방현상에 대해, 중국교역
을 통해 해외 모방 제품들이 북한에 반입되었고, 북한 사회에서 브랜드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여 산업미술창작조직에서 그대로 재도안하고 심사에서 통과
해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김정일의 집권초기인 1998년부터 90년대 전반부의 주제가 된‘3대 제일
주의 경제 혁명전략’은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국가 산업경제 시스템과 배급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
었고, 1998년부터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사회주의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식량 및 소비재,

기간산업 정상화를 선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

기 북한은 특히 인민 경제부분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을 강조하고,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속 공업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시기 미술영역에서
는 농업선동을 위한 ‘감자농사 혁명, 두벌 농사(이모작), 종자 혁명, 토지 정
리 사업’ 등을 주제로한 선전화들이 다량 창작되기 시작했다. 경공업은 농업
과 석탄 공업, 전력 공업, 철도 운수, 금속 공업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정책에
서 다시 뒤로 밀리게 되었다. 70-80년대 북한 산업미술이 공업미술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90년대 북한 산업미술은 의식주 중심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60
년대와 같은 방직도안, 의상도안, 식료품 포장도안 중심으로 축소되는 시기를
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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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2000년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부흥기
2000년 이후 산업미술은 지도자의 집권에 따라 두시기로 나뉜다. 이시기
는 북한미술 측면으로는 1998-2011년 김정일 정권의 선군 주체미술시대와
2012년 이후 김정일 유훈에 따른 주체미술 지속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은 1998-2011년 시기를 경제강국 건설 및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이바
지하는 선군문학예술의 위업을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북한 산업미술은 이 시
기 90년대 이전의 성장기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
다. 2000-2011년 동안 김정일 집권 하에서 일어난 산업미술의 중요한 일들을
열거하면, 2002, 2003년도 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평양미술대학
에서 과거 조선화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 산업미술학부에게 ‘3대혁명붉은
기’가 수여되었다. 북한은 2005년에 전국 산업미술창작가들과 행정가들이 모
여 ‘노동당창건 60주년 산업미술연구토론회’의 당 정책을 토론하는 대규모
행사를 가졌고, 2006년에는 전국단위 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3
월에는 여러 산업미술조직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데, 2010년 이전까지의
북한 산업미술의 조직을 정책결정구조에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20> 2010년 이전까지의 북한 산업디자인 구조도
*표 구성: <표 11> 북한 디자인정책의 결정 요인 구조도를 기준으로 2000년대 공영매체에 산업미술
관련 기사를 근거로 관련조직과 정책결정 위계를 재구성
평양미술대학 및
시도 관련 교육기관

⇦

조선조동당 정책수립
- 산업미술 창작방향 설정-

⇨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산업미술협회

⇩
국가품질감독국
내각의 각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소

⇦

산업미술처
(2010. 3월 이전까지
산업미술 등록, 심의 관할)

⇩
각 도 인민위원회
산업미술국

⇨
공장, 기업소
산업미술 담당조직

산업미술 보호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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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0년대 초 북한에서 창작된 경제선동 선전화들
*출처:

좌: 김철훈(2004),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조선문학예술년감」, 2005. p.340.
우: 홍준석·김경철·황민(2002),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
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조선문학예술년감」, 2003, p.429.

2000년 이후 북한의 산업미술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듯 공영매체에
서 산업미술과 관련된 보도들이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조선중앙통신(2005.
12. 28)에서 대표적 산업미술 담당조직인 국가품질감독국의 산업미술처장 최
치호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산업미술처장은 당시 북한 산업미술창작사들의 이
름과 대표활동과 업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전국에서 기계공업
성 산업미술창작사, 경공업성 경공업미술창작사, 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
평양화장품공장 등이 나서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도안들은
1천200여 점으로 이중 500여 점이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북
한 산업미술 현황을 소개하였다.
그에 인터뷰에 의하면 2005년 당시 내각의 기계공업성의 산업미술창작사
는 《6.15호 전기기관차》, 《부흥호 전차》, 《락원 유압식굴착기》 등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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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품을 개발한다고 설명하였다. 경공업미술창작사는“이불감 무늬도안, 각
종 그릇장식 등을 창작했고 감자농마(녹말)국수, 언감자국수, 감자발효식초 등
60여 점의 감자가공품 포장 디자인을 개발, 생산에 도입시켰다”고 구체적 활
동규모를 밝혔다. 또 국가품질감독국의 산업미술처장은 만수대창작사와 평양
미술대학은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을 담당한고 설명하였다. 이 창작사들이 평
양음악대학 내.외부 도안, 동 평양대극장 현대화 설계도, 청년영웅도로 기념탑
도안 등을 비롯해 공원, 분수, 거리장식을 창작했다고 전했다.
그의 이 인터뷰를 통해 2000-2005년에 북한은 건설과 교통에 관련된 기
계류생산과 식료품 생산, 도시정비에 산업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06년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경공업혁명’을 더욱 강조
기 시작한다. 북한은 특히 평양 방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신의주신발공장, 평양일용품공장 등 방직, 의류,
신발제조업분야에서 생산공정 현대화에 맞춰 산업미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였다. 북한은 일당국가의 하향식 정책결정 체계(top-down system)에 의해 미
술조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노동당 기관지의 산업미술 관련기사를 검색하면
2000년대 북한정권의 산업미술의 관심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표 21> 2000-2012년 노동신문의 디자인 관련기사 조사
*표 내용 : 2000-2012년의 「노동신문」기사내용 조사를 근거로 작성.
표 구성: 최희선(2011)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과 남북 디자인교류의 전망’, 한국트랜드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표 재구성.
년도

북한 산업미술 관련 기사 내용

노동신문 기사

2002

북한 산업미술전람회 소개(약 900여점 도안들 전시)

2

2003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산업미술 현황 소개

5

2004

경공업미술창작사 창립 30주년 기념 축하

1

2005

노동당창건 60주년 산업미술연구토론회

1

2006

산업미술도안의 현황

1

2008

전국산업미술전람회(1500여 도안, 400여점 실현제품 전시

2

2012

국가산업미술전시회(2700여 점 전시: 1700개 기록물과
1000점의 최근 도안들 전시) 및 산업미술 현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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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21> 의 2000-2012년 사이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산업미술 관련 기
사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2002년부터 시작해, 2003년과 2012년에 개최된 국가
산업미술전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특히 2012년에 개
최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총 2700여 점이 전시되었다고 노동신문은 전
한다. 전시된 도안들은 1700개 도안 기록물과 1000점의 최근 창작된 도안들이
다. 기록물들은 김정숙이 디자인했다고 전하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군복, 자
수 작품부터 전시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지도했다는 북한 국기, 국장 도안에
서부터 기계, 건축, 교통, 의류 등 산업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과거와는 달리 김일성 일가의 업적부터 시작하는 산업미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
를 엿볼 수 있다.
이 전시회의 주관조직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다. 이 조직은 20010
년 3월 김정일이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 기관인 노
동당은 중앙산업미술지도국과 지식재산의 등록·심사기관을 하나의 건물에
두어 디자인의 총책임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 건물은 국가산업미술중심(국가
디자인센터)으로 불리는데, 2012. 4월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이 방문하면
서 산업미술이 국가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림 25> 2012년 김정은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 방문을 소개한 노동신문 기사
*출처: 로동신문 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로동신문(201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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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평천구역의 연건축면적이 1만여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미술중심
은 김정은의 정치성과물로도 평가받는다. 북한 국가산업미술중심은 지식재산
의 창작, 심의, 등록과 국제교류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위한 공간이
다120). 노동신문(2012. 4. 11) 기사에서는 김정은이 전시장에서 산업미술을‘과
학기술과 경제강국 건설의 척후대’라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한다.

“김정은동지께서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산업미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
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김정은동지께서 산업미
술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
다고 하시면서 산업미술이 우리 인민의 생활복리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산을 표명하시였다.121)”

북한 조선중앙TV는 총 3회에 걸쳐 산업미술 전시회 소식을 자세히 보도
하였다. 또한 조선중앙TV는 방송 프로그램(2012. 5. 6; 2012. 5. 25; 2012. 6. 4
방영분)으로서 <전시회 소개편지물>과 <사회문화상식>의 공업미술, 의상미술
에 대해 방송하였다. 방송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업미술이 무엇인지 국민
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달라진 모습이다. 또한 북
한은 과거 11월, 4월 등 전시회를 기획하던 것과는 달리 2012년부터 2013,
2014년에도 해마다 김일성의 생일기념일이 있는 4월에 국가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3대 지도자 김정은의 행보와 노동당의 조직
구성은 산업미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2013, 2014년 전시회들은 규모면에서 2012년보다 크지 않았지만, 내용적
으로 더 다양한 도안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조선예술(2013. 7)」은 2013년
전시회에 《모란봉, 류경원 마크도안, 휴식터 건축장식도안, 원산수족관 형성

120)

리동찬(중앙산업미술지도국 국장), 조선중앙TV(2012. 5. 6방영분) 2012. 4. 27일 인터뷰.

121)

로동신문 정치보도반,‘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로동신문(2012. 4.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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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등 건축설계들과, 《세포식료가공공장 상표도안, 여러 가지 체육화 도
안, 가정용 종합콩가공기 형태도안, 울타리형태도안, 마안산담요무늬도안, 대
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제품본보기도안》 등 생필품 도안들이 있었다고 전한
다. 2014년도의 작품들은 개인의 작품보다는 활동하고 있는 창작소를 강조하
며, 2012년에 비해 건축장식, 기계도안들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6> 2012년 4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출처: 조선중앙TV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소개 프로그램 (2012. 5. 6일 방영분)
- 1째줄(우):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리동찬 국장의 조선중앙TV와의 2012. 4. 27일 인터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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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3년 4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출처: 「조선예술」, 2013. 7, p.46.
- 우측(상): 2012년 5월 31일 김정은 비준의《류경원 마크도안》
(하):《원상수족관 형성도안》
- 좌측(상): 2012년 9월 26일 김정은 비준의《모란봉악단 마크도안》
(증):《휴식터 건축장식도안》
(하):《새포식료가공공장 상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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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14년 4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1
*출처: 「조선예술」, 2014. 6.
- 우측(상): 기계공업성산업미술창작사 김철국,《4.5m2 유압식전면삽차 형태도안》, p.47.
(하):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준비소 손은정,《봄 가을일상옷도안》, p.48.
- 좌측(상): 평야미술대학 김경국,《잔디깎는기계 형태도안》, p.48.
(증): 함경남도 산업미술미술국,《감자음식본보기도안》, p.48.
(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 집체,《T샤츠날염도안: 어린이용》,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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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창작된 도안들은 기계공업, 경공업, 방직 등 종류가 다양한데,
작품별 해당 창작소가 「조선예술」에 소개되어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앞의
국가품질감독국의 산업미술처장 최치호의 인터뷰처럼, 국가 주요건물의 내외
부 장식과 국가 공공기관의 마크 등을 도안하였다. 2014년에 국가전시회에 출
품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들을 열거하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외부장식
도안(그림 29)》, 만수대창작사와 합작으로 개발한 《아동병원 산업미술도안》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만수대창작사는 큰 규모의 건축사업, 국가 정책
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4년은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고 표기된 도안들도 다수 관찰되
었다. 김정은 지도를 받은 디자인들은 과학기지의 상징매체인《국가우주개발
국 마크도안》, 스포츠 관련 디자인인《<미림송마구락부>마크, 승마복 도안》,
수출용으로 보이는 각종 술들의 상표·포장디자인《창성식료공장 상표도안》,
특정지구 외부간판 개발을 위한 《<은하과학자거리> 공공건물간판도안》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국제체육경기대회 마크, 우승컵, 메
달도안》이 김정은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에는 내각의 성들에 산업미술창작 기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기계
류를 디자인하는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에서는 김철국의《4.5m2 유압식
전면삽차 형태도안》이 출품되었다. 북한의 대표적 디자인교육기관인 평야미
술대학에서 김경국의 《잔디깎는기계 형태도안》,《평양 대학졸업증, 대학기
발 도안》등을 개발하였다. 이 중《잔디깎는기계 형태도안》은 실현되지 않은
컨셉 디자인용으로 그려진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미술대학은 국가전람회나 대
학차원의 전시회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작품들을 전시한다. 《평양 대
학졸업증, 대학기발 도안》을 보면, 평양미술대학과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가
합작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의 평양의학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의 계응상농업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미술대학의 대학
의 기발들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평양미술대학은 2013년 중앙과 지방 대학들
의 교육인증서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졸업증도안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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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제품으로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에서 집체창작(여럿
이 함께 참여)한 어린이용《T샤츠날염도안》,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준비소의
손은정이 디자인한 《봄 가을일상옷도안》,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류정화의《여
러가지 운동신형태도안》이 전시되었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 직업 작품들을
출품하는 것으로 보아 심의, 등록, 지도부서 외에도 도안창작, 연구를 담당하
는 ‘기술준비소’가 내부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준비
소와 조선산업미술창작사는 의상, 신발 등 생필품과 관련된 디자인을 담당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2014년 전시에는 함경남도 산업미술국
《감자음식본보기도안》처럼 도 단위 산업미술국들도 참여하였다.

<그림 29> 2014년 4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도안들 2
*출처: 「조선예술」, 2014. 6.
- 1째줄(좌):《국제체육경기대회 마크, 우승컵, 메달도안》, p.47.
(중):《<미림송마구락부>마크, 승마복 도안》, p.47.
(우):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류정화,《여러가지 운동신형태도안》, p.48.
- 2째줄(좌):《평양 대학종업증, 대학기발도안》, p.47.
(중): 만수대창작사,《<은하과학자거리> 공공건물간판도안》, p.47.
(우):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기술준비소 집체,《창성식료공장 상표도안》,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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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4년 4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 전시된 건축형태도안들
*출처: 만수대창작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외부장식도안,「조선예술」2014. 6. p.46.

- 115 -

2013, 2014년도 북한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보면 《원상수족관 형성도
안》, 《휴식터 건축장식도안》등 컴퓨터를 이용한 도안작품들이 자주 보인
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그려진 그림은 ‘콤퓨터미술’ 혹은‘콤퓨터화’라
고 부른다. 북한은 2000년경부터 산업미술 분야에서 컴퓨터기술을 교육하고,
창작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2002. 11. 3: 4면)」의
“산업미술은 경제건설의 힘 있는 수단-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의 기사에서
는 “콤퓨터에 의한 산업미술도안창작은 도안과정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
적 효과성과 미적가치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것을 대량생산하는 경우 마련
되어야할 공구와 형태 등 여러 가지 지술 장비까지 지정하여 생산의 실리를
철저히 담보하여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문학예술 정기간행물 「조선예술」에서는 “콤퓨터화는 높은 예술적 기
량과 함께 콤퓨터와 프로그람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콤퓨터미술가에 의
하여 창작된다.…모든 콤퓨터미술가들은 콤퓨터화의 특성에 대하여 잘 알고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산업미술에서 컴퓨터 활용은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2차원화
상처리프로그람’과 ‘3차원도형처리프로그람’으로 평면, 입체의 모형을 표
현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또한 북한은 미술의 색채구현에 있어 컴퓨터기술을
활용한다. 북한에서 디지털 색채 표현은 컴퓨터 화상들의 화소(픽셀) 정보에
구현된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색 정보는 RGB(붉은색, 풀색, 푸른색), CMYK(청
록색, 진분홍색, 노란색, 검은색) 의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산업미술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21세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컴퓨터기술 외에도, 인체공학, 생태건축 등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요
쟁점들이 북한의 문화예술 전문잡지에도 등장한다. 북한의 급속한 컴퓨터기술
보급과 관심을 보면, 남북한 디자인의 21세기 공통적인 특성은 과학기술의 응
용에 있다. 따라서 남북의 디자인의 교류는 문화가 아닌 기술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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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북한 디자인 현황 비교분석
4.2.1. 남북한 디자인의 국가체제·이념 배경 비교
정치학자 Y. Dror(1970)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인간의 존엄성 실현’
이라고 설명한다. 남북한 역시 디자인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 실용적이
고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실현
과 북측의 사회주의국가 달성이라는 상이한 국가 목표를 갖고 있다. 정치체제
에서도 남한은 다원주의, 다당제를,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의 중앙제와 김일
성 가계 중심의 유일사상체계122)를 구축하였다. 경제측면에서도 자유 시장원
리를 따르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남한이 공공성과 영리성의 디자인 영역이 확실한데에 비해 북한 산업미술은
경계가 모호하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의 특성상 1946년에‘산업국유화법령’
부터 모든 생산조직이 국유화되었고, 1947년부터‘미술은 인민의 것으로’라
는 구호로 미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해왔기 때문이다.
<표 22> 남북한 디자인의 국가체제, 이념 배경 비교
참조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0. 4. 9개정 기준) 과 대한민국 헌법
남한

북한

이념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정치: 국가형태

자유민주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

다원주의, 다당제

중앙집권제, 일원주의, 일당제
- 모든 생산수단: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소유

소유권: 개인의 물적, 지적 소유권 보장 -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국가 소유.

경제
▼

-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소유
▼

전문기업·전문 인력의 자율경쟁

122)

당 정책에 따라 기관 조직·운영

안찬일(2013, 3), ‘북한정권의 정책결정 과정 해부’, 『북한』 495호, 북한연구소, pp.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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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과 다른 국가체제와 경제체제에 따라서 산업미술의 3가지 근
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은 디자인 수요 발생의 원인이 다르다.
남한의 디자인은 물건이 잘 팔리거나, 디자인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내기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도자와 당의 정치에 의해
디자인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이 다르다. 북한은 지도자의 미술에 대한 이해가
미술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치구조이다. 산업미술 영역도 마찬가지 경우로, 김
정일, 김정은의 의견이 제품, 기계, 의상, 도시, 건축설계의 모든 분야에 영향
을 끼쳐왔다.
둘째, 북한 산업미술은 디자인 발상의 한계성이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60년대 이후 김일성의 주체미술론에 이어서, 80년대『김정일 미술론』에 이르
기까지 주체 산업미술의 사상·미학·양식을 따르기를 강요받아왔다. 제품디
자인의 소재, 색채, 서체의 선택까지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강요받는다.
정치가 조형성을 지배해온 북한 산업미술은 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 디자인은 타 문화 개방적이고 사상·미
학·양식에 대해 창작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은 디자인산업, 디자인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사전에서
산업미술은 “제품의 형태와 색깔,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 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123)”이
라고 정의되어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를 구축하며 1946년에 산업국유화법
령에 의해 공장, 기업들을 국유화하였고, 1947년부터 북한 미술가들은 ‘미술
은 인민의 것으로’라는 구호로 작품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미술작품의 저작
권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북한에서 산업은 국가소유로서, 산업미술이란
국가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성 활동이 되어버렸다. 즉, 북한에서의 디자인은 국
가를 위한 미술, 공공차원의 기업지원의 되어 디자인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123)

조선말사전(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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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남북한 디자인관련법 비교
남북한은 각각 디자인과 관련된 법령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디자인관련
법들을 조사해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살펴보면, 남한의 디자인
관련 법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구분된다. 법 소관
은 중앙행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며, 지방자치법
은 지자체의 산업 혹은 문화, 도시환경 관련 부서에서 디자인관련 조례를 담
당한다. 남한의 디자인중심의 법률은 디자인산업 육성·보호·진흥책의 법적
근거인‘산업디자인진흥법’과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
법(구 의장법, 2004. 12 개정)’이 있다. 또한 90년대 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에 따라 2014년 기준 약 200여개 자치법규인 디자인 관련조례들이 제정되었
다. 디자인조례는 지역특성 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된 ‘공공디자인조
례’, 지역 기업육성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조례’ 등이 있다.

<표 23> 남북한 디자인관련법 비교: 법령 유협 및 연혁, 담당 조직
*참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한국정부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남한

북한

디자인·포장진흥법 (1977)
▼

상표법 (1998)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1991)

공업도안법 (1998)

▼
중앙
법령

- 내각 산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

산업디자인진흥법 (1996)

지
적

북한

- (현)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소

법령

디자인생활산업과

유

저작권법 (2000년)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특허청, 디자인·상표심사정책과 -

해당분야별 출판지도기관,

권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 -

저작권법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공공디자인조례
자치
법규

사회주의상업법의 일부 규정 (1992)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담당부서 -

*7장: 상품의 포장, 진열, 조명, 광고

기

*8장: 간판, 장식의 설치(2010개정법)

타

- 내각 산하 중앙상업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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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디자인과 관련된 법은 지방정부의 자치규정 없이 중앙 내각에 관
련된 법령들만이 존재한다. 디자인관련법의 담당기관은, 북한에서 창작된 상
표와 각종 도안들은 품질감독국 소속‘상표 및 공업도안처(The Trademark &
Industrial Design Department)’에서 맡았다가, 2010년 3월부터 북한 산업미술
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 등록·심의 및 창작방향
의 지도·통제를 맡고 있다124). 또한 북한의 상업과 관련된 포장, 진열, 광고
등의 법령은 내각 산하 중앙상업지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디자인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북한의 디자인관련법125) 중
‘공업도안법’과 ‘상표법’은 1983년 6월 1일‘품질감독법’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126) 내용이 예속되어 있다가 1998년 별도로 독립해
채택되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상표법은 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공업도안법은 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되었다. 북한은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상호·산
지표시·원산지명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조약인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하여 1980년부터 산업재산
보호 조약이 발효되고 있었지만, 북한 내부에 관련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3년
이후이다.
북한의 상표법은 독립법령으로는 가장 먼저 채택되었다. 북한의 상표는
법은 제품상표, 봉사상표(서비스분야 상표), 집단상표(단체상징매체), 증명상표,
담보상표(금융관련상표)127)에 대한 등록의 신청·심의, 상표권 보호 및 상표사
업의 지도통제 규정을 다루고 있다.

124)

김지영, ‘경제와 인민생활 추동하는 《우리 식 디자인》, 조선신보, 2013. 12. 20일자: 2면.

125)

북한은 디자인을 ‘산업미술’로 부른다. 하지만 본 연구의 디자인과 관련된 법령 부분에서는 사회
주의식 산업의 어의가 남측과 달라 디자인관련법으로 축약해 용어를 사용하였다.

126)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모두 5장 54조로 구성되었었는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
한 규정은 제1장 총칙(제1-3조), 제2장 상표와 봉사(서비스)표시(제4-29조), 제3장 공업도안(제30-39
조), 제4장 본래명칭(원산지 표시)(제40-48조), 제5장 부록(제49-54조)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중 제3장 공업도안이 별도의 법으로 독립하였다.

127)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2조(상표와 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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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같은 해에 채택된 북한의‘공업도안법’은 각종 공업도안에 대
한 등록의 신청·심의와 도안권 보호. 도안사업의 지도통제를 규정한다. 이
법의 제1장 2조(공업도안과 그 분류)에서는 “공업도안은 공업적방법으로 생
산하려는 제품의 형태, 색깔, 장식 같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것
이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도안의 분류에 대하여“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
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속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법령의 대상으로 볼 때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남한의 디자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한 법령이다.
북한의 저작권법(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에서 채
택)은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일어난 200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저작권법은
하나의 기관에서 지도·통제하는 상표법, 공업도안법과는 달리, 저작물의 해
당유형에 따라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에서 담당한다.
북한의 저작권 대상에는 남한의 무대, 영상, 시각, 제품, 의상, 편집디자인과
관련된 저작물이 상당 부분 해당된다.

<표 24> 남북한의 저작권관련법 보호 대상 비교
*표 내용: 북한 저작권법 제2장 제9조, 11조 저작권의 대상 분류를 참조해 작성
남한 디자인 분야

북한 자작권법의 대상(원전 인용)

1

-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

음악저작물

3

무대디자인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상디자인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제품, 시각, 의상 디자인

회화, 조작,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을 활용한 디자인저작물

사진저작물

7

디자인 도면 및 모형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람 저작물

기타

편집디자인

사전, 선집 같은 저작물(저작권법 제2장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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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디자인관련법에는 이 외에도 내각 산하 중앙상업지도기관이 담당
하는‘사회주의상업법(2010년 5월 18일 수정 법령)’의 일부 규정에 상품의
포장, 진열, 조명, 광고(제7장 제66조), 간판, 장식의 설치(제8장 제72조)에 대
한 간단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남북한의 디자인관련법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표 24>의 굵은 표시선
처럼 남북 모두 지적재산권 법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는데, 이와 관련해 남한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
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반면 북한은 실용신안을 제외한 발
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의 저작권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5> 남북의 지적재산권의 유형 비교
*표 내용: 북한 저작권법 제2장 제9조, 11조 저작권의 대상 분류를 참조해 작성
구분

남한의 지적재산권 법률

북한의 지적소유권 관련법

특허법

발명법(특허권)

실용신안법

-

상표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산업재산권

저작권

남북한의 디자인관련법은 4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북한
헌법은 남한의 법체계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다. 남한의 자유주의 법체
계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의 법의 상하관계에 의해 중앙의 산업디자
인진흥법, 디자인보호법이 지방의 디자인조례 보다 상위법의 위상을 갖고 있
다. 이에 비해 북한법은 체제를 정의하는 헌법을 제외하고는 분야별 법에 상
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디자인관련법의 담당조직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산업경제·문화 관련부처와 특허청이 법률을 담당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과거 국가품질관리국 산하 산업미술처에서 담당하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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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업도안법을 2010년부터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으로 조직을 승격하여 산
업미술을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북한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법들이 산업
미술 관련법의 주를 이루고,

북한에서 남한의 산업디자인진흥법처럼 디자인

산업발전 지원과 공공디자인조례처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
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네 번째, 지적소유권자의 유형 차이이다. 남한에서
는 민간기업 및 개인이 권리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소유권을 제한
적으로 인정하는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일반국민)의 등록자
격은 인정하지만128)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상표, 도안들은 국영기업소 혹은
단체의 소유권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3. 남북한 디자인행정체계 비교
남한의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제도로 유지된다. 남한
의 디자인행정 주무부처는 2014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관련법과 주요정책을 관할한다. 두 중앙행정부처들은 산하 디자인진흥 공
공기관을 각각 두고 있다. 남한에서의 디자인정책 수행은 실질적으로 한국디
자인 진흥원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며, 진흥원은 디
자인행정 수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련단체들과 협력하는 구조이다. 산
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남한의 산업경제와 관련된 행정
을 맡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와 디자인문화 정책을 수행한다.
남한은 지방분권제도의 정착으로 지역 차원의 독립된 디자인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지역정부는 주로 산업, 경제, 문화, 시설과 관련된 과에서 디자인
행정을 관할한다. 남한의 디자인행정의 특징은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광주, 대구․경북, 부산의 3개 RDC와 서울디자인
재단에서 지역소재 기업,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기관들을 위한 지원행정을 맡
고 있다. 남한의 디자인행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문단체, 지역전문
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쌍방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128)

공업도안법 제1장 5조(공업도안권의 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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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남한의 디자인행정의 관계도(2014년 기준)
*표 구성: 앞의 <표 12> 한국의 디자인정책의 결정 구조도(2014년 기준) 재구성

국무회의

ð

대통령

õ

éê

국회

ó

(최종결정권)

ô

ô

정당

디자인
관련단체

디자인 관련 주요 중앙행정기관:
기초지자체:
디자인조직
(공공디자인과,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 관련)

ó

디자인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디자인문화 관련)
교육부(디자인교육 관련)

ó

법무부(디자인관련법 운영관리)
특허청(지적재산권 관리)

⇩

+

éê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 디자인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광주, 부산,

ó

디자인교육기관
일반기업 디자인조직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서울디자인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디자인전문기업

<표 27> 북한의 디자인행정의 관계도(2014년 기준)
*표 구성: 앞의 <표 11> 북한 디자인정책의 결정 요인 구조도(2014년 기준) 재구성
조선조동당 제1비서
(국가·당 정책 최고결정권)

ê
내각의 각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소

⇩

ç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정책형성 및 수행, 2010. 3월 조직)

í

è

대내외사업:
조선산업미술협회
(민간차원)

î
산업미술 창작지침 수립

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미술국

평양미술대학 및
산업미술 보호정책 수행

시도 관련 교육기관,
기업소

산업미술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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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모호하다. 일당체제인 북
한은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 디자인정책결정의 측면에서 북
한은 위의 <표 27>에서 보듯이 국가통제적(Statist) 모형에 해당된다. 다시 말
해 노동당에서 출발된 디자인정책이 중앙-지방으로 내려가는 행정체계를 갖
추고 있다. 북한의 디자인행정의 최고기관은 2010년 3월 산업미술 발전을 위
해 일원화된 행정조직으로 설립된‘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다. 북한 산업미술
행정은 일당국가의 하향식 정책결정 체계(top-down system)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내각의 각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소와 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미술국들 모두 노동당 산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일괄의 총책임 하
에 산업미술의 행정업무를 추진한다.
남북한의 디자인행정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인다. 첫째, 남북한은 중앙지방의 디자인행정 독립성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역의 산업미술기관, 산업
미술창작사 모두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행정지침에 따라야한다. 이에 비해 남
한은 중앙-지방의 디자인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지역 디자인행정이 중앙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력, 정책으로 운영된다.
둘째, 남북한 디자인행정의 민간참여에서 차이가 난다. 남한은 80년대부
터 모든 국가정책에 민간 참여기회가 법적으로 정당화 되었다. 디자인도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형식으로 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당 창립60주년 기념 산업미술 대토론회에서 보듯이 일반인이 아닌 당·
정의 책임자들만이 정책발표 토론에 참여한다. 남한의 중도주의적 디자인행정
과 북한의 국가통제형 산업미술행정 구조는 두 체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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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남북한 디자인정책 비교
남북의 디자인은 정치이념과 정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이
다. Jacque Giard(1996)의 디자인진흥정책의 모형으로 남북의 디자인정책을 설
명하면, 남한은‘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 북한은‘국가통제(Statist) 모형’
에 해당된다. 남한의 모형은 정부가 기업과 협조 하에 주요 디자인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집행 구조이며, 북한의 모형은 노동당이 기업을 소유하
고 디자인정책 수립·집행 모두를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구조이다. 디자인정책
집행 과정으로 설명하면, 북한의 정책집행은 일련의 명령의 체인(chain of
command)로 연계들을 실행해나가는129) 하향식 체계(top-down system)로 되어
있다. 남한의 디자인집행은 북한에 비해 하향체계와 상향식 체계(bottom-up
system)의 중간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28> 남북 디자인정책의 특성과 정책수요 비교
*참조:

Jacque Giard(1996)의 디자인 진흥정책의 모형,
한국디자인진흥원(2013) 『공공디자인컨설팅사례집』의 공공디자인 분류체계,
김정일(1973), 『미술론』의 북한 산업미술의 유형 분류 참조

정책
모델
정책
집행

남한의 디자인정책 모델

북한의 디자인정책 모델

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

국가통제(Statist) 모형

하향식-상향식 체계(bottom-up system)
중간과정

유형

정책

하향식 체계(top-down system)

공공공간 디자인(경관디자인 등)

(건축/ 실내/ 거리 등)장식도안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업미술도안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출판미술도안

지역상품 디자인

상업미술도안

지역(공동)브랜드 디자인

상표도안

기타

의상, 방직미술 도안 등

수요
분야

129)

노화준, op. cit.,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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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되는 정책수요는 그 유형이 다양
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2013)의 『공공디자인컨설팅사례집』 분류를 따르면,
남한의 공공기관 혹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
설물, 공공시각매체, 지역상품, 지역(공동)브랜드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북
한에서도 국가 정책수요에 의해 발생되는 산업미술 분야는 다양하다. 남북의
영역을 비교해보면, <표. 29>와 같이 남한의 공공공간 디자인에 해당하는 북
한의 (건축/ 실내/ 거리 등)장식도안, 남한의 공공시설물 관련 공업미술 도안,
남한의 공공시각매체와 관련된 출판미술도안, 남한 지역(공동)브랜드 디자인에
해당하는 상표도안의 공통 분야를 북한이 갖고 있었다. 남북 차이점으로는,
북한에서는 상업미술, 의상미술, 공업미술 등 모든 도안들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창작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산업미술이 비영리의 공공디자인
과 영리성 비즈니스로서 디자인산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
산주의체제 정권초기인 1946년‘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해 공장, 기업들이 국
유화 하였고, 1947년부터 북한 산업미술가창작가들도 일반 미술창작가들처럼
공무활동으로 도안을 제작해왔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예술, 환경 등 다
양한 분야 담당 부서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계획, 수행하고 있
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율(2009년 45.5%, 2011년
72.1%)130)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디자인 수요 분야도 점점 다양화되는 추
세이다. 중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인력 중 디자인 전공인력이 평균
0.74명(2011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으로 늘어났으며, 지역의 예산부족131)과 지
역 디자인 기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시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디자인관련 사업들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남한의 중앙, 지방정
부와 공공기관에서 기획되고 개발된 디자인사례들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분석
하면 아래 <표 29>과 같은데, 디자인의 수요범위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130)

2009, 2011산업디자인통계조사, 지식경제부, KIDP.

131)

Ibid., 기초 지자체의 디자인예산은 평균 9억 200만원으로 광역 지자체의 1/10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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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 정부·공공기관의 디자인 수요 범위
*참조:

한국디자인진흥원(2013) 『공공디자인컨설팅사례집』의 공공디자인 분류체계.
분류

세부 내역

도시·마을
경관
도시
기반시설

도시 및 마을의 경관정비 및 개선, 가로정비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공공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공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건축 및
실내환경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보행 및
운송시설물

편의시설물

보행신호등, 휀스, 방음벽,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벤치, 의자, 쉘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공공
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행정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정보매체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멀티미디어 등

공공
시각
매체

국가 및 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상징매체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환경연출
지역특화
상품개발
지역(공동)
브랜드개발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경관, 미술장식품 등
지역특화상품 개발, 지역문화상품 디자인

지역 공동브랜드․ 인증 마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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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의 디자인은 타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00년 들어 북한도 새 지도자의 지침132)과 당의‘인민생활의 물질적만
족과 경제강국건설’정책노선에 따라 산업미술창작가들은 산업경제뿐만 아니
라 건축, 도시, 환경, 의료, 정보, 기술 등 사회 전 분야의‘척후대’로서 활동
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창작가 대부분은 국가기관 소속이거나 국영기업소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산업미술장착사들에
게 새로 건설되는 교육·체육·상업·문화예술시설의 건축장식도안과 공동상
표도안(Corporate Identity Program) 창작을 시키고 있다. 이들은 공공공간과
공공 상징매체 도안뿐만 아니라 시설 고유의 각종 기념품, 의상, 가구, 조명,
조경까지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4.2.5. 남북한 디자인 교육체계 비교
북한 산업미술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기본 틀과 북한식 예체능
분야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교육 목표도 사회주의 혁명 건설
과 지도자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이 주요 목표이다. 북한 교육의 특성은 사회
주의 체제에 적합한 집단주의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행정체계는 정
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3원 구조’로 되어있다.
북한의 학제는 해방 이후 크게 3번 변화하였다. 정권 초기는 구소련의
것과 유사한 5-3-3-4년제였고, 이후 현재 4-6-4(6)년제(소학교 4년, 중학교 6
년, 대학교 4-6년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9월 25
일에 5-6-4(6)년제(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로 전환하는 법령을

132)

로동신문(2012. 4. 11) 은 김정은이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산업미술과 연관되지 않은 단위가
없으며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산업미술은 나라의 과
학기술과 경제강국건설의 기초라고 지적하시었다”하고 보도하였다.
인용: 로동신문 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00돐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로동신문(201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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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학제는 2014. 4월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 주요정
책으로서 국민들에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 과정인 중등일반교육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무료교육 기간이다. 의무
교육 이후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으로 가거나 군대
혹은 취직을 한다. 북한에는 한국의 평생교육기관과 같은 근무지 학습체계를
갖고 있다. 기업소, 공장, 농장 등에 기술 및 지식과 관련된 부설교육체계가
있으며 일부는 평양미술대학처럼 원격학습을 수행하기도 한다.
<표 30> 북한의 교육제도
*표 구성: 김진아(2012),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p.38 ‘남북한 교육비교’ 표를 기초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
북한의 교육제도
교육이념

사회주의, 주체사상

교육목표

사회주의 혁명 건설과 지도자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

특성

집단주의 교육

의무교육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원칙적으로 중등일반교육까지 무료)
*3원 구조: 당, 내각, 학교

교육행정체계

1. 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정책 수립 및 집행
2. 내각 교육위원회: 행정 총괄
3. 교육기관: 당내각 지도 아래 교육실시
5-3-3-4년제(구 소련의 영향)
▼

기본학제

4-6-4(6)년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
5-6-4(6)년제: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2012. 9. 25 법령 채택, 2014. 4월 부분시행)

취학 전
교육
학제

일반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1. : 탁아소, 유치원(높은 반 1년 의무교육)

2. 보통교육: 소학교(5년),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각 3년)
3. 고등교육: 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4-6년)
4. 공장, 농장 등의 부설 실업기술 및 지식교육

- 130 -

북한 산업미술 교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해방 이전에는 일본미술교
육의 영향으로‘도안(도안공예)’교육을 통해 실용미술 학습이 이뤄졌다. 일제
강점기‘제국미술학교(무사시노미술대학의 前身)’의 미술학교 운영자료133)를
보면 실제 도안공예과에서 공예, 실용미술, 건축, 공업을 기초강의로 가르쳤는
데, 한국 유학생이 이 학교에 가장 많이 다녔던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1949년 전문학교에서 단과대학으로 승격한 평양미
술대학과 60년 초기부터 전국 도시에 새로 설립되거나 개칭되어 현재 ‘~예
술전문학교’, ‘~예술전문학원’, ‘~공예학교’로 불리는 예술관련 전문학
교에서 산업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34).
김진아(2012)135)은 그의 논문에서“북한의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
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
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성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술교과 내용면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교육은 초
등 미술교과과정인 ‘도화공작’ 에서부터 기초적 내용이 학습된다. 도화공작
은 소학교의 저학년은 주당 2시간, 고학년은 1시간이 배정되어있다. 이 미술
교과서는 기초적인 형태를 따라 쉽게 도안을 만드는 밑그림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북한의 중학교 저학년은 3년 동안 주당 1시간의 ‘미술’교과서로
간단한 색채이론과 사물의 구성창작 기법을 배운다.
전문 산업미술 교육은 북한의 유일한 미술전문 고등교육기관인‘평양미
술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 평양미술대학은 북한의 유일한 미술전문 단과대
학이다. 이 대학의 학제는 입학 이후 예비과(6개월), 학부과정(5년), 졸업창작
(6개월)의 총 6년 수업기간을 갖는 학부과정과 2년 과정의 대학연구원, 3년 과
정의 박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학에는 조선화학부, 회화학부, 조각학
부, 공예학부, 산업미술학부, 출판화학부의 6개의 전공학부들와 주체미술연구

133)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1988)

134)

북한 발행 문예잡지 ⌜조선예술⌟ 참조

135)

김진아(2012),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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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과학연구과가 설치되어있다. 평양미술대학의 학생규모는 남한에서 알려지
지 않았지만, 최근 평양미술대학 졸업생 출신 탈북자가 대학 입학생 수를 한
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였다136). 그는 전국에서 모여든 약 3천여
명의 응시자 중 3백 명이 입학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김일성
의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현지지도 50돐기념 미술전람회’의 작품출품 수
와 2007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평양미술대
학 창립(1947) 60돐 미술전람회」 규모를 통해 평양미술대학의 학생 수를 파
악하였다. 이러한 전시회는 학생작품뿐만 아니라 교원, 학생들 모두 창작에
참여하며, 2007년도 대학미술전람회에는 약 4백여 점의 학습교재와 실습작품
들 전시되었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미술전람회의 전시내용들을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평양미술대학의 산업미술 전공학생들은 한 학년에 50명 내
외 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평양미술대학의 전공학부와 산업미술 전공과목(2007년 자료 기준)
*참조:

2007년 평양미술대학 창립 60돐 미술전람회(2007. 9. 7-30, 평양국제문화회관)의 전시 내용

*기타:

( )괄호 안은 2004년 ‘김일성의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현지지도 50돐기념 미술전람
회’의 분야별 작품출품자 인원 의미. 이 숫자를 통해 산업미술전공 학생 및 교직원의 수 파악

학부명

세부전공

1. 조선화학부

조선화(118명)

2. 회화학부,

유화(45명), 아크릴화(1명), 괏슈화(10명), 수채화(30명), 영화미술,
TV미술(1명), 채색(23명), 소묘(37명), 모자이크벽화, 조선보석화,

3. 조각학부,

조작(15명)

4. 공예학부,

공예(23명): 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돌공예, 수예(14명)

5. 산업미술학부

도안(45명): 건축장식미술,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6. 출판화학부

선전화(2명), 아동화(2명), 삽화, 출판화, 수지·수인판화(7명), 서예(7명)

기타
과학연구과
주체미술연구소

136)

“이제 만나러갑시다”(동아방송, 2014. 6. 29일자 방영분)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명)최성국은 전국의
3천여 명의 응시자 중 인물소묘(뎃생)을 통해 3백 명만 합격시킨다고 전하였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일했으며, 「다람쥐와 쪽제비」, 「고려장군」 등을 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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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미술대학 외에도 북한산업미술을 가르치는 관련 교육기관은 앞서
소개한

산업미술 강좌가 개설된‘평양공예일용학교137)’가 있다. 그리고

시·도별로 전문대학 수준인 개성예술대학, 전문원산예술대학, 청진예술대학,
해주예술대학, 혜산예술전문학교 등 에서 미술전공자들의 산업미술 분과가 배
치되어 있다.

4.2.6. 남북한 디자인산업 비교
한국정책금융공사(2010)의 『북한의 산업』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를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는 한국의 50년대 후반, 명목 GNI와 1인당 GNI
눈 남한의 70년대 중반, 무역규모는 60년대 후반과 유사하디고 설명하였
다138).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임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까지 20.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은 대외무역에서도 핵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된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
고, 자립경제노선으로 독자성을 강조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식량, 에
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2, 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 어려움 중에서도 군수산업의 투자 비중을 줄지 않아 경제발전을
악화시켰다. 북한은 기존 배급제 실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부터 주민들의 사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생필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생산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산업측면에서 북한은 산업의 유형분류 방식부터 남한과 차이가 난다.
남한의 산업분류는 OECD 등 국제기구 가입에 따라 국제표준에 근거해 산업
표준을 만들었다. 또한 북한은 산업규모에서나 용어에서부터 남한과 차이가
나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2010)139)에서 북
한의 주요 산업을 섬유, 제지, 철강 등 13개로 분야로 구분한 자료를 재정리
해 관련 디자인영역과 <표 32>처럼 연결시켜보았다.
137)

평양공예일용학교의 강좌 유형: 공예미술강좌, 사회과학강좌, 산업미술강좌, 신발수지공학강좌

138)

한국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p.6.

139)

Op. cit., pp. 77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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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남북한 디자인산업 비교
*참조:

한국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표 19> 1980년대 말 남북한 디자인 영역 비교

비교대상

남한의 디자인

북한의 산업미술

인구

48,747

23,380(천 명)

명목 GNI

8,372

224(억 달러)

1인당 GNI

17,175

960(달러)

무역규모

6,866

34(억 달러)

서비스 분야

서비스디자인

-

상업·유통 분야

포장·브랜드·광고디자인

상업미술(포장·상표·상업망)

출판업 분야

시각디자인

출판미술

제조 분야

공업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공업미술, 방직미술

정보통신 분야

UI, UX디자인

컴퓨터미술(?)

건설 분야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문화산업 분야

패션디자인, 영상디자인, 무대디자인

의상미술, 아동미술, 무대미술

남북한의 디자인영역을 산업분류에 의해 비교하면 남북한의 2가지 차이
점이 관찰된다. 첫째, 2000년 이후 한국과 국제 디자인계에서 조명받기 시작
한 서비스디자인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형가치인 서비스는 북한에서
‘봉사’의 개념을 갖고 있어 산업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은 대
상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의 디자인으로서 연구와 시각화, 검증의 과정을 거
치는 R & D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디자인연구가 ‘주체미술연구
소’처럼 이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디자인연구는 주체미술의
독립성, 과학기술의 객관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두 번째, 정보통신과 관련된 UI, UX 디자인분야가 북한에는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다. 북한 산업미술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용어는 컴퓨터미술밖에 찾
지 못하였으나 남한과 동일한 분야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UI, UX 디자
인은 과학기술 분야로 정착된 것 같으며, 통신서비스와 전자기계의 보급이 확
대되면 산업미술 영역에서 기계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역할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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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남북한 디자인 비교 소결
북한의 산업미술은 비영리적이며, 이념적이다. 시장성, 경제성, 창의성을
추구하는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북한 산
업미술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행정의 경계가 모호하다. 국
가가 산업기반을 소유하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과 한 조직으로 통합된
북한의 디자인행정 구조가 산업과 행정의 모호성을 유발했다.
북한 산업미술과 남한의 디자인은 조형성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 북한
산업미술은 조선화 중심이며,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적 소재와 화법을 근간으
로 발전되었다. 반면 남한은 서구의 자본주의체제의 선진국들의 사례 답습을
통해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했
지만, 언젠가는 교류를 통해 극복해야하는 과제이다. 최근 남북한은 과학기술
적 측면에서 디자인을 연구한다. 이는 남북이 갖는 공통점으로 정보통신, 환
경, 첨단설비 관련 디자인 활동이 활발하다. 이 분야는 남북한 디자인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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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론에 기초한 통일
관련 디자인정책 사례 연구

5.1. 국가 통일방안과 디자인
5.1.1. 국가 통일방안의 기본 개념
남한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 영토 수복 대상이자
교류협력의 대상인 이중성을 지닌‘특수 관계’로 해석되어 왔다. 남한 정부
의 남북통일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평화적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140)
북한의 통일구상과 이견을 갖고 있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을 통해
‘남북연방국가’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남한은 남북연합, 국가연합을 거쳐
‘단일국가’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목표가 다르지
만,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거, 단일정부·단일국회 구성
의 구상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통일 단계별 비교사례들을 선정해 조사하였다.
분단 이후 남한의 통일방안은 아래 <표 33>와 같이 정치 집권기별로 변
화하였다.141) 2014년 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의「한민족공
동체통일방안」통일 3대 원칙과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의「한민족공동체 건
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과
정을 기본구상으로 유지하고 있다142). 정부별 통일관련 국정과제의 변화를 살
펴보면 국방-정치·외교-경제교류-사회문화교류로 확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정부의 통일과정 3단계를 기본으로 삼고, 과정별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를, 남북연합 단계는 경제연합공동체인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통일국가는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140)

“문화체육환경 점진교류 ‘작은 통일論’ 힘 실려- 통일준비委 1차 회의… “흡수통일 아닌 평화
통일 목표”. 조선일보 2014. 8. 8, A5.

141)

郭慧英 (2003), “통일정책의 변천에 따른 통일교육의 특징에 관한 연구”, P.18 표 재구성

142)

참조: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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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남한의 통일정책 변화
참조 : 郭慧英(2003)의 표 체계를 참고하여 통일부(www.unikorea.go.kr),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관련 내용 재구성.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구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년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948-1960 1960-1961 1962-1972 1981-1988 1988-1993 1993-1998 1998-2003 2003-2008 2008-2013 2013-현재
1972-1981

통일

북진

평화통일론 선건설· 민족화합

한민족 (민족공동체

후통일론 민주통일

공동체 통일방안)

방안 통일론

(승공통일)

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방안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통일 승공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 민족자결,

⟹ 자주, 평화, 민주

원칙 멸공통일 중립화통일 3대기본 민주절차,
원칙(‘74) 평화적방법
통일 무력통일 UN감시하 UN감시하 민족통일 민족공동체
과정 흡수통일

남북한

(1민족,

자유선거

총선거

1국가,

⟹

⟹

1정부)

⟹ 1단계: 화해·협력

남북한 협의회구성 헌장 채택

평화통일 평화통일

⟹

⟹
⟹ 2단계: 남북연합

국민투표 남북연합
⟹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

통일헌법 통일헌법
⟹

총선거실시

총선거,

통치구조

통일국회,

⟹ 3단계: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성

통일정부

중점
정책

군사

정치,외교 정치.경제 통일방안 (북방정책) 개혁.개방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교육.문화

종합,

통일

평화통일

남북대화, 유도정책: 대북포용정책: 통일.외교 미래준비 기반구축
인적,물적 정상회담, 경제협력 안보정책. 역량강화

분야성장. 체계화
통일

교류·협력

정책연구

법제마련 대북지원 체육보건

⟹

추진,

사회, 문화 민간교류
환경 교류

남북대화,

활성화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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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5.1.2. 통일과정 관련 디자인 사례 선정 배경
남북한 통일의 1단계 과정인 경제 및 사회문화 화해협력을 위해 디자인
정책의 참고사례로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의 배경은
일국양제인 중국·홍콩과 2010년 6월 경제협력(ECFA)를 체결한 대만은 각기
다른 체제와 정치구조를 뛰어넘는 경제, 사회문화의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인 ‘남북연합’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정상이 남측의 연합제안(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와 북측의 낮은 단계
의 연방제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체제공존의 통일과정 공통성을 인정
한 단계이다. 이 단계의 관련 사례는 각각 외교, 국방, 외교권을 갖는 28개의
회원국들로 이뤄지고, 정치, 국가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의 성격이 강한 경제공
동체 유럽 엽합(EU)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배경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
과 북측이 통합정치 구상이 이견을 보이지만 경제협력에서는 개성공단지구를
물적·인적 경제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정부의 통일과정의
최종 목표 단계인 통일국가는 분단국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를 이룬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의 디자인 관련 사례들을 선
정하여 연구하였다.

<표 34> 국가 통일방안에 디자인 관련 국제 사례 선정

1단계: 남북 화해·협력

⟹ 2단계: 남북연합

경제, 사회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에 따른 디자인 교류

2국가, 2체제, 2정부 공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의
디자인 역할

⟹ 3단계: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단일국가의 디자인 역할

⇩
통일과정에 따른 디자인 관련 국제 사례 선정

중국·홍콩과 대만

유럽 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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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과 베트남

5.2. 1단계 화해·협력 관련 디자인정책 사례
5.2.1. 남북 화해·협력단계의 디자인 의의
위의 <표 34>에서 보듯이 90년대 이후 남한은 정부 공식 통일방안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단일화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3단계 중 첫
번째 통일 과정인 화해협력단계에 관해 정부는“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 시켜 나가면
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라고 설명 한다143). 즉, 화해·협력은 한반도의 2국가, 2체제, 2정부의 현제체
제를 상호 인정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민족동
질성 회복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화해·협력
은 과거 냉전기의 남북한 관계와 대립되는 80년대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남
북 화해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김형기144)에 의하면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출발 시기인 80년대 말부터‘화해협력모색기(1988~1997)’와
‘화해진입기(1998~2007)’로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남북의 화
해·협력시도들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삼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가능성
을 찾는 관점으로 디자인관련 교류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90년대 말부터 2010년 이전까지 남한은 3대 경제협력 사업들, 즉 철도·
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10
년 5·24 대북조치로 현재 개성공단 경협사업과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역과 교류협력 사업들을 모두 중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아래의 <표 35>과 같이 남한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의 틀을 유지하여 경제,
사회·문화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큰 틀로 중국·홍콩, 대만의 디자인 관련

143)

출처: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uniedu/board/bbs/view.do?mcd=MC10001115&currPage=4&listScale=20&pag
eScale=10&bbs=nsrel&atclSn=16206

144)

김형기(2010)는『남북관계 변천사』에서‘남북관계 폐색기(남북분단~1969)’, ‘남북관계 태동기
(1970~ 1979)’, ‘남북관계 정립기(1980~1987)’, ‘화해 협력 모색기(1988~1997)’, ‘화해 진입기
(1998~2007)’로 구분하였다.

- 139 -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디자인 중심의 중국·홍콩, 대만의 지적재산
보호정책, 디자인교육 협력, 디자인기업 교류협력 사례들도 포함하여 연구하
였다.

<표 35> 화해·협력 관련 디자인 사례 분석의 틀
참조 : 통일부의 교류협력 조직 구성을 기본으로 Anna Wicher의 ‘Regional Design System:
Policy·Governance & Regulation, Design Funding’ 표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지원

물자 교역·수송, 금융,
인적·기술 교류협력

교육·학술, 예술, 체육,
방송·언론, 출판, 종교,
문화재, 관광, 과학·환경 등

보건·의료, 환경, 농수축산업
관련 물품·기술 지원

⇩
화해·협력의 디자인 관련 영역

기술·물자
교역

지적재산

기업 투자
(공공/민간)

교육

연구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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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회
교류협력

지역개발

시설지원

기타

5.2.2. 중국·홍콩과 대만의 교류협력과 디자인관련 사례
5.2.2.1. 중국·홍콩과 대만의 관계 이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대만문제를 해결을 위해‘하나의 중국
(一個中國)’이라는 국가 통일원칙과‘일국양제(一國兩制)’의 통일방안을 유
지해 왔다. 중국은 1949년 이후 대만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였고, 1978년
개혁·개방과 평화통일 방침을 선포한 이후에도 쑨원의‘삼민주의(三民主
義)’의 민족주의(民族主義)·민권주의(民權主義)·민생주의(民生主義)의를 3대
원칙으로 삼는 대만과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만의 화해협력은
1987년 대만의 계엄령 해제와 대륙의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 이후 양안145) 간 인적·물적 교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8년
을 공동 범죄퇴치 및 사법 공조, 금융 협력, 정기 항공등‘대삼통(大三通)‘에
양안이 합의하고, 2009년 농산품 검역 협력, 표준검사⋅인증 협력, 어선 선원
노무 협력을 합의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경제협력은 정치
로 확대되어 2014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중국장관이 대만을 방문 하였다.
홍콩은 중국반환 이전 70년대 말부터 중국-대만의 민간차원의 간접 교류
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다. 1997년 홍콩 반환‘일국양제(一國兩制)’통일방안
은 에도 적용되어, 이후 50년 동안 홍콩특별행정구(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자치 정부를 구성
하여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제도가 한 나라에서 공존하는 일국양제를 형
성하였다. 중국은 홍콩의 국방과 외교권을 담당하며 이 외에 경제, 교육, 치안
등의 행정관리와 입법, 사법 자치권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갖도록 법으로 규정
하였다146). 하지만 2013년 이후 홍콩의 행정수반 직선제의 개편 요구가 증가
하여 홍콩·중국대륙의 정치 갈등 해소가 일국양제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
고 있다.
145)

양안 관계(兩岸關係)는 국공 내전 이후 분단국가가 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일어나
고 있는 정치, 역사, 문화, 외교 등 각 방면의 관계를 말한다. 인용: wikipedia.

146)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 세계법령정보:world.moleg.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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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과정과 디자인 참여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치시기에 민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
았지만, 1985년 홍콩을 통해 진행되어 온 민간 차원의 교류와 간접 무역을 간
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대륙교역의 3대원칙’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대만
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갔다. 1991년 중국과 대만은 반
관반민의 협상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
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대화를 지속하였고, 2008년 마잉주 총통 집권부
터 정부차원의 고위급 회담의 개최를 통해 양안의 경제협력과 관계개선을 확
대하여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대만의 교류 및 협력분야 변화를 종합해보면 <표 36>에서 보듯이
세 가지 특성을 고찰해볼 수 있다. 첫째, 양안의 화해협력 활동의 주요 주체
는 민간에서 부터 출발해 반관반민, 정부까지 확대되었으며, 둘째, 분야별로는
인도주의적 친척 방문으로 시작한 인적교류부터 사회·문화협력, 양안의 실리
적 경제협력으로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대만의 교류협력
은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과 대만의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점진적 단
계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중국과 대만의 화해·협력 변화와 중국의 디자인정책 변화

인적·사회문화 교류
친척방문,
간접교역,
학술교류
(80년대)

⇨

출판물개방,
언론교류,
학술협력,
예술교류,
체육교류,
교역확대:
(90년대)

⇨

⇨

사회·경제협력
WTO가입
경제교류,
관광확대,
사법공조,
직항개설,
금융협력

민간교류 ⇨ 반관반민 대화

투자확대,
교역확대,
농·수산
관련협력,

여행
자율화

⇨

정치대화

⇨

중국-대만
고위회담
개최
(2014)

경제협력
기본협정
(2010)

⇨ 양안 정부협력(2008년 이후)

➡‘90년대 중반
북경디자인센터
설립. 중국 – 대만
디자인기업 협력

➡2003년 이후 ➡2010년
대만디자인센터 설립
중국-대만 기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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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발전지침
중국정부 발표

➡2011년
중국 중심의
국제디자인연합
대만, 홍콩 참여

중국-대만의 화해·협력에서의 디자인 교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양안
의 디자인발전 과정부터 살펴보았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기업의 투자에 의한 OEM 제조업이 성장하여 자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
기 어려웠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21세기 들어 디자인 산업을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정책을 펴왔다.
중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기관은 1995년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Beijing
Municip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베이징산
업디자인센터(BIDC: Beijing Industrial Design Center)이다. BIDC는 1996년 정부
의 시범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디자인산업정책연구, 정부지원 디
자인 프로젝트 수행, 기업 디자인자문 상담, 디자인산업 동향정보 제공, 국제
디자인교류협력, 디자인포럼과 전시회 개최, 디자인상 운영, 디자인 교육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BIDC와 대만 디자인 교류는 90년대 중반부터 민간기업 협력으로 시작되
었다. 1997년 홍콩 국제산업디자인상을 받은 대만 디자인 그룹과 중국최대 다
국적 기업 레노버(LENOVA)의 디자인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민간 교류 초반시
기에 수행되었다. 또한 BIDC는 중국-대만 디자이너 초청과 공동 행사들을 개
최하였고, 디자인기관을 상호 방문하며 교류협력을 확산하였다. BIDC의 2006
년부터 시작된 디자인상‘레드 스타 어워드(Red Star Design Award)147)’의
심사에도 대만 디자인기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 중국디자인 발굴을
돕고 있다.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한 2010년에 중국은 공업정보화부, 교
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등 여러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들 합동으로
「산업디자인발전 추진을 위한 지침서(2010)」148)를 발표한다. 이 지침서는
147)

Red Star Design Award은 중국산업디자인협회, BIDC, 뉴이코노미위클리 주관의 디자인수상제도이
다. 이 디자인상은 중국 디자인산업과 중국 기업의 혁신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매해 최고의 디자인 팀, 디자이너, 창의적 제품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148)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지식재산권국,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산
업디자인발전 추진을 위한 지침서」, 공신부연산업[2010] 390호, (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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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디자인협력을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디자인 대외 교류 및 협력 추진’방안은 산업디
자인의 대외 개방수준 확대정책, 해외 인재 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정
책, 디자인클러스터 건설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2011년 중국은 국가
경공업위원회와 중국산업개발진흥협회의 지도 아래‘중국국제디자인산업연합
(CIDIU: China International Design Industry Union)’의 국제디자인진흥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국제연합회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플랫
폼을 만들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유럽국 등 14개 나라 100명 이상의 회원
들과 교육, 연구, 산업, 정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빠른 80년대 초부터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진흥
정책을 시작한 대만의 경우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업개
발국(IDB: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디자인 관련 정책들을 담당하
였다. 2003년부터는 정부가 설립한 대만디자인센터(TDC: Taiwan Design
Center)가 중심이 되어 디자인정책 의제를 형성하고 관련 전략사업들을 집행
하고 있다. TDC는 독일, 미국, 일본에 해외지사를 두고 대만 디자인기업의 해
외 진출, 특히 중국 대륙투자, 기업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 대륙진출은 글로벌 디자인기업 (주)노바디자인(Nova
Design Co., LTD.)을 대표사례로 들 수 있다. 1988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등까지 진출한 노바디자인은 상하이 2개 지점들을 운영하며
중국 대륙 기업들을 상대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자동차산업 클러
스터인‘상하이자동차산업도시(Shanghai Industrial Automobile City)’에 입주
한 상하이 노바디자인 지사는 운송 및 제품 디자인 전문으로 대규모 프로토
타입 제작공장까지 갖추고 있다. 노바 하이브(Nova HIVE)는 인문사회학과 교
통, 환경, 정보 등을 전공한 중국-대만의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 융합형 디자
인 연구를 통해 중국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149).
중국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2010년 이후에는 중국과 대만은 글로벌 디

149)

노바디자인 온라인 정보 참고 www.e-nova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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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국 BIDC의‘레드스
타어워드(Red Star Design Award)150)’에 대만기업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처
럼, 대만 경제부 산업개발국이 주최하고 TDC와 중국실내디자인협회가 주관하
는 디자인상인‘골든 핀 디자인 상(Gold Pin Design Award)’도 중화권의 최
고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의 경
우 대만 디자인상 공모에 등록한 작품의 40%가 중국 본토 작품이며151), TDC
의 심사도 국제 배심원과 대만, 중국 본토의 베이징, 상하이, 심천 4개 도시에
서 공동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TDC는 중국본토의 대만센터 진
출을 위해 중국 시장의 선행 지표 분석연구과 대만 디자인엑스포(台灣設計展)
대륙 전시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TDC 외에도 국립 생산성 진흥을 위해
1955년 설립한 반관반민 기관인 (재)중국생산성센터(中國生産力中心, China
Productivity Center)’도 중국투자 기업들의 디자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표 37> 중국과 대만의 디자인기관 교류 및 협력 변화

대만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중국기업 디자인개발 협력
(1990년대기)

중국-대만 디자인진흥,

⇨

문화·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2000년대)

세계 디자인 중심

⇨

구축 협력
(2010년 이후)

홍콩, 마카오를 통한
간접 민간교류

중국과 대만 디자인진흥기관들의 교류협력 과정을 시대 순으로 보면 위
의 <표 3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안의 교류협력 초기인 90년대는 대만기
업들이 홍콩과 마카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기업의 디자인 개발에 참여

150)

Red Star Design Award은 중국산업디자인협회, BIDC, 뉴이코노미위클리 주관의 디자인수상제도이
다. 이 디자인상은 중국 디자인산업과 중국 기업의 혁신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매해 최고의 디자인 팀, 디자이너, 창의적 제품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151)

참조: 대만디자인센터(TDC: Taiwan Design Center), http://www.tdc.org.tw/news_detail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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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국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개별 프로젝
트를 진행했던 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은 주로 중국과 대만의 정부
산하 디자인센터들의 협력과 양안 기업 간 투자활동이 두드러졌다. 중국-대만
디자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배경은 중국의 경제 급성장과 대만의 디자인
센터를 통한 자국기업 중국 기업매칭, 디자인산업 투자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
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이후는 중국과 대만이 글로벌 디자인 시장
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력교류, 기업투자, 해외 흥보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대만 TDC는 중국 본토에 센터를 설립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 양안의 공식적 디자인 교류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2.2.3. 중국·홍콩 관계와 디자인 교류협력 변화
홍콩은 155년의 영국 주권을 반환하고 1997년 중국으로 귀속되었다. 홍
콩의 중국본토 반환 과정에서 디자인 교류협력은 크게 홍콩상징체계 선정과
중화권 산업,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두 가지 노력이 주목된다. 첫째, 홍콩의 중
국 반환과정에서 특별행정구의 상징물 디자인협력을 눈여겨 볼만하다. 홍콩의
경우 1984년 영국-중국 대표가 홍콩주권 반환에 대한 성명을 체결한 후, 1987
년 홍콩기본법 준비위원회(Hong Kong Basic Law Drafting Committee)을 결성
하고 디자인공모전을 열었다152). 홍콩기본법 준비위원회는 홍콩상징물 디자인
공모 참가 자격을 중국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을 4개국으로 제한하였다.
공모는 4개 중화권 국가들과 12개국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참여해서
7,147의 홍콩특별행정구 기와 앰블림 디자인을 제출하였다. 전체 참여비율은
홍콩 51.7%(3,698건:), 중국 본토 48.2%(3,449건) 순 이었다153). 홍콩기본법 준
비위원회의 상징기와 앰블램 공모전 심사위원단은 홍콩과 중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88년 4월 22-23일 3차 회의를 거쳐 26개 작품을 1차 선
152)

참조: “China Opens Contest for Hong Kong Flag,”Reuters(1985. 5. 20).

153)

홍콩 기와 앰블램 공모전의 공식명칭은‘Design Competition for the Regional Flag and the
Regional Emblem’이며, 1987년부터 11개월 동안(1987. 5. 20- 1988. 3.31) 디자인을 모집하였다.
참조: 홍콩대학 온라인 자료 http://ebook.lib.hku.hk/bldho/articles/BL0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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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로 베이징과 홍콩에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11월 25-27일 4차 회의를 거쳐 기와 앰블램의 아이템별로 6개
의 2차 선정 디자인시안을 공개하였다.
최종선정은 심사규정에 의해 평가위원들의 투표로 선정되는데 전체 2/3
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홍콩기본법 준비위원회이 위임한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디자인공모 과
정의 특징을 살피면 전 세계 중화권 참여, 중국-홍콩 공동심사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중화권 시민들 모두에게 디자인 참여 및 의견제안의
기회를 개방하였다는 점과, 홍콩-중국 전문가들로 공동심사위원단을 구성한
점이 통합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38> 중국과 홍콩의 정치구조 변화와 디자인 상징체계 변화

영국 귀속 홍콩(1959-1997)

⇨

중국 귀속
홍콩특별행정구(1997~ )

<반환 과도기(1984~1997)>
1. 1984년: 중국-영국 성명 체결

⇨

2. 1987년 5월: 중국 홍콩기본법
초안작성위원회 상징체계 공모
홍콩국기

홍콩특별행정구 기
3. 199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제7기
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통과
4. 1990년 2월 16일:
홍콩특별행정구 상징기 승인

(1997년 7월 1일 첫 게양)

⇨

5. 1993년 7월: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예비공작위원회 설립
홍콩 앰블램

6. 1996년 1월: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설립
7. 1996년 8월 10: 홍콩기 공식제정.
8. 1996년 12월: 행정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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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앰블램

<표 39> 홍콩의 중국 관계에 따른 디자인 교류협력 변화

홍콩특별행정구 상징체계
중국-홍콩 디자인개발 협력
(중국 반환 준비: 1987-90)

디자인교육 교류제도 및

중국-홍콩 산업 및

⇨

사회문화 교류협력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1997년 ~ )

통합 미해결
( ? )

중국, 대만, 마카오 및
12개국 해외거주 중국인
홍콩기, 앰블램 디자인 참여

홍콩-중국 디자인협력의 두 번째 분야는 두 지역 사회문화, 경제교류 활
동이다. 홍콩은 1997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중국경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154). 홍콩무역국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1991
년부터 우수한 홍콩 디자인을 선별해 종합전시장의 디자인갤러리를 설치해
홍보하여왔다. 홍콩무역국은 1997년 이후에는 디자인갤러리을 홍콩디자이너관
과 중국지역디자인관 두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 중 이다. 디자인갤러리는 중국
-홍콩의 우수제품들을 발굴하고 해외 교역을 상담하는 역할과 홍콩국제공항,
홍콩종합전시장뿐만 아니라, 베이징, 광저우에도 갤러리를 설치하여 중국-홍
콩 디자인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콩특행정구 정부 산하 홍콩디자인센터(HKDC: Hong Kong Design
Center, 홍콩設計中心)는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중국 창조산업 개발 육성정
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HKDC의 창조사업 육성정책은 홍콩 디자이너의
육성과, 중국 디자인클러스터가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양저우, 닝보 등
에 디자인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기업들의 홍콩 선호덕분에(그림 3 참
조) 홍콩-중국기업 간의 디자인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155)

154)

출처: 홍콩무역부 연구소(HKTDC Research) 2013년 조사

155)

참조: 홍콩디자인센터 온라인 자료 http://www.hkdesigncentre.org/en/about/fhkd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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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기업의 해외 파트너 선호도
홍콩무역국 보도자료(2012. 4.10)에 의하면 중국기업은 제품 디자인개발 분야에서
홍콩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3.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시사점
중국·홍콩과 대만의 교류협력은 민간의 인적, 물적 교류부터 출발해 정
부 간 경제공동체 협약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선(先) 문화경제 통합, 후(後)정
치 대화라는 협력 과정을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민간차원에서 중
국의 디자인수요를 개발하고 관주도로는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
당했다. 중국·홍콩과 대만의 디자인 참여방식은 남북의 화해협력 전개에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남북한의 대화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정치, 외교, 군사
에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탈냉전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인적, 물적 교류
의 법제 틀을 마련하고 90년대 말부터 대북지원, 사회문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디자인
분야는 북한 미술교류에서도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협력에도 배제되었다.

<표 40> 중국·홍콩, 대만의 교류협력 과정

인적·사회문화 교류

민간 ⇨ 반관반민 대화

⇨
⇨

사회문화·경제협력

정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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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대화

남북의 미술 교류는 아래 <표 41>에서 보듯이 21세기 초반 사회문화 교
류가 증가할 때 시작되었다. 디자인측면에서는 북한의 아동미술창작소과 남한
애니메이션 기업이 남북공동제작 방식으로 몇 차례 사업들을 시도하였다156).
하지만 이 사업들은 큰 성과 없이 이후 중단되었다. 2000년 이후 사회문화 남
북교류 중 공동전시, 공연행사들은 증가했는데 디자인 관련전시는 기획된 사
례가 없다. 전통공예의 경우 북한의 공예미술품들이 2001년 「6·15공동선언
1주년기념 북한미술특별전」, 2005년 「제1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 2006년
「제2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과 2007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북한공예
품특별전」등에서 몇 차례 전시된 것이 전부이다.
<표 41>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의 전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구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년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948-1960 1960-1961 1962-1972 1981-1988 1988-1993 1993-1998 1998-2003 2003-2008 2008-2013 2013-현재
1972-1981

정치협상 ⇨
남북

인도적 지원 ⇨

환경, 보건

대화
경제협력 ⇨

및
교류

사회문화교류(민간참여)
⇨

156)

참조: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온라인 문서(2005)
- 3D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 공동제작(남: (주)하나로텔레콤, 북: 삼천리총회사)
-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제작(남: KBS, 북: 민화협)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남: (주)민족네트워크, 북: 평양정보센터)
- 애니메이션 ‘고구려’남북공동제작(남: (주)코아필름서울, 북: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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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와 달라 남북 사회문화, 경제
교류가 정치, 군사적 영향 아래 좌우된다. 국제관계와 한반도 내부 정치상황
에 따라 남북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이 추진되어 왔다. 21세기 초와 같이 화해
협력단계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홍콩의 사례처럼 디자인관련 공공
기관들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과 국제교류 및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특별경제구역에서 디자인
공동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남북은 또한 시장개방에 앞서 남북의 상표와 디
자인의 등록·보호 제도에 대해 상호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의 경공업 제조분야와 남한의 민간 기업이 디자인개발을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디자
인 전문단체들과 교육기관들의 경우도 남북 상호방문, 공동 학술연구, 교육자
재 지원, 디자인 정보교류 등을 통해 화해협력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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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단계 남북연합 과정의 디자인정책 관련 사례
5.3.1. 디자인관점의 남북연합 과정의 의의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통일의 중간 과정으로서,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 점진적 중간단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상호 공통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남한의 국가
연합(Confederation)은 느슨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정부형태로서, 연
합정부에 극히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남북한의 국민이 국가연합
구성국정부(the component parts)에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은 한 단체를
이루어 공동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의 국가 기능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157)

⇨연합정부 디자인 참여
1. 상징체계 디자인
2. 공공디자인 참여
3. 디자인정책 개발

<그림 32> 연방정부의 정치과정
출처: 통일연구원(2001),『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p.4 이미지 재구성,

남북연합의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필요 항목을 예측하면 3가지로 정리된
157)

인용: 통일연구원(2001),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 2001 협동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1. p.2.
http://kinu.or.kr/upload/neoboard/DATA02/6015837882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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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기존의 남북 중앙정부 외에 국가연합에 따른 <그림 32>에 표시
된 구성정부의 새로운 상징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남북의
기존 정부기관 외에 신설되는 구성정부의 사무 공간과 국내외 및 온라인 시
각정보매체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소득의 격차가 큰 남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북한 지원과 공동발전을 위한 디자인정책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 디자인수요에 대비해 28개국의 회원국과 5개 가입
후보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사례를 참고 하였다.

5.3.2.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의 디자인 역할 분석
유럽연합을 남북연합의 디자인사례로 분석하기 전에 통일학 관점에서 연
합의 유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분단국 혹은 다국가 합일과정을 통일, 통합,
공존의 모델로 분류하면 그 유형이 <표 42>과 같이 정리된다. 통일모델 관점
에서 남북연합은 평화공존을 위한 동맹국관계에 해당되며, 유럽연합은 다수
국가들의 기능적 통합문제(Intergration Issue) 유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42> 분단국 및 다국가 통일, 통합, 평화공존 과정의 유형
표 구성: 김영제(2012)의『한반도 통일론』제2장 ‘통일의 이론적 제 측면’ 참조
구 분

1

2

통일문제
(Unification
Issue)

통합문제
(Integration
Issue)

모델 유형

해당 사례

국가연합모델

연방국가(미국 주정부)

무력에 의한 해방모델

베트남식 군사 정복

내란을 통한 병합모델

침투, 게릴라 전술

붕괴론 모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연방제모델

독일,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멕시코

기능주의모델

유럽공동체(EC) 경협사업

신기능주의모델

유럽연합(ECU)

전자모바일통일 모델

소셜네트워크

민중통일 모델

3

평화공존문제
(Peaceful
Coexistence
Issue)

적대적 공존모델

남북한, 자본주의와 공산진영

중립적 공존모델

독일, 예멘

느슨한 두 동맹국 관계 기초 모델

국가연합 (남북연합에 해당)

연합문제모델

영국연합, 영국-홍콩

연착륙모델

중국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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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남북한의 합일 모델이 동일하지 않지만, 국가상징체계 측면
에서 남북연합 형성 초기 남북한 두 개 정부들 외에 새로운 권력구조가 생기
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은 <표 42>과 같이 다수의 민족,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기능주의적으로
통합된 사례에 해당된다. 즉, 초국가적, 비(非)공간적 통합인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들(2014년 기준)의 공통 정체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유럽 공동체는 역사·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하나의 상징체계, 즉 공
식 명칭과 상징시각물(기(籏), 앰블램 등) 및 화폐 등 관련 공용매체를 디자인
하였다. 유럽연합 공식 기의 역사를 보면 통합과정에서 상징시각매체 디자인
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유럽연합기(籏)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이전인 1955년 유럽평의회(CoE: Council
of Europe)의 상징으로 디자인돼 사용되어 왔다. 이후 1980년 유럽연합에 의
해 공식 기로 채택되었고 유럽의 연합체의 상징뿐만 아니라‘유럽통합’의
상징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림 33> 유럽기 디자인(좌), 기념 화폐 온라인투표 개발(중), 유럽건강보험카드 디자인(우)
이미지 출처(중): 유럽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news/economy/080208_1_en.htm
(우): 유럽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news/environment/140717_en.htm

유럽연합과 관련된 시각적 상징매체들은 유럽연합의‘다양성 속에 하나
됨(United in Diversity 혹은 Unity in Diversity)'라는 문화정책 방향을 상징적
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럽 기는 대륙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유럽인을 상징하는
노란 별들을 원형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형 요소들은 의회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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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공공건물, 외부 홍보공간, 공식행사, 전시 등의 공간연출158)에 응용된다.
유럽의‘문화통합과 문화다양성’정책은 화폐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1999년 1월에 단일 통화인 유로(Euro) 화폐체제에 돌입하며
화폐통화개발에서도 동전, 지폐의 한쪽 면은 유럽공통 디자인이, 다른 면은
당시 11개 회원국들의 문화예술의 특징이 들어나도록 디자인 규칙을 정하였
다. 또한 유럽연합은 화폐디자인의 개발 과정에서도 <그림 33>의 이미지처럼
2008년 2유로의 기념화폐가 새로 디자인될 경우 일반 연합국 국민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159).
연합국가 상징이나, 화폐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새 정
부기구 신설에 따른 수요가 발생되었다.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건물, 스트라스
부르크의 유럽연합 본관, 룩셈부르크의 유럽의회 건물 등 18개회원국에 위치
한 유럽연합 공관들(European Public Spaces)과 전 세계 141개국 해외 사무소
들, 각국 대표소160)들은 신축 혹은 공관이 이전되면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들
이 발생되었다. 통합과정 이후에도 유럽연합 관련기관들의 웹 사이트, 출판물,
유럽공용 건강보험증과 같은 각종 신분증의 시각정보 디자인 수요도 계속 이
어지고 있다.
유럽 엽합의 경제통합정책에서 디자인은 주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가 되
었다. 2010년 유럽위원회(EC)는 유럽개혁 정책에 고려해야할 10가지 우선 사
항 중 하나로 ‘디자인’을 포함시켰다. 2011년 초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부통령 중 한명이며 산업․기업 담당위원인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에
의해‘유럽디자인지도이사회(The 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가 설
립되었다. 이 디자인이사회를 통해 유럽연합은 유럽의 지역산업과 공동 문화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자인혁신정책의 공동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158)

2008년 스페인 사라고자 엑스포에 설치된 유럽연합 홍보관처럼 유럽기의 원과 별은 유럽연합의 상
징적 조형 요소로서 다양한 공간에 응용되고 있다.

159)

유럽은행은 2008년 유로화 디자인의 10주년 기념으로 2유로 화폐를 다시 디자인하여 3일 동안 온라
인으로 공개하고 회원 국민의 의견을 받아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160)

참조: 유럽위원회 온라인 정보. http://ec.europa.eu/contact/local_offices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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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SEE(Sharing Experience Europe) platform’을 만들었다. SEE는 회원
국의 60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과 11개 디자인협력기관161)의 콘소시엄을 통해
디자인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럽의 디자
인정책을 결정한다. SEE는 2012년 이후 2년 동안 약 80여 번의 워크숍을 통
해 국가단위 디자인정책, 지역 공공디자인정책, 기업지원정책, 디자인경영, 서
비스디자인에 대한 정책 의제를 다루었다. 또한 SEE는 유럽의 환경, 교육, 기
술 혁신연구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전문 디자이너집단과 협력하여 연구 사업
을 펴고 있다.

<표 43> 유럽 혁신디자인정책(Policy Innovation Design)의 의제형성 및 결정 구조
*표 구성: SEE의 유럽디자인정책 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유럽연합(EU)

유럽디자인지도이사회
(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디자인혁신구상 (EDII:
European Design Innovation Initiative)

유럽회원국
중앙·지역정부

600여명의 공무원

공공·민간
다자인기관

+

디자인협력기반
SEE Platform

SEE 11 Partners

+

SEE Workshop

고등교육기관,
디자인 집단

+

SEE Research

협의⇩의제
Design Policy
Design Support
Social Design
Service Deisg
Design
Management

161)

2014년 기준 유럽디자인정책은, 영국과 핀란드의 2개 기관, 벨기에,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
아, 그리스, 폴란드, 아일랜드의 각기 1개 디자인센터 및 대학,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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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은 디자인기반이 미비했던 구 사회주의회원국들
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SEE의 11개의 협력디자인기관
들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폴란드, 체코
공화국가 참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디자인기관이 설립된 때는 사회주의 체
제 붕괴이후인 90년대 말부터로, 체코공화국(1995년), 폴란드(1996년), 슬로바
키아 공화국(2000년), 에스토니아(2010년) 순으로 디자인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이 국가들은 타 회원국과 공동연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4>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디자인기관 현황과 정책 대상 분석
표 체계:

최희선·송하동·윤병문(2013)의 “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참조.
유럽엽합 중

N

디자인기관
보유 회원국

디자인정책 대상
기 단 대 전 지 일 정

디자인진흥기관

업 체 학 문 역 반 부
가 민 인

1

영국

•

•

•

•

•

2

독일

•

•

•

•

•

• Design Council, Design Wales, Digital Yorkshire
German Design Council, Design Zentrum
•

•

Nordrhein Westfalen,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bayern design GmbH

3

프랑스

•

4

이탈리아

•

5

벨기에

•

6

스페인

7

•

•

•

•

POLI design

•

•

BEDA, Design Flanders

•

•

•

포르투갈

•

•

8

네덜란드

•

9

스웨덴

•

10

덴마크

•

•

•

•

•

Dansk Design Center

11

핀란드

•

•

•

•

•

Design Forum Finland

12

아일랜드

•

•

•

City Architects Division, Dublin City Council

13

폴란드

•

•

•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IWP)

14

헝가리

•

•

•

Hungarian Design Council(HDC)

15

체코 공화국

•

•

•

Czech Trade Promotion Agency(Czech Trade)

16

에스토니아

•

•

•

•

•

•

Estonia Design Center:: 2010년 설립

17 슬로바키아 공화국 •

•

•

•

•

•

Slovenské centrum dizajnu(SDC): 2000년 설립

•

•

•

•

•

•

APCI, Fédération des Designers Industriels, Le

•

Lieu du Design Paris Ile de France

•

•

BCD, IMPIVA ENICA

•

•

•

Centro Português de Design

•

•

•

EDC, Premsela

•

•

•

•

Swedish Industrial Design Foundation,
Svensk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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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 협의체인 SEE 워크숍에서는 산업분야 디자인혁
신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EU의 지적재산 보호,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디
자인(Social Design)분야도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다. SEE는 유럽의 경제공동체
유지를 위해 회원국의 산업디자인통계 조사와 지적재산권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강국들과 개발국 간의 기업 기술매칭과 대학 간
연구협력, 학생 교환제도, 산학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5.3.3. 유럽 연합(European Union) 디자인정책 시사점
디자인관점으로 유럽연합 사례는 남북의 연합정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3가지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첫 번, 디자인은 연합정부조직 준비와 구성
단계에서 문화정체성의 갈등을 예방하였다. 유럽연합의 상징매체들은 오랜 시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고 관리되어 왔다. 이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과도정부의 상징 논쟁에 참고할 만하다. 두 번째, 연합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각종 공공 공간, 공공시설, 시각매체의 디자인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의 공공디자인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연합국들의 균형
발전에도 디자인이 도움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연합 공동체 유지 과정에서
디자인은 사회, 산업, 문화, 교육, 환경 혁신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의 28개국은 디자인공동정책개발 담당조직을 통해 여러 분야의 문
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남북한의 연합정부 구상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연합정부 전개
과정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역할을 미리 고찰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표 45> 유럽연합 통합과정의 디자인 역할 전개

연합국가 형성 과정:
연합국가 상징계 디자인

⇨

연합국가 정착 과정:
연합정부의 공공디자인 개발

연합정부 관련 위원회 담당

⇨

연합국가 전개 과정:
디자인정책 공동개발 협력

⇨ 연합정부 산하 디자인협력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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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단계 단일국가 과정의 디자인정책 관련 사례
5.4.1. 디자인관점의 국가통합 과정의 의의
남한과 북한은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남북
한은 통일 2단계인 국가연합은 남북 모두 공통성을 인정하였지만, 3단계에 대
해 북한은‘남북연방국가’를 남한은‘단일국가’를 최종 목표로 구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통일방안을 기초로,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거 단일정부·단일국회 구성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수립을 기
본 3단계로 정하고 과정별 비교사례를 선정해 조사하였다. 통일독인은 디자인
행정, 관련정책 및 정부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일베트남 사례는 남북통일 시 북한의 디자인 지원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5.4.2. 동·서독 통일과 디자인정책 특성
통일독일의 디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서독의 분할과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4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국가를 수립하였다.
냉전기의 두 독일은 서독은 연방주의체제를, 동독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갖고 산업경제, 교육을 발전시켰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동독은 민간
소유 산업기반을 금지하고 계획경제 하에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반면 전후 서
독은 자동차산업 및 기계공업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서유럽과 자
유 교역을 통해 경제를 복구해 나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서독의 디자인 상황도 경제 현상과
유사하였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무역상대국도 동구권으로 한정되어있던 동
독은 1978월 11월 경제부 관할 디자인관련 법을 제정해 산업진흥책을 도모하
였다. 통일 이전에 동독의 디자인 상황은 지금의 북한과 흡사하다. 동독은 서
독에 비해 산업 기반시설이 미흡하였고,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는 고
등교육기관도 2개 대학(Berlin, Halle)에 불구하여 교육적으로도 서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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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사회주의국가들 중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알려
진 동독도 제조업에서 서유럽에 비해 뒤쳐져, 동독의 사회 지도층은 서유럽의
수입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2). 동독의 디자인은 사회주의 나라인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교류하였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서독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였다.
서독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1953년‘독일디자인위원회(Rat Für
Formgebung)’를 설립하며 동독보다 일찍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기관은 공무원 없이 민간 디자인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
되었다. 통일 이전 독일은 디자인관련법과 정책을 주관하는 연방정부 행정부
처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서독은 지역별로 민간 혹은 지역정부가 설립한
디자인센터를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서독의 디자인센터들은 지역 산업
을 중심으로 기업홍보 사업과 디자인수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는 디자인을 위해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산업중심으로 디자인 경쟁
력을 키워갔다.

<표 46> 동서독 통합에 따른 디자인기관과 그 역할 변화

동독정부의 디자인 소관 부처: 경제부

ø

통일독일 디자인 관련부처: 문화부
* 연방정부: German Design Council
* 지방정부: 공공/ 민간설립 디자인센터
- 국제베를린디자인센터(동베를린 지역)
- 바이에른 디자인센터

*서독 연방의회: 공무 독립 디자인조직 설립
독일디자인위원회(German Design Council)
*지방의회: 지역별 예산으로 디자인 지원

경제발전을 위한 디자인

162)

ö
⇨

베를린 소재 ‘동독박물관’전시관 설명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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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
- iF 국제디자인포름

문화·경제를 위한 디자인

1989년 말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디자인은 서독의
것으로 흡수통합 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서독에서 많은 디자인교육자가 동독지
역에 파견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주도가 되어 동독 기업의 디자인인식 개선
을 위해 활동하였다. 구 동독지역은 1990년 이후 주 단위로 디자인기업, 디자
인단체들은 설립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서독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활동이 미비
하다. 현재 통일독일의 대표적 디자인공공기관으로 서독의 독일디자인위원회
(Rat Für Formgebung)가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1990년 이후 독일디자인위원
회는 동독의 균등한 경제발전을 위해 교육 외에도 전시, 행사, 동독디자인의
저서 출판을 지원해오고 있다163).
앞의 <표 46>는 디자인기관 측면에서 동서독과 통일독일의 변화를 설명
하였다. 통일 전에는 동독 디자인은 경제부에서 관여하였고, 서독은 별도의
기관이 아닌 지역 자율에 의해 지원센터들이 발생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은
경제부에서 문화부로 디자인정책의 담당부처가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968년 서베를린에 설립된 국제베를린디자인센터(IDZ: International Design
Center Berlin)는 통일 이후 구동독 기업들을 위해 디자인 상담회와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서독 디자이너와의 컨설팅연계, 동독지역의 디자
인협회 설립과 지역 간 교류를 도왔다.164) 국제베를린디자인센터는 통일의 상
징도시 베를린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창조도시 베를린(Creative City
Berlin)’이라는 문화진흥사업도 이끌었다.165). 이 사업은 유럽연합, 독일연방,
베를린시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으며, 디자인, 건축, 사진, 음악, 무용 등
타 분야와 같이 베를린의 도시재생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점진적으로 통합
되었다. 독일의 산업재산권 법적 통일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는‘통
일조약’을 체결하고, 제2단계는 산업재산권의 상호 보장 중간단계인‘확장법
163)

독일디자인위원회(German Design Council) 자료 요약(2011. 12. 17방문).

164)

국제베를린디자인센터(IDZ: International Design Center Berlin)와 인터뷰 요약(2011.12. 15방문).

165)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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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treckungsgesetz)’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의 통합을 완성하였다166). 확장법
은 동독원산지 표시, 상표변경과 디자인등록, 특허 등 산업의 지적재산권의
확장과 충돌을 방지는 규정을 명시하여 통일과도기의 동서독 디자인산업의
분쟁을 조절하였다.
공공디자인측면에서 동서독 통일은 중요한 발전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선 독일 통일과정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통일
부·통일연구원(2011)이 발간한 『독일통일 20년 계기 정책연구 1, 2, 3권』을
참고 하여, 독일통일 이후 20년 동안(1990~2010)의 정책 사업들을 중 공공디자
인 관련 내용을 찾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공공디자인의 분야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시각매체, 디자인행정서비스의 유형별로 나누었으며 내용을 정
리하면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독일통일 20년 동안의 디자인관련 정책사업들 조사
참조: 통일부·통일연구원(2011), 『독일통일 20년 계기 정책연구 1, 2, 3권』.
디자인 대상 항목

독일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관련사업들(1990-2010)

- 수도이전(Berlin)과 동독의 신연방주의 신설(5개주)
에 따른 정부, 의회, 연방주 청사 신축 과 사무 공
간 디자인사업
- 외국 공관의 신축과 이전에 따른 공간디자인사업
행정
공간계
공공
공간

국가
차원

- 동독의 사통당 자산 매각과 소유권 이전(1990)에 따
른 공공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디자인 개선 사업:
학교, 종합병원, 대학, 신정당의 공간 개선 사업
- 국유지 형질변경에 따른 환경 재정비관련 디자인
개발사업

문화.
보건
복지
공간계

166)

- 동독의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 공간(행사장, 문화회
관, 국공립 극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체육관,
경기장 등의 디자인 개보수 및 신축 사업

박종배(20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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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동, 서독의 도시
간의 자매결연(1986
년 시작)과 자문 프
로그램 시행
- 통일초반 공무원
파견 교육시행
- 서독에 정치교육
센터마련
- 동독인구 이동,
감소, 고령화, 대도
시 집중심화 등 도
시문제 해결을 위
한 환경개선
- 베를린 ‘수도
문화기금’을 통한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사진, 문학

- 보육시설 및 생활 지원 여가 공간 디자인 개보수
사업
- 장애인을 위한 공간디자인 개보수 사업

교통.
산림
공간
계

- 미래 프로그램“이동성”: 교통 인프라 현대화, 네
트워크화, 지역 동등개발, 교통체계화, 환경 친화적
개발 구축사업
- 국경지대 야외박물관과 비오톱 연계를 위한 그린벨
트 조성사업(Grünes Band)

행사와 전시 지원
- 통일 전후세대
화합을 위한‘다세
대의 집’사업
- 자동차와 철도의
연계 개발
- 하르츠 산맥 국
립공원계획에 따른
공원 조성사업

- 산림자원과 국립공원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 동. 서독의 통일체제 교육센터 신축 및 디자인 개선
사업
교육.
연구
공간
계

– 동. 서독의 도서관, 연구소 신축 및 디자인 개보수
- 가족친화성 독일대학 특성개발을 위한 “대학의 가
정”공간조성 지원(2008년 시작)

- 서독의 수도 본
에 국제기관, 재단
및 협회 이전과 연
구소, 전문대학 설
립, 고속열차 연결
(수도 이전 보상정
책)

- 구 동, 서독지역 도시 개발프로젝트 사업
도시
기반

-‘복지 도시’지원프로젝트: 도시 건축 개보수 사업
-‘주택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한 서민 주택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지역
차원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보수 및 군시설
관광화 사업
지역
기반

-“IT-농촌 여성” 직업교육장(2004-2007) 사업

- 동독지역 도시개
발에 2002-2009년
동안 총 25억 유
로 지원

- 국경지역 시설물
과 임대주택 철거
와 베를린 산책로
조성사업

- 기념물 및 지역문화재 공간 개보수 사업
교통
시설

보행.
운송
시설계

- 교통수단 통합운영 체계에 의한 디자인사업과 현대
화 사업

-베를린-브란데부
르크 국제공항사업

- 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디자인
지침 매뉴얼 개발

공공
시설

위생
및
에너
지시
설

오폐물
시설계

- 수도공급 하수처리 및 오폐수정화시설, 쓰레기집하
장시설 설계 및 개발사업

-신연방주 내 같탄
채굴로 인한 오염
지대 환경 정비 및
경관사업

- 미래 투자 프로그램의 친환경에너지 시험시설의 신
설사업
- 동독지역 농업시설 현대화와 상품개발 디자인 지원
공급
시설

행정.
관리
시설계

- 동독 내 통신. 수송시설물 재 디자인 및 보수
- 군 시설 현대화와 군 시설물 철수에 따른 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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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의 공공시설
현대화 추진과 기
존시설의 본존 가
치를 판단해 선별
개발 시행

- 국가 상징체계 통합에 따른 디자인사업
국가
상징
및
행정
기능
매체계

- 사회보장보험 통합과 국경일 등 공휴일변경에 따른
디자인 개발사업
- 동독 연방신설주 명, 지명, 거리 명 변경에 의한 디
자인 개발사업
- 공공기관 명칭 변경 및 신설 공공기관의 CI 디자인
개발사업

상징
매체

- 우정사업류(우표, 기념주화 등)의 디자인
- 통신체계, 교통체계 통합에 따른 디자인
유통
및
기능
매체계

공공
시각
매체

-독일 통일 이전에
국가상징체계에 대
한 지속적인 국민
의견조사 실시. 데
이터 축적

- 동독 군, 경찰, 소방 등의 제복, 공문서, 차량 등의
디자인 통합사업

-통일 과도기 안보
를 위해 군, 경찰
등의 차량, 표지변
경 표장등 표식의
통합이 신속히 진
행

- 구동독지역의 기업 및 공장매각을 위한 광고버스
홍보디자인
- 동독의 각종 신분증, 자동차번호판, 이정표, 교통표
지판 등 디자인 통합

정보
매체

교통
기능.
대중
매체계

- 공공 언론기관 및 국가기관 홍보물 등의 디자인
개발사업
-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광자원, 기념물 보호 프로그
램관련 디자인사업
- 통일사 기록사업

-동독지역 신설주
에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을 추가하였
으나 기존의 시설
물은 그대로 보존
활용
-동독 문화기록을
위한 여러 박물관
신축공사 시행

- 각 지역별 문화개발 관련 디자인사업

- 전공별 교육 위워회 구성과 교육 통계 전문가 그룹
조직: 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동독지역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디자이너
양성교육기관 지원
디자인
행정

디자인
행정서비스

- 지역 자매결연 프로그램과 학교 교재, 교사 지원
- 전문가 자격인증 프로그램과 전문 학력 동등성 검
토사업
- 국가 디자인 진흥기관 통합과 동독지역 디자인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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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주의
‘직업교육프로그
램’강화를
위해
베를린디자인센터
(IDZ)가 디자인인식
확대 홍보사업, 기
업컨설팅을 실시
-브란덴부르크 주
대학의 아이디어와
연구물들의 제품 특허
출원을위한‘Brain-shell’
기금마련운영

위의 표를 동서독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통일 초기 과도기
(1990-1995), 통일 정착기(1995-2000), 통일 후 발전기(2000년 이후)의 시대 순
으로 <표 48>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통일 과도기는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시각매체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으로 떠올랐고, 행정,
의료, 소방, 교통, 환경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이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8> 통일독일 이후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변화(1990-2010)

1단계: 통일 과도기

⟹ 2단계: 통일 정착기

1. 수도 이전에 따른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1. 단계별 도시개발 및 시설
개선사업 시행

2. 구동독 지역별 도시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

2. 통일독일 국가브랜드 홍보:
1991년 친 동부(Ost Pro)
박람회 개최

⟹ 3단계: 통일 후 발전기
1. 환경, 에너지 관련 지원
2. 전문직 양성 직업교육 지원

3. 통일관련 안보, 교통, 행정 및
기타 관련기관의 시각정보매체
디자인
4. 신탁관리청(THA)의 동독
공공시설 매매, 관리
5, 산업 인프라 개발 및 문화
프로젝트 지원
6. 민관협력 국경지대 환경 보존

3. 공공 문화공간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베를린 ‘박물관 섬’ 조
성 및 환경 개선
- 유태인박물관
- 베를린축제극장
- 세계문화의 집
- 바우하우스 미술관 등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중소기업, 개인 창
업지원
4. 가정과 통일세대, 다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간
신설

4. 동-서독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 및 프로
그램 지원

⇩
통일 전개과정과 공공디자인 변화

Ÿ

공공공간: 행정, 복지공간계

Ÿ

공공공간: 문화, 교육공간계

Ÿ

공공시설: 도로, 교통계

Ÿ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Ÿ

공공시각매체: 국가상징 및

⇨ Ÿ 공공시각매체: 우정사업

안보 관련 디자인
Ÿ

디자인서비스: 자격증 및
학력인정 검토

및 문화지원 관련 디자인
Ÿ

디자인서비스: 동독 전문
교육 및 관련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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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공간: 환경계

Ÿ

공공서설:
에너지관련 개선

⇨
Ÿ

공공시각매체: 기록물
디자인

Ÿ

디자인서비스: 동독
디자인연구 지원

통일 정착기에는 본격적인 구 동독지역에 도시환경과 주택 개선사업들이
일어나고,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 디자인되었다. 통일독일의 발
전기에는 동서독 문화 통합과 환경, 에너지문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발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독일통일 20년의 정책관련 사업들 중 디자인 행정서비스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 과도기에 동서독은 디자인학력 및 자격증에 대한 상호 인증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시기에 서독은 지역 디자인센터들과 협력하여 서독
인력을 동독지역에 파견하여 자문, 상담을 지원하였다. 통일 정착기에는 구동
독 지역의 교육기관 및 디자인 기업을 지원해 주었고, 통일 후 발전기에는 구
동독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출판, 전시, 박물
관 조성 등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였다.

5.4.3. 베트남 통일의 디자인정책 특성
베트남은 1976년 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1986년 경제개혁까지 10
년 동안 침체기를 맞는다. 베트남 디자인도 산업과 교육기반 측면에서 낙후되
어 있었다. 남북이 무력 통합된 베트남은 오랜 내전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여
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주변국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베트남은 80년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
하면서 경제발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대외개방 촉진 및 국영·집단과 사
영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며 도입한 1986년‘도이모이’경제개혁을 추진하며
발전하게 된다. 베트남은‘도이모이’2기인 1994년부터 시장주도체계로 전환
하면서 디자인산업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베트남의 디자인교육은 1984년 국립예술대학교(National Fine Arts Junior
College)에서 하노이산업미술대학(Hanoi University of Industrial Fine Arts)167)
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들을 본격적으
167)

참고: 베트남의 하노이산업미술대학은 중국과 소련, 몽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최근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체제의 국가들과도 협력을 맺어가고 있다.
http://en.hanoi.vietnamplus.vn/Home/Hanoi-University-of-Industrial-Fine-Arts/200910/318.vn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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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2010년 이전까지도 산업경제가 크
게 개선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2009년 기준으로 한 해 약 2,000명의 전문 디
자이너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었고, 소수의 디자인기업과 1,500개 일반
기업의 디자인관련 부서가 갖춰져 있을 뿐이다168). 디자인산업은 기술과 자본
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 산업보다 해외기업 투자의 인한 패션디자인과 관광
레저 시설의 실내디자인 분야가 발전하였다. 베트남은 2010년까지도 제품디자
인,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수요는 미비하였다169). 베트남은 독립된 디자인기관
을 설립하지 않았고 국가교역정책을 책임지는 베트남무역진흥청 (VIETRADE: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에서 디자인 지원정책을 담당하였다. 베트
남의 디자인 관련기관과 정책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9>와 같다.

<표 49> 2010년 베트남의 디자인관련 기구와 디자인 수요 분야
*표 구성: Ta Hoang Linh,‘Prospect of Vietnam’s Design Industry‘ 의 : 베트남무역청(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과 한국디자인진흥원 공동 워크숍(2010. 6)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베트남정부의 디자인관련 기관과 정책

베트남무역진흥청
대외무역정책:

(VIETRADE: Vietnam Trade

베트남 디자인산업

Promotion Agency)
경공업 수출확대:
농수산가공물 및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

의류 등

⇨
Interior Design

실내디자인
국내 수요 발생

+
수입억제정책:
내구소비재 및
사치성 소비재

외국인투자

Product Design

⇨

⇨
Graphic Deisg

수출가공업 발달로
디자인 수요 미흡

베트남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상 GDP가 1천억 US$를 넘고 1인당 GDP가
168)

참조: Ta Hoang Linh,‘Prospect of Vietnam’s Design Industry‘ 발표 자료(2010. 6): 베트남무역청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과 한국디자인진흥원 공동워크숍 자료.

169)

참고: 베트남디자인 온라인 자료 http://adsvietnam.edu.vn/en/new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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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를 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디자인 기술과 정보 향상을 위해 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해외 자본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허가하여 ‘베트남디자인학원 ADS (Vietnam Design Institute)’과 같은 사설
교육기관도 2011년부터 설립되었다. 또한 1인당 GDP가 1,500$을 넘기 시작한
2013년 4월 베트남디자인협회(VDAS: Vietnam Design Association)170)의 디자인
전문단체도 조직되어 국내외에서 디자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큰 틀을 벋어나지 못한 북한과는 달리 이
데올로기는 유지하면서 중국처럼 경제 개혁·개방을 단행하며 디자인이 발전
되었다. 김은영의“베트남의 경제개혁·개방 정책 - 초기전환과정을 중심으
로171)”에서는 베트남의 경제개혁 단계와 중국,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개방과 디자인발전과정을 비교해 유추해보면 아
래의 <표 23>과 같이 분석된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계획경제 부분계획인 분권
화 단계는 ‘디자인 기반 구축 시기’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체계는
‘디자인 수요 성장 시기’로, 시장경제 주도체계는 ‘디자인 산업의 발전 시
기’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0> 베트남, 중국,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개혁 단계와 디자인 발전과정 분석
*표 구성: 김은영(2007), ‘베트남의 경제개혁·개방 정책 – 초기전환과정을 중심으로’의 <표 1>
‘베트남 개혁의 단계별 주요 내용(pp. 50-51)을 참고로 재구성.
계획경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부분개혁체계

시장경제 공존체계

주도체계

⇨ 디자인 기반

⇨ 디자인 수요

⇨ 디자인 산업

구축기

성장기

발전기

베트남

1979-1986

1986 - 1993

1994이후

중국

1979~1984

1984 - 1992

1992년 이후

북한

2002. 7.1 이후

-

-

개혁단계
디자인
발전과정

170)

베트남디자인협회 http://vietnamdesign.org.vn/

171)

김은영, ‘베트남의 경제개혁·개방 정책 – 초기전환과정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한
국개발연구원, 2007. 12. pp.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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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은 사회주의체제국의 개혁·개방의 초기는 베트남과 중국처럼 디
자인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베트남,
중국처럼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국가주도형 디자인정책을 추진한다. 2단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시기는 디자인 수요의 성장기로 설명 된다. 이 전환기 단계
는 생활물자들이 국정가격에서 자유가격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품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에서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요를 발
생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마지막 시장 경제주도체계는 디자인의 수요-공급이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산업 발전기로 설명 가능하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과 같이 동유럽 구 사회주의국가들도 체제 전환
초기에 이와 같은 디자인발전 과정을 거쳤다. 최희선·송하동·윤병문(2013)의
연구172)에 의하면 OECD가입 회원국 중 구 사회주의국가들도 체제 전환 이후
경제 과도기를 거쳤으며, 2013년 기준 각 나라별 디자인기관 평균 2.93개, 디
자인 교육기관 0.7개, 디자인관련 협회 1.33개 단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디자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위의 <표 50>에 근거하면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기처럼
분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산업미술 기반을 구축하고 디자인 수요를 발생
하는 성장기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과는 다르게 경제정책이 당 정책이 아닌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산
업미술이 같은 과정으로 발전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5.4.4. 국가통합 관련 디자인정책 사례들의 시사점
한국은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
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 통일과정을 기본 구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남한의‘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통일은 북한의‘남북연
방국가’와는 최종 목표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체제 통일국가인 통

172)

최희선·송하동·윤병문,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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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관련 디자인정책 및 사회변화들을 살펴보았
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20여년이 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관련 정책사
업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디자인관점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본 연구자가 독일 디자인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얻
은 내용에 의하면, 통일이전 서독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국
가상징에 대해 장기간의 연구가 있었음을 알았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연
방정부 차원에서는 동서독 통합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들, 동독 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동서독의 디자
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진흥사업들이 발생하였고, 동서독 화합과 통일세대를
위한 문화사업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구동독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과 동독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성 연구들이 계속되
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로 통일된 사례로, 디자인이 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벗어나 자유 시장체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디자인이 발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도 이후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
고, 자국의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베트남은 최근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디자인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
고 있으며, 각종 국제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전문인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오랜 시간동안 발생된 문제점들을 관찰하는데 좋은
사례이다. 통일독일은 남북한의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공공디자인정책을 세부
적으로 발굴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통일독일은 디자인 관련사업들을 시
대 순으로 예측하는데 좋은 선례가 된다. 베트남은 북한이 통일 이전 사회주
의 경제체제에서 개혁·개방이 되었을 경우 산업미술의 발전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내용을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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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련 사례들의 참고 내용
남한의 분단 상황은 위의 해외 사례들과는 같지 않고 통일과정도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사례들 중에 남북한 통일 디자인정책
방향에 참고할 부분들을 선별하여 결론 도출에 참고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해
외 사례들을 남북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구상 내용에 적
합한 내용과 범위를 정리하여 아래 <표 51>와 참고하였다.

<표 51> 남북한 통일 대비 디자인정책 제안을 위한 해외사례 참고 범위

단계

1단계

통일과정

남북 교류·협력 과정

홍콩,
중국,
대만
홍콩

2단계

남북연합 과정

유럽연합

베트남

3단계

참고 내용

비고

제3국, 특수지역을 통한 디자인교류

A-1

민간차원 디자인 교류협력 방안

A-2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 전개 방향

A-3

홍콩특별행정구 상징매체 개발체계

B-1

연합정부 관련 상징체계 디자인

B-2

남북연합의 공공디자인 개발

B-3

남북 디자인정책 공동 개발

B-4

사회주의경제 개방·개혁의 디자인 변화

C-1

디자인 행정조직 통합

C-2

디자인 관련법 통합

C-3

디자인정책 결정구조 통합

C-4

통일국가 디자인정책 제안

C-5

디자인교육 통합

C-6

디자인산업 관련 통합

C-7

디자인공동체 통합

C-8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사업 전망

C-9

사례국가

통일국가 과정
독일

남북한 통일의 1단계에서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
디자인 민간교류 사례를 참고 하였다. 또한 홍콩의 중국-대만의 역할처럼 남
북한 외의 제3국을 통한 디자인 인적·물적 교류협력 구조를 6장에서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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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단계인 남북연합은 유럽 엽합(EU)의 연합정부와 관련된 공공디자인 개
발과 회원국들 간의 공동 디자인정책 개발 사례를 참고하였다. 3단계 단일국
가 과정에서는 홍콩의 반환과정에서 중국과 협력하여 개발한 통일국가 상징
매체 디자인의 사례를 6장에서 참고하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경제의 개방·
개혁과정 상의 디자인 변화와 대외협력 과정을 북한과 비교해 참고하였다. 독
일은 동서독 통합과정에서의 디자인행정조직, 법령, 공동체조직, 정책방향 및
연방 및 지역정부의 디자인정책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독일은 통일과정의 자
세한 자료 데이터들이 수집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에 따른 공
공디자인 과제들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연구하였다. 이
표 외에도 타 사례도 수집해 함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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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한 통일 대비 디자인정책 방향 제안

6.1. 정부 통일정책과 디자인 관련정책
6.1.1.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한국정부는 앞서 5장에서 설명하였듯이 1989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1989-1993: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남북통일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
다. 통일구상은 1단계 남북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과정을 거쳐 3단계 1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해 왔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은 공공정책의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Schneider와 Ingram(1997)은 내용적 측면에서 ①문제정의와 정책 목적, ②
정책으로 인한 편익과 부담(burdens), ③대상 집단, ④규칙, ⑤정책방법, ⑥집행구
조, ⑦사회인식과 이해, ⑧근거, ⑨가정들(assumptions)의 9가지 구성요소로 설명
하였다. 또한 Birkland(2011: 230-231)는 ①정책 목적, ②인과모형, ③정책수단
들, ④정책대상, ⑤정책집행체계의 5가지를 정책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173).
본 연구에서는 Birkland의 인과모형을 제외하고 정책의 목적과 대상, 집행시스
템, 수단을 구성요소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아래의 <표 52>와 같이 설명
해보았다. 한국의 통일정책의 개관은 엄종식(2013)의 서울대학교 통일정책론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정치·군사·외교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지
향하며, 경제에서는 민족공동이익 창출을, 인도·사회문화 측면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 주요 목적이 된다. 통일정책의 대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직간접 선택 집단으로 포함된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의제형성은 국
가안보의 문제와 직결되는 긴급 상황과 일반상황으로 구분된다. 공공정책의
형성단계는 Thomas에 의하면 정책이슈를 이해하고 검토하는 사정(appraisal)
단계, 대화단계, 형성단계, 공고화(consolodation)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173)

노화준(2012), 정책학 원론, 서울: 박영사, 2012년 제3전정판, pp.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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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Thomas, 2001; Howlett, Ramesh, Perl, 2009: 111-112; 노화준, 2012:
238)174), 긴급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책안이 최종안
으로 결정된다. 일반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재검토, 재형성을 거친 후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한국 통일정
책 결정구조는 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등
외교·국방·통일·정보기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종안을 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표 52>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표 내용: 엄종식(2013), 서울대학교 통일정책론 강의 자료 참조.
표 구성: Birkland의 5가지를 정책 구성요소 참조.
통일정책의 목적(영역별)
정치·군사·외교 : 한반도 평화

경제 : 민족공동이익 창출

인도·사회문화 : 민족동질성회복

+
통일정책 대상
대북

대내

대외

+
통일정책 의제형성
긴급 상황: 정부

일반 상황: 정부 주도 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통일정책 결정구조(협의체 구성)
안보정세 평가회의

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외 기타

외교, 국방, 통일부처,
정보기관 의

+
통일정책 수단
조직:
기관 협의구조

174)

인력

예산:

정보:

법률:

예산 및 기금

북한, 해외정보

남북관계발전법

Op. cit., p.238.
재인용: Thomas, 2001; Howlett, Ramesh, Perl, 20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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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사업과 디자인 참여
한국의 통일정책은 위의 설명처럼 외교·국방·통일 관련조직들의 협의
에 의해 결정되지만, 타 분야 정책들과는 달리 대통령의 대북·통일문제 입장
에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정치, 군사, 외교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고, 80년대 말은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탈냉전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통일정책 수
단들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1세기를 전후로 한국은 정부차원
의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와 민간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도발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내려진 이후 모든 대북사업이 축
소되었고, 한국의 통일정책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전후로 남한의 통일정책의 주요 이슈를 고찰하
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관부처인 통일부의 1999-2014년 정책연구175) 주
제들을 찾아보았다. 자료의 분석 결과 아래 <표 53>로 정리되었는데, 21세기
한국 통일정책의 관심영역에서 4가지 특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과거에 비해
일반 국민의 남북관계, 통일 의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 문
화예술, 교육 등 정책연구 대상이 다양화 되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인권, 개성공단, 사이버 통일교육, 기후, 환경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연구가 과거 중심이 아닌 미래 통일준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3> 1999-2014년 한국의 통일정책 연구들의 주제 분야
*작성 기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에 등록된 온라인 검색자료(2014년 12월 기준)
년도

통일부 정책 연구 주제(1999~2014)

건수

1999

대북 지원사업(민간차원, 인도적 차원) 이산가족 교류

3

2000

이산가족, 남북정상회담, 북한방문,

4

2001

이산가족, 북한원전, 통일교육, 체육교류, 민간 남북공동행사, 정치교육, 주변국

10

175)

참고: www.prism.go.kr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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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2002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통일교육 교재, 민간단체 교류협력

4

2003

북한환경, NGO 대북지원, 중장기 통일교육, 화해와 조화 공동체

5

2004

2005

분열과 통일역사, 북한이탈주민, 남북 산업재산권, 북한인권, 통일교재,
남북교역승인제도, 남북 상사중재제도, 남북인터넷 교류, 문화교류, 대북지원 등
국내법 재정비, 개성공단, 인권,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남북출입국사무소,
북한 제개정 법률, 이산가족교류, 통일문화센터 등

19

16

새터민 여성, 개성공단, 남북회담, 납북자실태, 북한 주민변화, 사회통일교육,
2006

통일의식조사, 남북관계발전, 북한 경제변화, 중국 경제특구 조세법·기업법제,

35

통일부 조직진단, 재외동포 통일교육, 인권, 남북경협, 이산가족 등
개성공단, 북한 개혁개방, 미국 대북정책, 6자회담, 북·일 관계,
2007

북한 수해방지협력, 통일교육, 북한 관광자원, 북한 입법, 사이버통일교육,
남북관계 통계인프라, 남북경협, 하나원, 지역별 교류, 평화번영정책, 남북

30

사회문화교류, 남북출입사무소,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등
통일교육, 개성공업지구, 북한이탈주민, 대북정책, 사이버통일교육, 독일의 정치범
2008

정책, 개성공단제품, 통일교육원 중장기발전 방향, 남북협력기금, 북한 국제기구
가입, 미국 전개관계, 군비통제와 경협, 남북교류협력제도, 북한 거시경제,

32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남북경협, 통일교육, 사회문화 분야 회담 등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부동산·환경법규·노동안전·물류시스템,
사이버통일교육, 사이버 통일배움터, 북한동향, 북한이탈주민,
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통일 대비 법제 구축, 북한 법, 통일독일, 남북협력기금,
국제기구 체제전환국지원, 남북통합 법제도, 탈북자, 전시 납북자, 민간

45

통일운동단체, 동아시아 협력, 통일부 성과목표 및 성과지수, 환경변화,
통일부조직, 2009년 북한경제 평가 등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재, 독일통일 인프라 구축정책, 개성공업지구,
북한이탈주민, 천암함 폭침사태, 남북관계 사전, 중국 대북정책, 통일 및 북한
인식, 중국 대북접경지역, 북한주민 일상, 유엔 대북인권정책, 기후변화,
2010

이산가족, 지역통일교육센터, 미중관계, 제2하나원 친환경 건축설계, 통일운동

45

활성화, 대북정책 남북 갈등, 북한 무기체계, 남북 관계발전 평가, 북한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 서해긴장상태, 통일교육 시범학교 수업모듈, 사회통일교육,
2010 북한경제 종합평가 등
남북교류협력, 국제협력, 북한이탈주민, 남북 보건의료 법제통합, 통일정책,
개성공업지구, 남북통합과정별 법제도, 통일시 북한 대외관계, 김정은 3대
2011

세습체제, 독일통합정책, 한반도평화 의식조사, 한미공조 통일정책, 청소년 및
어린이 통일교육, 북한 남북회의 제안, 북한주민 의식변화, 미국의 한반도정책,
통일한국 식량문제, 북한 대남정책, 국제기구 체제전환국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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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통일교육센터, 북한지식사전, 통일외교 추진전략, 북한 노동·복지 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중국 노동사회보장체제의 변화, 디지털 통일교과서콘텐츠,
개설공단 경영 투자환경, 2012 북한정세지수 사업,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부
발전방안, 국가명칭표기와 통일의식 추이,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김정은 정권
2012

핵심집단 분석,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예술계, 북한소설의 신 여성상,
북한무역회사, 북한이탈주민 형상화 소설, 초중고 통일교육, 해외원조와 북한

27

정치·경제영향, 북한 사적자본의 기업적 현상, 개성공업지구 지식재산권 법제화
및 구제제도, 탈북청소년 심리검사, 미중 및 한미, 한중, 남북관계,
북한체제전환기 민주화유도 및 정당의 역할, 통일협약,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전략, 남북관계 국민여론 분석 및 정책방향 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공론화, 대북정책의 국민합의와 거버넌스,
북한의 비핵화 전략,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향상,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인터넷
통일방송 발전 및 콘텐츠 제작 방안, 통일법제 DB구상, 북한지하자원 개발법제,
2013

통일인문학 과목 개발, 통일편익, 남북 물류 및 출입제도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22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청소년 교류, 북한 관광특구 법제, 북한의 주요 법제
변화, 개성공단 경협보험제도,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대북정책수행의 국회역할 제고 방안,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 독일통일통합 등
2014

평화통일역사재단 설립 방안

1

<표 53>의 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일정책 이슈는 경제 및 문화예술로
점차 확대되었고, 디지털 통일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가 발생되었다. 2012년 전후 북한은 문화예술 및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미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가 남한의 대북정책연구
에는 반영되어있지 못하였다. 한국의 디자인은 통일정책의 주요 관심이 된 경
우가 없으며, 대북 및 통일관련 사업들 중 디자인이 중심이 된 사업은 이제까
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의 통일관련 사업들 중에서 디자인 참여는 통일교육
전시·행사 공간디자인과 기관 발행 출판물, 웹진, 게임, 애니메이션 등 통일
인식개선을 위한 시각매체 개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는 2009년 상반기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업지구의

생산품의 공동브랜드「Peaceworks」BI(Bran

Identity Program)디자인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176).
176)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이 브랜드는 개성공단 내 브랜드 미보유기업 등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 지
원을 위해 개발되었다. 공동브랜드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제작하는 기념품, 현수막, 명함 등의 디자인에 공동 활용되었다. 등록된 상표는 이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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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8년 이후 한국 통일정책 관련사업의 디자인 참여 영역

통일정책사업의 디자인기업의 간접 참여 사례
정치·군사·외교

경제
Ÿ

개성공단(남북경협) 공동브랜

인도·사회문화
Ÿ

드 ‘Peaceworks’개발

전국 13개 통일관, 16개 지
역 통일교육센터, 제2하나

-

원 실내 디자인
Ÿ

통일교육용 온오프 콘텐츠
개발

Ÿ

남북 문화·체육행사 홍보
물 개발

ð 브랜드디자인
-

ð 공간 디자인: 전시, 행사
ð 시각매체디자인: 출판물, 웹
진, 게임, 애니메이션 등 홍보물

2008년도 이후 한국의 대북 및 통일관련 사업들 중 디자인이 관련된 사
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54>와 같다. 이시기에 디자인이 간접적으로 통일정책
관련 사업들에 참여한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 교재개발, 지역 통일교육센터
및 2009년 강원도 고성에 개관한 DMZ박물관의 전시설계, 홍보물 개발, 웹디
자인에 민간 전문기업들이 참여한 사례들이 있다. 민간차원 남북교류의 디자
인 참여는 앞서 설명한 북한 아동미술과 남한 애니메이션의 남북공동제작이
몇 차례 시도되었다177). 이 남북 디자인합작은 북한 아동미술이 수작업의 의
존이 높아 남한의 애니메이션 분야와 디자인 기술 격차가 심하고, 시간대비
경제성이 낮아 중단되었다.

드 사용을 희망하는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활용된다.
참고: 통일부 공식블로그 http://blog.unikorea.go.kr/1186
177)

참조: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온라인 문서(2005)
- 3D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 공동제작(남: (주)하나로텔레콤, 북: 삼천리총회사)
-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제작(남: KBS, 북: 민화협)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남: (주)민족네트워크, 북: 평양정보센터)
- 애니메이션 ‘고구려’남북공동제작(남: (주)코아필름서울, 북: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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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남북한 디자인 교류·협력 정책방향 제안
6.2.1. 남북 디자인 교류·협력정책 방향
이제까지 남북교류는 국제 관계와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북한
디자인 교류·협력이 주변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홍콩의
사례처럼 중국-대만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디자인
교류·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A-1, A-2를 참고하여 <표 55>의 한반
도 주변 제3국 혹은 특수경제지역을 통한 디자인 협력구도를 제시하였다.
<표 55> 제3국을 통한 남북 디자인 교류·협력 정책형성 구조도

북한 인력·정보·기술 교류

⇨

⇨

북한 경제·사회문화 협력

ø

÷

제3국(한반도 주변국) 협력의 디자인 간접 교류

민간차원
디자인협
력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를 통한 디자인 직접 교류
농업개발구,
과학기술개발구 ⇨

관광개발구 ⇨

ö

경제개발구,
공업, 수출개발구

õ

남한 인력·정보·기술 교류

⇨

⇨

남한 경제·사회문화 협력

학술교류
기술지원

인력교류
정보교류

남북산학
교육협력

투자협력
디자인지원

디자인권
보호협력

디자인진흥
상호협력

국제디자인
협회 교류

ñ

ñ

ñ

ñ

ñ

ñ

ñ

디자인정책 목표
Ÿ

정치: 남북한 및 국제
디자인 협력구도 구축

Ÿ

경제: 북한 디자인 역량 강화 및
남북한 디자인 공동 발전

Ÿ

사회문화:
남북이질성 극복

디자인정책 대상
Ÿ

북한:
디자인진흥기관, 교육기관,
디자인단체 및 관련협회

Ÿ

남한:
디자인진흥기관, 디자인교육기관,
디자인단체 및 관련협회

Ÿ

제3국:
공공기관,
디자인협회

Ÿ

디자인공동체
형성

디자인정책 방향
Ÿ
Ÿ

디자인진흥협력
디자인정보 및 교육지원

Ÿ
Ÿ

디자인기업 지원정책
디자인지식재산권보호정책
디자인정책 협의구조

Ÿ

북한 :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산업미술협회,
평양미술대학

Ÿ

남한:
디자인관련 정부부처 및 통일부,
디자인관련기관, 지역디자인센터,
국·공립미술대학, 디자인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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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3국:
정부 부처,
디자인기관,
디자인협회

<표 55>과 같이 남북 디자인 교류를 제3국 혹은 북한 내 특수경제지역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지시한 김정은의 교시에 근거한다. 노동신
문(2012. 4. 11)에 의하면 김정은은 북한 국가산업미술중심 방문에서 산업미술
분야의 해외 타국과의 면담·참관·교류를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래 노
동신문 기사에서는 특히 김정일에 의해 2010년에 조직된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과 2012년 새로 신설된 평양 국가산업미술중심(북한의 디자인센터)의 해외 교
류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산업미술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국가산업미술중심이 꾸려진데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면담·참관·교류를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산
업미술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노동신문, 2012. 4. 11일자: 1면)

남북한의 디자인은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산업미술정책 변화를 근거로
제3국 및 북한의 특수경제구역을 통해 남북 디자인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교
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에 중국, 러
시아 등 제3국과 함께 북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센터 추진이 가능성할 수 있
다고 전망된다. 조선신보(2013. 11 21일자: 1면)에 의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도들에 경제
개발구를 개발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이미 개발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
구의 4개 특수경제지대외에 외에 신의주시에 특수경제지대를 개발한다고 밝
혔다. 또한 이 기사는 이미 개발된 4개의 지대는 2013년 5월 채택한 경제개발
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 특별법은 특수지대에서 북한 법규에 따
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된다고 보도하였다. 새로 개발되는 신의주 특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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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대에는 디자인지원을 통해 경공업 분야의 품질개선을 위해 남북 및 국제
협력이 가능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지방급 경제개발구로는 압록강경제
개발구가 청진, 흥남과는 다르게 중국접경지역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디자인교
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34>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와 경제개발구 위치도
출처: ‘신의주시에 특수경제지대, 도들에 13개 경제개발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신보(2013. 11. 21일자: 1면)

6.2.2. 디자인 교류·협력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안
북한의 산업미술은 주체미술의 한 영역이다. 북한은 주체미술론에서 산
업미술도 사회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의 고유특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디자인교류를 추진하려면 주체미술
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전시회 개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은 경
제자립과 사회주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선전해왔다. 이 때문에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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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국에 의한 디자인지원을 꺼리고 장비, 교재 등 비 인적교류로 추진할 가
능성이 있다. 남북한이 디자인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표 28>의
A-2와 같이 국제 민간교류가 필요하다. 북한 조선산업미술협회의 국제산업디
자인단체협회(ICSID), 세계시각디자인협회(ICOGRADA) 등 국제디자인관련협회
가입을 통해 북한과 국제 디자인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물적 교류 이전에 각국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제도를 검토하고 남북 공통법률
을 제정하기 위한 상표, 디자인 등록 실무자들과 관계부처 차원의 상호 의견
교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경공업분야
에 남한의 민간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면 디자인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측면에서는 디자인전문 단체들과 교육기관들의 남북 상호방문, 공동
학술연구, 교육자재 지원, 디자인 정보 상호교류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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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의 디자인정책 방향 제안
6.3.1. 남북연합 과정별 디자인정책 전망
남북한 통일의 2번째 과정인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은 일종의
연합정부로서, 새로 구성된 정부는 남북연합으로 발생되는 행정수요들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디자인정책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현모·이준호(2001)178)의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에서는 남북연합에서 발생되는 부문
별 행정수요를 아래 <표 56>와 왼쪽 줄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디자인 수요를 추출하였다. 시각정보매체
측면의 디자인 수요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에 따른 상징매체 디자인, 지방
특산물 개발지원 디자인, 공용 화폐 및 우정사업관련 디자인 개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측면에서는 도시 공공시설물, 도로·교통, 경관 관련 디
자인가이드라인으로 남북전체를 관리하는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
육 및 문화측면에서는 공용교과서 디자인, 국내외 디자인전시, 출판물디자인,
디자인 공동 학술활동 등의 공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6> 남북연합의 분야별 행정수요와 디자인 행정수요
*표 구성: 양현모·이준호(2001)의 “남북연합의 부문별 행정수요”표 참조
부문

분야별 행정수요

경제

경제특구 설치, 공동통화 및 세율, 관세협정, 표준화

화폐단일화에 따른 디자인개발

지방자치

도시 자매결연, 지방자치제도 정비

지자체 상징매체 개발, 공공시설 디자인

산업자원

산업구조 개편, 산업단지 조성, 전력 및 자원개발

남북 디자인산업 표준화, 통계조사

정보통신

공중파 형식통일, 남북 통신·우편 단일화

우정사업 관련 시각매체 디자인

군사·국방

군비축소, 병력 및 무기감축

군 철수·이동지역 환경개선 디자인

건설·교통

철도, 도로부설, 신도시 건설

교통시설 및 표체계 디자인가이드라인

공동치산치수, 어업협력

지역특산물 상표, 포장 디자인 개발

학술·문화·체육 교류, 관광 개방

학술교류, 출판, 전시, 교육매체 디자인

공동 환경보호,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

경관, 디자인, 환경보호 가이드라인

농림수산
교육·문화
환경

178)

디자인관련 행정수요

양현모·이준호(2001),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11, 통일연구원,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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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측면에서 남북 연합정부의 기본 행정과 남북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종합하여 3가지의 디자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이를 디자인정책 구성요소들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57> 남북연합의 디자인정책의 구성요소와 방향
*표 구성: 통일연구원(2001),『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p.4 참조

ó

북한 산업미술 총괄 조직: 중앙산업미술지도국

ô
ó

남북의 국민

남북연합
(연방정부)

ô
남한 중앙정부 디자인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ò

ò

1. 연방정부 상징계디자인

ó

ò

2. 연방정부 공공디자인 지원

3. 남북 통합 디자인정책기구 구성

디자인정책 목표
Ÿ

정치: 남북 디자인협의체 구성
디자인균형발전책 구축

Ÿ

경제: 북한 디자인 역량 강화
남북디자인 공동 발전

Ÿ

사회문화: 디자인인식 제고,
지역별 디자인특성 개발

디자인정책 대상
Ÿ

북한:
교육기관, 디자인단체 및 관련협회,
지역 산업미술창작소

Ÿ

남한:
디자인기관, 디자인교육기관,
디자인단체 및 관련협회

디자인정책 방향
Ÿ

북한: 디자인 산업 및 교육 기반 구축
지역별 디자인인프라 격차 해소
디자인기술 및 시설 지원

Ÿ

남한: 디자인시장 개척, 디자인지식재산권보호
남북디자인협력시스템 구축,
남북 민간교류협력 강화

디자인정책 협의구조
Ÿ

북한: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국가산업미술중심,
도별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미술국
평양미술대학,
조선산업미술협회, 산업미술창작단위

Ÿ

남한:
디자인관련 부처, 공공기관,
지역디자인센터,
국·공립미술대학,
디자인관련협회, 디자인전문인 및 전문기업 등

디자인정책 수단
조직:
남북 디자인정책
협력조직 구성

인력:
지역 교육기반 구축,
남북인적교류 지원

예산:
남북 산업낙후지역
디자인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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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남북한디자인산업
통계 자료 구축

법률:
남북한 디자인보호
법 개정·확대

남북연합 남북통합까지의 전개과정에서 디자인 정책은 세 가지 유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정책은 남북연합 준비시기에 연합정부 및 개편되는 지방정
부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상징정책(symbolic policy)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 상징정책은 체제의 정통성, 정당성, 신뢰감,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하는 정책으로서(Almond and powell Jr., 1980: 129-131; 노화준, 2012:
134-135), 남북연합 준비기에는 연방정부의 공식 기, 앰블램, 서체, 색채계 등
상징매체 디자인개발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정비와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새로운 도시 정체성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질 것이
다. 이를 대비해 사례 B-1 홍콩특별행정구와 B-2 유럽연합의 상징체계 디자인
(identity program design)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남북연합 구성정부의 새 상
징매체 개발체계는 홍콩-중국의 협력과정과 같이 남북전문위원회 구성을 통
해 관련법제정 – 시민공모 – 심사·개발 – 연방준비위원회 승인 – 공식 제정
의 과정으로 계획할 수 있다.
두 번째 디자인정책은, 남북연합 초기-중기에 걸쳐진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분배정책이다. 이 정책은 B-3의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남북연합 초기에는 연합정부의 청사, 공기업, 정부산하기관들이 남북
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공간을 재 조성, 신축하는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 또
한 새로 신설된 구성정부의 사무 공간, 행정기능매체 및 웹과 모바일 정보디
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의 세금과 화폐제도가 통합되면 유로화
폐처럼 공용화폐에 대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정부의
중기가 되면 남북한의 경제소득 격차와 지역별 산업, 환경조건의 불균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지원의 분배정책연구들이 시행될 것으로 여겨
진다. 한국은행(2014. 6. 27) 발표한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따르
면 북한의 1인당 GNI는 1천360 달러로, 2만8천3백만 달러인 한국의 21 분의
1, 국민총소득 GNI는 42.6 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179). 남북한의 경제 격차
만큼 디자인인력, 교육, 기술, 정보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179)

양홍주, ‘남북 간 소득격차 43배로 더 벌어졌다‘, 한국일보(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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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교육 재구축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남북연합과 단일국가의 전환시기에는 남북 통합을 위한 디자인
구성정책이 필요하다. 구성정책이란 정부의 새로운 기구 조직의 신설 재편을
통해 정부를 구조화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Lowi, 1972:
300-392; 노화준, 2012: 134). 이 시기 남북디자인 정책기구를 다시 재정비하
고, 남북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디자인 정책기구의 신설 조직은 B-4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디자인이사회와 디자인협의체 구성을 참고하여 남북의 정책 조율과 민간의
디자인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58> 남북연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디자인정책 방향
남북연합 준비기

남북연합 초기 - 중기

남북연합 – 단일국가 전환기

전개
과정

⇨ 연방정부 관련

⇨ 남북 균형발전

⇨ 남북 통합

디자인 상징정책

공공디자인 분배정책

디자인 구성정책

참고

B-1, B-2

B-3

B-4

사례

(홍콩특별행정구 상징 개발체계)

(EU의 공공디자인 개발)

(EU의 디자인정책기구 구성)

Ÿ

남북연합 구성정부의
상징매체 디자인 개발:

내용

Ÿ

연합정부 공공디자인:

1. 연합정부 및 산하기관의

1. 남북전문위원회 구성

남북지역 균형 배분

2. 상징체계 관련법 제정

2.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3. 상징체계 시민 공모
4. 상징체계 심사 및 개발
5. 연방준비위원회 승인
6. 상징매체 공식 제정

(홍보, 행정, 교육 매체 등) 3.
3. 북한 교통, 주거, 환경시
설 공공디자인 개선

Ÿ

남북 디자인조직 개편:

1. 남북 관계부처 협의
2. 디자인위원회 구성
3. 남북디자인대표이사회 구성
4. 디자인공공기관
5. 연방준비위원회 승인
6. 상징매체 공식 제정

4. 북한 교육기반구축 지원

6.3.2. 남북 통합 디자인정책기구 구성 제안
위의 <표 58>에서 보듯이 남북연합에서 통일의 최종과정인 단일국가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남북 통합 디자인정책기구를 구성하기위해 법과제도를 개
편하는 것이 디자인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리라 전망한다. 단일국가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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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이 신설조직은 남북디자인의 동반성장과 통일사회의 혁신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통합된 디자인정책 참여자 구성을 위해 <표 51> B-4의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하였다. 유럽연합은 2010년에 유럽의 연방정부, 지역정부를 연결하는 민
관협력 플랫폼 ‘SEE platform’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디자인 통
합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민관 협의체를 조직하여 디자인정책의 공동 개발과
정부 - 지역 – 민간 -교육기관의 협력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구조를 구상하였
다. 단, 정책결정은 유럽연합의 경우 1년에 약 40차례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정책을 결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관주도의 정책결정구조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정책형성 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
다. 남북통합 디자인정책기구는 국가, 남북 지역별 디자인정책과 기업지원, 공
공디자인지원, 교육지원 등의 정책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의
디자인격차를 해소하기위하여 남북의 디자인고등교육기관, 국공립 디자인연구
소가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연구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9> 남북연합-단일국가 과도기 남북통합 디자인정책 참여자 구성
* B-4 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 의제형성 및 결정구도와 한국의 디자인행정조직 상황을 참조해 구성
연합정부

디자인위원회
- 정책결정-

남북대표디자인이사회
- 정책평가-

남북 중앙·지역정부

남북 디자인기관

민간 디자인협의체

디자인정책 연구조직

- 정책의제설정 및 집행 -

- 정책집행 -

- 정책형성 -

- 정책형성 -

남북 디자인관련

남북 기관 및

남북 국공립

공공기관

전문단체

디자인연구소

남: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북: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및 지방 산업미술처

+

(현재 남5, 북:1기관)

+

(기관, 디자이너,
기업,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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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6.4. 단일국가의 디자인정책 방향 제안
6.4.1. 디자인행정조직 통합의 고려사항
남북한의 통일과정은 예측이 어렵지만, 한국정부의 통일구상에 의한 1국
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 남북이 통일되면 2단계의 남북연합 구성정부
와는 다른 디자인 관련 법·제도·행정조직으로 정비될 것이다. 최진욱(2000)
은 『남북한의 행정통합방안 연구』180)에서 행정통합을 위해 정치·경제·사
회문화적 상황과 행정수요, 행정통합 원칙·방향의 3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한
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사항은 남북통합에서 정치적으로 권력, 지역 및 국
민내부 갈등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민영화, 재산소유, 고용문제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북체제 이질성, 지역 간 경제격차, 계층갈등 등 통일 이
후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남북 행정통합 시 기본 행정수요과 적극적·소극적인 행정수요
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극적인 행정수요는 통일과정의 부작용에 대
한 수요이며, 적극적인 행정수요는 통일 이후 정부의 새로운 이념과 비젼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수요이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국가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
향이다. 최진욱은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체
제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을, 두 번째 지역과 계층 화합을, 세 번째 균등한
권력배분보다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제시하였다. 또
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조직 설계보다 가감적 설계181)
를, 시간적으로는 점진적 행정통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욱의 주장을 기초로 디자인행정통합 이전의 검토사항
<표 60>과 같이 정리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디자인행정통합에서 디자인교
육 및 디자인산업 지역불균형이 가장 큰 남북의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자인교육 및 자격 검증, 남북 디자이너의 임금격
180)

최진욱, 『남북한의 행정통합방안 연구』, 연구총서 00-10, 통일연구원, 2000.

181)

Ibid., p.64. 최진욱은 ‘가감적 설계’란 기존의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행정조직
을 개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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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북한 산업미술창작사들의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
다. 또한 사회문화 상황에서는 남북의 디자인 인식 차이, 경제 불균형, 디자인
교육 및 기술 수준 격차, 남북한 디자인의 이질성 등이 남북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뽑았다.

<표 60> 디자인행정통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표 구성: 최진욱(2000), 『남북한의 행정통합방안 연구』pp.54-58 참조.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

행정수요

행정통합의 원칙·방향

정치갈등상황

기본행정수요

자유민주주의체제,

(디자인행정조직 남북인력 배분

(디자인 보호, 육성, 진흥, 지원,

법치주의

디자인기반 지역불균형 등)

발전정책 관련 업무)

경제갈등상황

소극적 행정수요

화합과 사회안정

(디자인교육 및 자격 검증, 남북

(북한지역 디자인수요 부족,

(낙후지역 환경개선 디자인,

임굼격차, 북한창작사의 민영화 등)

남한디자인 국내시장 독점 등)

디자인관련 일거리 창출 등)

사회문화 갈등상황

적극적 행정수요

행정조직 가감설계

(남북의 디자인 인식 차이, 산업

(남북 디자인문화 동질성 회복,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행정

불균형, 교육 및 기술 수준 격차

남북디자인의 균형발전,

조직 재정비, 역할 분배 등)

남북디자인의 이질성 등)

남북한 디자인의 세계화 등)

남북디자인통합의 소극적 행정수요는 북한지역 디자인수요 부족, 남한
디자인의 국내시장 독점 등을 통일시 예상되는 문제들로 지적했다. 통일 이후
정부의 새로운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수요는 남북 디자인문화 동질

성 회복, 남북의 균형발전, 남북한 디자인의 세계진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행정조직의 구성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디자인행정 조직 재정
비 시에 남한과 북한출신의 인사 분배가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조직에 있어 남북 출신들을 균등 배분하는 것은 통일이후 혼란기에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의 디자인산업, 교육, 기
술, 정보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재교육, 업무수행력
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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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디자인행정조직 통합의 구성 방향
통일을 이룬 독일, 예멘, 베트남의 경우 통일 주도국의 정치·국방·행
정·경제체계가 통합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을 고찰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식 연방정부를 구성하였다. 통일독일의 연방정부는 입법
주도권 및 정책·사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
이후 점차 중앙집권화 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연
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수상이 정책의 기본노선
을 정하고, 모든 법안이나 주요 원칙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며, 연방장
관이 기본정책과 내각결정 안에서 지휘와 책임을 지는 연방수상원칙, 내각원
칙, 부서원칙의 특성을 갖는다182).
통일독일의 디자인정책은 5장 4절에서 설명했듯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리되어있다. 연방정부의 디자인정책은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의제를 형성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이지만 민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일디자인위원회(German Design Council)에서 담당한다. 과거 동독은 당의
디자인정책을 경제부에서 집행하는 하향식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있었다. 동독
을 흡수 통일한 독일의 신 연방정부는 서독의 독립운영의 디자인조직 특성을
계승하게 되었다. 통일이후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 혹은 민간설립 지역디자인
센터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디자인 진흥활동을 펴고 있다.
<표 61> 독일연방정부의 정책과 디자인 정책의 참여자
역할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

독일의 디자인 정책

기본 정책노선 결정

182)

연방수상

연방정부 산하 독일디자인위원회

(연방수상원칙)

(German Design Council)

법안, 주요원칙

내각

내각

심의와 결정

(내각원칙)

기본정책과 내각

연방장관

문화부 담당,

결정 하에 운영

(부서원칙)

독일디자인위원회 독립 운영원칙

양현모·이준호(2001),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11, 통일연구원.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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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통일 행정조직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한국정부의 통일 원칙을 준수하면 단일국가의
행정조직인 새로운 조직구성이라기 보다는 조직이 추가되거나 통폐합되는 가
감식 정부조직개편183)의 가능성이 높다. 통일된 단일국가의 정부조직은 법과
제도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구조가 바뀌거나 행정수행 프로그램이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디자인정책은 양측 모두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국가로 전환되는 과도기-정착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디자인행정조직으로, 단일국가 발전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민관협력의 디
자인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조직과 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
는 지방디자인조직을 제안하였다.

<표 62> 단일국가 전개과정에 따른 디자인행정조직의 변화 제안
*표 내용: 단일국가 발전기는 B-2, B-4의 독일의 디자인행정조직 및 정책결정구조를 참조해 작성

디자인정책결정

디자인관련정책
집행부처
디자인정책
의제형성

단일국가 과도기 - 정착기

단일국가 발전기

중앙정부 ⟹

중앙, 지방정부

문화예술·산업경제·교육 관련 부처

문화·산업·기술 관련 부처

관주도 ⟹

민관협력구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독의 경우 디자인관련 정책은 경제부에서 담당하
였지만 통일이후 서독식 시장경제체제 원칙에 의해 국고지원이 제한되고 기
업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통일이후 독일은 문화부에서 디
자인 관련법과 제도를 담당한다. 김종균(2008)의 『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
183)

Icid. p.292.
정부조직개편이란 정부조직구조나 이 구조들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바꿈으로써 정책과정
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ters, 1992; Carvas, 2001; 노화준, 2012: 292). 정부조직개
편은 남한의 정권 교체시기, 북한의 지도자 교체시기에 자주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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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행 모색』에 의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정치·경제 선진국들의
디자인 진흥활동들은 국가정책이 아닌 기업과 전문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통일한국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국고에 의한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지원정책이 축소하고 창조성 위주의
문화산업, 과학기술중심의 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발, 인력양성과 기업육성 등만이 공
적자금에 의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국가에서 북한의 디자인행적조직은 당적 지배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특히 남북통일의 과도기 없이 단기간
일어난 통일의 경우 북한지역을 위한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 이 문제에 대해 양현모(1997; 1998)184)는 “북한지역을 남한의 행정체계로
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북한행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체제국으
로서 국가 산업미술관련기관, 각종 산업미술단체, 산업미술창작소, 산업미술활
용 기업소 등이 당의 직접적인 통제·감독을 받아왔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은
남쪽과의 디자인 교육·문화·경제·산업분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남한지역
에 비해 추가로 행정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통일과정
을 가정한다면 아래 <표 63>와 같이 과도기적 북한특별지역 행정조직의 디자
인관련 부서가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표 63>는 남북 단일국가 초기에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현재 한국정부의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남북연합에서 제안한‘디자인위원회’를 유지하며 구상한 것이다.

또한 이

도표는 B-4 유럽연합과 C-2, C-4 통일독일의 디자인정책형성 및 결정구조 사
례를 참조하였다. 지역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디자인위원회처럼 지역위원회

184)

재인용: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
연구원, 1997;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 192 -

조직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경우 특별행정조직이 생길 경우 그 조직의 디자인
담당 부서를 통해 정책결정과 디자인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5개소 지역디자인센터(성남, 광주, 부산, 대전, 대구 RDC)와 북한
평양의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를 갖고 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에 추가
로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한다.

<표 63> 남북통합 단일국가 초기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
*표 구성:

남한의 정부구성과 디자인관련 부처 산하 디자인기관의 정책사업 운영안 참고.

*표 내용:

B-4 유럽연합과 C-2, C-4 독일의 디자인정책의제형성 및 결정구조 사례 참고.

*표 체계:

김광웅 ‘정책결정론’의 표를 디자인중심으로 내용 수정.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04,
P.441 수정해 재인용.

국무회의

ð

대통령

õ

é

- 디자인부서 -

+
* 북한 특별행정조직

국회

ô

ô

정당

디자인관련
단체 및 협회

중앙부처:

지방자치체
- 지역디자인위원회 -

ó

ó

산업통상 관련 : 디자인산업 담당
문화예술 관련: 디자인문화정책 담당
교육 관련: 디자인교육 정책, 기관 담당

ó

법 관련 : 디자인관련 법률 운영관리
특허관련 : 디자인 지적재산권 담당

⇩

é

지역 디자인센터

산업경제·기술 관련 부처

+
ó

디자인교육기관

(성남, 광주, 부산,
대전, 대구, 평양

디자인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

6개 디자인센터)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교류협력

(특화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디

디자인교육, 디자인개발연구

+

디자인통계 조사, 정보 제공
디자인기술개발, 디자인경영 지원

북한지역 신설 센터
(도 단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의 2-3개 신설)

문화산업 및 예술 관련

ó

자

+

인

디자인활용

위

일반산업체

원
회

+

국내외 공공디자인 개발 및 정책연구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디자인 지원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전문기업

국내외 디자인 흥보: 전시, 행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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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디자인관련법 통합 방향
앞서 4장에서 남북한 디자인관련법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성과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남한의 특색을 요약하면,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상·하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위 법률로는 국가의 수출증대를 목표로
시작되어 디자인산업 육성으로 확대된‘산업디자인진흥법’과 산업재산권의
일종인‘디자인보호법’이 있다. 하위법인 조례는 2014년 기준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디자인산업에 관련 자치조례들이 제정되어있다.
북한은 지적소유권의 일종으로 80년대 품질감독법에 예속되어 있다가 1998년
독립 채택된 ‘공업도안법’과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있으며 이외에
‘사회주의상업법’의 일부 규정이 디자인과 연관되어있다.

<표 64> 남북의 디자인관련법 비교 (2014년 기준)
*표 내용: 앞의 4장 3절 <표 11>‘남북한 디자인관련법 비교’ 표를 참조해 재작성
구분
산업,
상업
관련
중
앙
법
률

자
치
법
규

지
적
재
산
권

산
업
재
산
권

남한의 디자인관련법

북한의 지적소유권 관련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사회주의상업법의 일부 규정

디자인보호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저
작
권

도시,
환경,
시설,
산업,
관련

저작권법

공공디자인조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조례 등

남북한 디자인관련법의 차이점은 크게 4가지로, 첫 번째는. 남북한의 기
본적인 법체계 차이이다. 두 번째로, 디자인관련법 담당조직의 특성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남한은 경제·산업·문화 관련된 특허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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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디자인 관련 부서가 관련법을 담당하여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반
면 북한은 상표과 도안을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단일 조직 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 <표 64>의 굵은 테두리에서 보듯이 남북은 디자인관련법의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법들이 주를 이루지
만, 남한에서는 지적재산권외에도 산업디자인진흥과 지역별 도시환경, 시설
관련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들이 재정되었다. 네 번째, 지적재산권리자의 다양
성 차이이다. 남한은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민간기업, 개인, 이 단체에 상관없
이 자유롭지만 개인소유가 제한적인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이
주를 이룬다.
남북한의 공통점은 각각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법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
호법,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의 저작권법
을 채택하였다. 이중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동일 명칭과 법제정의 목표를 갖고
있다. 남북이 지적재산권 관계법리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단일국가 수립과
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법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는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상호·산지표시·원산지명명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이 국제조약들에 따르면 조약 가입
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특허독립원칙이 적용되어 각 나
라마다 특허를 받아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약과는 달리 남북한은 상대지역에서 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을
금해왔으며, 권리가 상대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디자인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남북 법통합에 대해 최은석(2011)185)은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연구에서 남북의
기본 법체계에 차이가 커서 통일이전 부터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의 기본법의 중간형태가 아니라 제3의 새로운 법질서가

185)

최은석,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통일문제연구』통권 제-55
호, 2011, pp. 193-227.

- 195 -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승용(2008)186)은“남북한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에서 북한법에서 불명확한 디자인보호에 관한 부분을 남한법을 참고하
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으로 통합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디자인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남북한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여러
법률로 분산된 것을 디자인제도, 특허, 상표 및 저작권제도의 통합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도록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박종배(2010)187)는“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
구: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에서 남북한의 법통합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간으로
북한에 확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남북 디자인법 통합은 통일 이전에 논의돼야 통일 과
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 중심의 연구는 주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포함한 산업재산권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중심의 연구들은 21세기 들어 공공디
자인 관련법에 집중되었지만, 공공디자인 조례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법으
로서 남한에서 모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남북 통합에서 상호 조율과
정에 있어 이견이 예상된다.
디자인관련법의 남북통합은 내용면으로나, 시기, 방법, 절차에 많은 이견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은석(2011)188)의‘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의 단계별 방안을 기본 틀로 잡고 디자인중심으로 설
명하였다. 최은석은 법제통합을 단계적 대책으로 설명하였는데, 통일 대비기
에 산업재산권 부문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가칭)남북지식재산교류청’과
같은 기구 신설·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단기, 중장기 협력로드
맵을 통해 국가통일 시점에는 산업재산권을 남북통합 (지식재산) 특허청을 신

186)

이승용, “남북한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국민대법학연구소, 2008.

187)

박종배,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지식재산연
구』 제5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9.

1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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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의 산업재산권 중심의 연구와 이승용(2008)의 디자인통합체계 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중심으로 재정리해 통합과정에 따른 단계별 전략으로 정리하
면 다음의 <표 65>과 같다. 먼저 통일 이전 교류준비기에 남북한은 통일·남
북교류 문제 관련부처와 디자인 소관부처, 특허청 디자인·상표 담당과의 협
력으로 디자인관련법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 남북
협의내용은 ①상호 출원·등록, ②지적재산권 상호 인정, ③권리 확대 등이
가능하다. 교류협력기에는 남북의 디자인정보·인력을 상호 교류하여 상대방
의 법과 제도를 실무자들이 이해하는 시기로 제안되었다. 이 시기에는 남한의
특허청 및 디자인 관련부처와 북한의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조선산업미술정보
교류사의 관련 실무자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의 선행기술, 심판사례, 등록 정보
를 공유하고, 상호 파견근무를 통해 서로 업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표 65> 단일국가 수립과정에 따른 남북통합 디자인관련법 프로세스
*표 내용: 최은석,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 2011, pp. 193-227의 내용을 참조하여 디자인중심 내용으로 재구성.
교류준비기 ⟹

교류협력기 ⟹

단일국가 과도기

정책

남북 디자인관련법

남북 디자인관련 교류정착

남북한 디자인관련법 통합

방향

기본 틀 구축

(정보·인력 상호교류)

(법·제도·조직 구상)

통일, 남북교류 부처 담당자

남: 특허청 및 디자인

디자인소관부처 전문인력

직접

디자인 산업·문화 소관부처

관련부처 실무자

참여자

특허청 디자인·상표 담당과

북: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지적재산권관련
심사·심판 실무인력

조산업미술정보교류사
간접

디자인관련 협회 및 단체,

참여자

관련 학술협회, 국공립연구소

남북
협의
내용

1. 상호 출원·등록

1. 국내외 디자인정보 공유

2. 지적재산권 상호 인정

2. 남북 산업재산권의

2. 권리 확대

1. 남북 간 디자인관련
법제 개편

선행기술, 심판관련

2.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사례자료 공유

2. 심사·심판 기준 통일

3. 북한 상표공보, 도안공보와
남한 상표 디자인등록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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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국제조약 재검토

단일국가 과도기에는 남북을 통합하고 각종 디자인 법·제도·조직을 재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직접 참여자는 디자인 산업문화와 관련
된 부처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될 수
있다. 이시기의 남북은 ①통합법체계에 따른 디자인 법제 구축, ②디자인보호
법 단일화, ③심사·심판기준 통일, ④남북 국제조약 재검토 등 협의가 필요
하리라 전망된다. 또한 교류준비기부터 단일국가 수립까지, 디자인행정가들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 및 단체, 관련 학술협회, 디자인관련 협회 및 단체, 관
련 학술협회, 국공립연구소가 간접적으로 디자인관련법 통합에 참여하리라 예
측된다.

6.4.4. 통일과정의 디자인정책 쟁점과 관련사업 방향
한국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하는
통일국가의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통일에 관련된 정책연구는 정치·경
제·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디자인관련 정책연구는 살펴보기 어렵다. 남
북통일 과정에서 국내외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 정치시
스템을 기본으로 1국가, 1체제, 1정부의 남북통합 단일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디자인 관련정책들을 전망해보았다.
먼저 통일시 디자인정책수요의 쟁점과 관련사업들을 알아보기 5장 4절에
서 동서독 통일과정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독일은 통일일 이룬지 20여 년이
지났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디자인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수월하고
변화된 과정까지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통일부.
통일연구원(2011)의 ⌜독일통일 20년 계기 정책연구 1, 2, 3권⌟의 자료들을
공공디자인 분류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내용을 근거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디자인관련 정책서업들을 쟁점들을 우선 전망해보았다. 통일이후 과
정은 3기간으로 분류했는데, 통일 과도기(1990-1995), 통일 정착기(1995-2000),
통일 후 발전기(2000년 이후)의 순으로 디자인관련 사업들을 공공디자인 분류
로 정리하여 주요이슈를 추출하면 아래 <표 66>와 같은 결론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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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독일통일 이후 공공디자인의 쟁점 변화(1990-2010)
*참고: C-5 통일독일 디자인정책, C-9 통일독일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사업
통일 전개과정과 공공디자인 변화
1단계: 통일 과도기

⟹ 2단계: 통일 정착기

⟹ 3단계: 통일 후 발전기

공공시각매체: 국가상징 및

Ÿ

공공공간: 문화, 교육공간계

Ÿ

공공공간: 환경계

안보 관련 디자인

Ÿ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Ÿ

공공서설: 에너지관련 개선

Ÿ

공공공간: 행정, 의료공간계

Ÿ

공공시각매체: 우정사업 및

Ÿ

공공시각매체: 기록물

Ÿ

공공시설: 도로, 교통계

Ÿ

디자인정책: 자격증 및

Ÿ

학력인정 검토

문화지원 관련 디자인
Ÿ

디자인정책: 동독 전문 교육
및 관련조직 신설

디자인
Ÿ

디자인정책: 동독지역
디자인연구 지원

⇨ 국가안정 및 통합,

⇨ 단일국가

⇨ 지역 및 세대 간

지역갈등완화정책

공동발전정책

화합정책

앞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 과도기(1990-1995)의 쟁점은 국가안정
과 통합, 지역갈등 완화였다. 구체적으로는, 동서독 통합에 따른 국가상징계와
안보관련 디자인 수요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 이후 연방정부 개편에 따른
행정공간 정비와 동독 낙후지역 의료공간, 도로, 교통시설의 개선에 디자인이
활용되었다. 동서독의 디자인행정 분야는 상호 전문인 자격검증을 위한 고등
교육의 학력인정이 검토되었다.
통일독일의 정착기(1995-2000) 주요 쟁점은 단일국가 공동발전을 위한
구상과 실행이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사회기반시설들이
건축되었는데, 교육기관 및 문화관련 시설의 신축, 개축과 관련하여 디자인
설계들이 공모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경제 및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
이기 위해 동독지역에 고등교육이 정비되고 지역진흥기관들이 신설되었다.
통일 후 발전기(2000년 이후)의 주요 쟁점은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큰
동서 간 지역화합과 통일 전후세대의 화합, 과학기술과 환경의 화합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이시기 구 동독디자인과 관련된 연구와 출판, 전시, 박물관 조성
등 통일관련 자료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업들에 디자인전문가들이 활동하였
다. 또한 에너지관련 친환경 디자인방법을 연구해 공공시설에 적용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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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독일의 이와 같은 통일과정의 변화를 한반도 통일에 적용해보고, 남북
한 의 공공디자인 특성을 반영해 미래 정부사업들을 예측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7> 남북통일에서 예상되는 디자인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부사업 방향
1단계: 단일국가 초반기

2단계: 단일국가 정착기

3단계: 단일국가 발전기

⇨ 국가안정 및 통합,

⇨ 단일국가

⇨ 지역 및 세대 간

지역갈등완화정책

공동발전정책

화합정책

전개
과정

참고

C-5 (통일독일 디자인정책),

사례

C-9 (통일독일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사업)
Ÿ

Ÿ
Ÿ

공공시각매체:

Ÿ

공공시각매체:

Ÿ

공공시각매체:

통일국가상징 및 안보

기념화폐 및 우정사업류,

관련 디자인

지역문화교류 홍보 관련

공공공간:

시각디자인,

남북관계 관련 역사지구

국토종합계획, 경관계획,

통일관련 기록물 개발

디자인 설계,

행정·의료· 법 관련

기록관련 홍보물 디자인
Ÿ

공공공간:

공공공간:

분단-통일기념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

문화화합공간 디자인,

Ÿ

공공시설:

신설 도시디자인,

사업

국립공원 및 문화재

산업단지종합계획관련

환경계, 에너지계 관련

내용

보호 디자인가이드라인,

환경조성사업,

시설물 디자인

도로, 교통, 폐기물관리

북한지역 주거·교육·문화

시설물 디자인

환경개선디자인,

남북지역 디자인산업 및

Ÿ

Ÿ

디자인정책: 자격증 및

Ÿ

Ÿ

공공시설:

디자인정책:

공공시설:

교육기반 편차 재개편,

학력인정 검토,

지역별 공공시설물 개선,

디자인법제, 조직 재개편.

산업표준, 지적재산관련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산업통계 남북통합

Ÿ

Ÿ

디자인정책:
북한지역 디자인 교육,
기술 지원

남북한의 통일도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통일 초반기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시각매체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일국가
정착기에는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북한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
에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의 재검토를 통해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공
공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디자인산업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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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독일의 사례와 과 다르지만 체제통합과 단일국가 형성이
라는 유사과정을 참고해,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일어난 디자인관련 사업들을
근거로 남북통일 이후 20년까지 발생 가능한 공공디자인사업들을 예측하였다.

<표 68>

한반도 통일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제안

*참조: C-5 통일독일의 디자인정책, C-9 중앙 및 지방의 디자인사업 분석을 기초로 디자인산업을 제안

디자인 대상 항목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 수도이전과 기초자치단체들의 신설 가능성에
따른 청사, 외국공관의 공간디자인
- 통일행정 지원을 위한 상호 파견인력의

행정
공간

행정사무 공간디자인
- 군시설 축소·이동과 군 토지 형징변경에
따른 환경정비 및 공간계획
- 체제통합에 따른 재판소, 파출소. 교도소,

북한 현황

남한 현황

-평양 이외

-서울특별

지역 건물

시, 세종

낙후로

특별자치

다수의

시에

신축.

행정기관

개보수

분할이전

사업 예상

진행

-평양 이의

-지자체

지방도시

단체별

소방서. 우체국의 디자인설계가이드라인 개발
- 북한지역 시민회관, 국공립 극장, 박물관,
문화
보건
복지
공간
국가
공공

미술관, 기념관, 체육관, 국공립 경기장 등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 북한지역 국공립 의료원, 보건소, 보육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 북한지역 서민주택 디자인설계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관련 공간디자인

차원

공간

- 교통체제 통합에 따른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산림
공간

시설 낙후

독립운영

-지방 의료

-의료복지

및 보건을

문화공간

위한 공공

선진화

시설 부족

추진

-자동차

-고속도로

화물 및 여객터미널 등의 공간설계

보다

디자인가이드 및 디자인개발사업

철도위주

전국망

지역개발

확산

- 국립공원 통합관리 및 산림녹화계획, DMZ

,고속철

생태보존을 위한 디자인가이드 개발
- 교육체제 통합 운영지침에 따른 국공립

교육
연구
공간

-재학생

-국공립,

교육기관(유아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비율(24.1%)

사립교육

연구소 등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대비 고등

기관

교육(16.3%)

개보수

비율 저조.

사업진행

– 국공립 도서관, 훈련원 등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 북한 직업교육원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시설부족
예상

지역

도시

- 지역별 경관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설계.

차원

기반

-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도시디자인가이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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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단독
서민주택

-수도권
가구집중

- 북한지역 도심 광장, 공원, 국민주택, 근린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공간디자인
- 북한의 공공공간의 녹지화를 위한 조경설계

- 도로, 철로, 터널, 고가도로, 교량, 분전소,
지역
기반

발전소 등의 사회기반시설 설계
- 북한의 공영주차장, 자동차시험장, 자전거
전용로 등 설계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보급률
높고

-아파트

건물 낙후

증가(47.1%)

-도농 간
대중교통
시설 격차
심각

-지방
교통
시설

보행
운송
시설

- 교통체제 통합 운영지침에 따른 신호등,
유도등, 가로표식, 가로등 디자인가이드 개발
- 공영주차시설물, 공공기관 차량, 교통수단
및 관련시설디자인

(47.9%),

대중교통
수단 낙후
–도농 간
교통수단

-가구당
자가용
보급률
증가
(0.96대)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
활발

격차심화
-농어촌
가정
공공

위생

시설

에너
지계
시설

오수
폐물
시설

- 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가이드 수립
- 에너지, 수도 공급, 오폐수정화시설 공간
디자인설계 지침 및 시설 개보수

수도보급
(78%),
-단독
위생공간
사용저조

-상.하수
보급률
평균
94.8%
(‘09년)

(45.9%)

공급
시설

행정
관리

-국기:

상징

- 국호, 연호, 국가, 국화, 국기(技) 통합에 따른

공화국국기

기능

매체

매체

-공문서,
공공
서비스
전산화

- 기, 인장 등 국가 및 정부 상징매체 디자인

행정

상징

관리미흡

국가

및

시각

각종 정보시설물류 디자인

-기술낙후

시설

체계

공공

- 문구, 표찰류 등과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각종 공문서 서식과 각종 신분증, 여권의

(홍람

디자인

오각별기)

- 사회보장보험 통합과 공휴일(국경일, 명절)

-국기:
태극기
-주민등록
증, 여권
전자

제도변경에 따른 디자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등 등 각종 신분증명 디자인

도입

매체
유통
및
기능
매체

- 화폐, 국채 등의 통합에 따른 디자인

-일반화폐

-화폐단위

- 우정사업류(우표, 기념주화 등) 디자인

(원.전)과

(원, 전)

- 통신체계(지역번호) 통합에 따른 디자인

-특수화폐

- 각종 제복류(군, 경찰, 소방 등), 무기, 표식

:조선중앙

인터넷

은행 발행

보급

통합에 따른 디자인

-가구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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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국가지도
재 편찬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디자인
- 각종 면허증, 자동차번호판, 이정표,
교통표지판 등 디자인 통합
- 방향유도 및 규제사인, 각종 픽토그램 등
공공정보 시각매체 디자인 통합
교통
기능
매체
정보

.

매체

대중
매체
교육
매체

- 국가기관 웹 싸이트, 홍보물 등 디자인
및 수정. 보완
- 공영 미디어 통합에 따른 정보디자인
- 국립공원 및 문화재, 기념물, 관광자원 관련
정보디자인
- 공식문서작성 프로그램의 북한 용어 철자법
지원을 위한 디자인
- 의무교육기간 변경 등 남북교육 통합에 따른
교과서 디자인

-kp:

-kr:

국가최상위

국가최상위

도메인사용

도메인

-자동차

사용

보급저조,

-가구당

-교통안내,

자가용

신호등

보급률

부족

0.96대

-초중등

-초중등

교육기간

교육기간

총 12년

총 12년

-2000년

-국공립

이후

사립기관

컴퓨터

디자인

교재개발

교육매체
다양화

- 직업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 디자인 사업
- 북한 각종 기록정보들의 전산화지원체계 설계
및 정보디자인

- 북한지역 디자인지원 공공기관 설립

디자인행정.
교육. 정책

-도..농간

-디자인

- 남북 디자인인증 통합운영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관

- 디자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통합 업

전문고등

(KIDP,

- 디자인용어, 색채표기, 규격 표준화를 위한

교육률

RDC,

격차심화

DIC)과

(2.3:0.9)

디자인

연구사업
-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한글지원 공동개발
-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정책 개발사업
예)농. 임업 지원 디자인정책 등

-미술대학

전문교육

디자인교육

기관

담당

(‘10년
584개)

디자

다양화

인정
책

디자인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과 국가인증제의 통합 및 재검토

-KPS

-KS

-디자인진흥법 및 보호법 재검토(특허법.

(산업표준

(산업표준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인증)

인증)

-기타 디자인 관련 법규 검토: 경관법, 건축법,

-디자인

,KC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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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가통합

단순구조

인증)

6.4.5. 디자인교육 통합 방향 제안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을 연구한 김진아(2012)189)은 『남
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그의 논문에서“북한
의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성
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의 교
육은 초등 미술교과과정인 ‘도화공작’ 에서부터 기초적 내용이 학습된다.
도화공작은 소학교의 저학년은 주당 2시간, 고학년은 1시간이 배정되어있다.
이 미술교과서는 기초적인 형태를 따라 쉽게 도안을 만드는 밑그림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북한의 중학교저학년은 3년 동안 주당 1시간의 ‘미술’교
과명으로 간단한 색채이론과 사물의 구성창작 기법을 배운다.
전문적인 산업미술 교육은 북한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인‘평양미술대
학’에서 받을 수 있다. 평양미술대학은 북한의 유일한 미술전문 단과대학이
다. 이 대학의 학제는 입학 이후 예비과(6개월), 학부과정(5년), 졸업창작 (6개
월)의 총 6년 수업기간을 갖는 학부과정과 2년 과정의 대학연구원, 3년 과정
의 박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학에는 조선화학부, 회화학부, 조각학부,
공예학부, 산업미술학부(건축장식미술,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
술), 출판화학부(선전화, 아동화, 수지판화, 수인판화, 삽화, 출판화)의 6개의
전공학부들와 주체미술연구소, 과학연구과가 설치되어있다.
평양미술대학의 학생규모는 남한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평
양미술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가명)최성국가 평양미술대학의 입학시험 응시자
와 합격자의 규모를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였다190). 그는 전국
에서 모여든 약 3천여 명의 응시자 중 3백 명이 입학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
189)

김진아,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2012, p.33.

190)

“이제 만나러갑시다”(동아방송, 2014. 6. 29일자 방영분)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명)최성국
은 전국의 3천여 명의 응시가 몰려와 인물소묘(뎃생)을 통해 3백 명만 합격한다고 전하였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일했으며, 「다람쥐와 쪽제비」, ·「고려장
군」 등을 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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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4년‘김일성의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현지지도 50돐기념 미술
전람회’의 작품출품자 인원과 2007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
관에서 개최된 「평양미술대학 창립(1947) 60돐 미술전람회」 규모를 통해 평
양미술대학의 학생 규모를 파악하였다. 2007년도 대학미술전람회에는 약 4백
여 점의 학습교재와 실습작품들 전시되었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미술
전람회의 전시내용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양미술대학의 산업미술 전공
학생들는 한 학년에 약 50명 정도의 규모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9> 평양미술대학의 전공학부와 산업미술 전공과목(2007년 자료 기준)
*참조:

2007년 개최된 평양미술대학 창립 60돐 미술전람회(2007. 9. 7-30,
평양국제문화회관)의 전시내용을 분석하여 학부명 작성.

*기타:

( )괄호 안은 2004년 ‘김일성의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현지지도 50돐기념 미술전람
회’의 분야별 작품출품자 인원 의미. 이 숫자를 통해 산업미술전공 학생 및 교직원의 수 파악

학부명

세부전공

1. 조선화학부

조선화(118명)

2. 회화학부,

유화(45명), 아크릴화(1명), 괏슈화(10명), 수채화(30명), 영화미술,
TV미술(1명), 채색(23명), 소묘(37명), 모자이크벽화, 조선보석화,

3. 조각학부,

조작(15명)

4. 공예학부,

공예(23명): 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돌공예, 수예(14명)

5. 산업미술학부

도안(45명): 건축장식미술,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6. 출판화학부

선전화(2명), 아동화(2명), 삽화, 출판화, 수지·수인판화(7명), 서예(7명)

기타
과학연구과
주체미술연구소

평양미술대학 외에도 북한에서 산업미술을 가르치는 관련 교육기관은
산업미술 강좌가 개설된‘평양공예일용학교191)’가 있다. 그리고 시·도별로
전문대학 수준인 개성예술대학, 전문원산예술대학, 청진예술대학, 해주예술대

191)

평양공예일용학교의 강좌 유형: 공예미술강좌, 사회과학강좌, 산업미술강좌, 신발수지공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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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혜산예술전문학교 등 에서 미술전공자들의 산업미술 관련과가 배치되어
있다.

<표 70> 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표 구성: 김진아,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2012, p.38 ‘남북한 교육비교’ 표를 기초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
남한 디자인 분야
교육
이념

북한의 교육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회주의, 공산주의)

홍익인간, 민주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목표

자질

지도자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

특성

개인주의 교육

집단주의 교육

의무
교육
교육
행정
체계

9년제(중등교육까지)
*중앙-지방 분리구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원칙적으로 중등일반교육까지
무료)
*3원 구조: 당, 내각, 학교

1. 중앙 교육행정기구

1. 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정책 수립 및 집행

2. 지방 교육행정조직:

2. 내각 교육위원회: 행정 총괄

교육위원회, 교육감,

3. 교육기관: 당내각 지도 아래 교육실시
5-3-3-4년제(구 소련의 영향)

6-3-3-4년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
4-6-4(6)년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
4-6-4(6)년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2012. 9. 25 법령 채택, 2014. 4월 부분시행)
취학

기본

1. 취학전: 유치원

학제

전

1. : 탁아소, 유치원(높은 반 1년 의무교육)

교육
2. 초등교육: 초등학교

일반

2. 보통교육: 소학교(5년), 중학교(초급, 고급 각 3년)

교육
3. 중등교육: 중학교,

(학교

고등학교

교육)

4.고등교육:
교육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단위학교에 권한 부여

성인
교육

3. 고등교육: 전문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4-6년)

4. 공장, 농장 등의 부설 실업기술 및 지식교육

교육기관, 교수자 자율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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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전체적으로 남북한 교육비교를 통해 우리는 서로 상이한 부분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목표에서는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 아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공산
주의, 주체사상 등에 따라 공산주의 인민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교육은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욕구를 존중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인
간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권력집단을 위해 충성하도록 하
는 집단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덕체를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하나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남한의 교육이념
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기초한 북한의 교육 이념과 같이 체제와 이념적 차
이에서 오는 교육목적 및 내용은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었다.
교육행정체제 또한 남북한 모두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한의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다양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정치적으로 자율성이 확보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 당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움직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학제 같은 경우 남한은 6·3·3·4제에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에
해당하는 총9년의 의무교육기간인 반면 북한은 4-6-4(6)제로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총 11년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과
정 또한 정치사상교육이 강조되고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위한 교과목의 설
치와 시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 산업미술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벗어날 수 없다. 기본 틀
과 북한식 예체능분야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교육 목표도 사
회주의 혁명 건설과 지도자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이 주요 목표이다. 북한 교
육의 특성은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집단주의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교
육행정체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 교육업무를 수
행하는 학교의 ‘3원 구조’로 되어있다. <주체미술론>은 북한 산업미술의 특
정 사상·미학·양식을 강요한다. 주체미술론으로 교육받은 북한 산업미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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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남북디자인교류, 협력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 디자인분야와 공조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디자인교육자, 전
문가들에 대한 자격 평가의 기준에 남북의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4.6. 디자인산업 통합 방향
남북통일 과정에서 디자인산업 측면에서 필요한 통합 대상은 크게 3가지
를 제시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제도와 디자인산업 분류 규정, 디자인표기 규
정이 바로 그 대상이다.
먼저 디자인 보호제도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은
동독이 서독체제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디자인권을 포함한 산업재산
권은 다른 법보다 단계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았다. 독일 통일 이후는 제1단계
통일조약으로 임시규정을 정했고, 2단계 산업재산권 확장에 관한 법률, 즉 확
장법(Erstreckungsgesetz)192)체결로 서로 산업재산권 통합을 완성하였다. 남북
도 통일되기 이전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서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상호 검토와 정보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디자인산업 분류 규정
을 통합하는 일이다. 현재 남한은 2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
원 주관사업으로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내놓는다. 이 통계조사는 디자인산
업의 문제점, 향후 비전을 발굴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북한 산업
미술의 경우 국가차원의 통계조사도 부재하며, 전문인력의 규모 또한 확실하
게 알려진바 없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기위해 남한에서 북한의 산업통계, 교육
통계 등을 자료를 참고하여 북한의 산업미술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과

192)

확장법의 체계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3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서독 산업재산권의 상대영역으로의 효력확장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구서독지역에서 발생된 권리
의 확장과 구동독지역에서 발생된 권리의 확장 및 권리 확장으로 인한 권리의 충돌의 문제를 다룬
다. 제2장은 동독원산지 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권리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4장은 법의 변경, 특히 상표법의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경과 규정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인용: 박종배(2010. 9),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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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다. 이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남북의 디자인영역을 비교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한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과 같이 디자인직업, 디자인학력, 디자인자격, 디자인경력 평가에 대한
표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예상된다.

<표 71> 남북한 디자인의 직무능력 표준 비교
*참조:

<표 19>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2013)』의 디자인 분류체계 참조

비교대상

남한의 디자인

북한의 산업미술

포장·브랜드·광고디자인

상업미술(포장·상표·상업망)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출판미술, 아동미술,

제품디자인

공업디자인,

공업미술

디지털디자인

UI, UX디자인

컴퓨터미술(?)

환경디자인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무대디자인,

건축장식미술, 거리장식미술, 무대미술

시각디자인

기타

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의상미술, 방직미술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역 및 기업 간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통합의
디자인표기법이 필요하다. 디자인표기에서 다뤄야 할 것은 색표기, 칫수표기,
디자인 및 산업인증 표기의 통합이 요구된다. 남한의 인증표기는 KS(산업표준
인증), KC(국가통합인증)과 굿 디자인인증, 디자인기업인증 등 복잡한 인증제
도를 갖추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은 KPS(산업표준인증)으로 단순하지만,
디자인관련 전문인증은 부재하며 이를 지도자의 비준이 대신하는 듯하다. 이
외에도 정보산업과 관련해 남북의 자판 배열의 통합, 디지털 기술관련 통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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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7.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디자인관점에서 정책학의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다
학문성(inter-disciplinary), 규범성(normative) 관점의 학문적 접근을 빌어 남북
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공공정책(public policy)을 검토하고 합리적 정
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
자인정책 연구는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기본 틀로 삼고 출발하였다. 연구방
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순서대로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북한 미술, 산업미술의 남
측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그 쟁점과 동향, 관련 이론들을 찾아 검토하였다. 선
행연구의 분석결과 ①북한 산업미술의 연구 부족, ② 북한 산업미술의 기본
정보 부족과 연구 내용의 잦은 중복, ③연구의 대부분이 2010년 이전의 오래
된 자료 활용, ④디자인정책 중 남북한관련 연구 배제 등 4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남북한 디자인정책 환경인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차이
점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 부문에 대한 연구결과, 북한은 국가주도형 산업
미술을 발전시켰고, 남한은 중도주의(Centrist)적 정책결절모형처럼 관-민의 협
력구조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 디자인영역의 공통점은 디자인
관련 공공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산업경제 부문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
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산업미술과 남한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북
한 원전 및 해외 문헌들과 신문기사, 방송물을 수집하였다. 이념과 체제에 남
북의 비교 연구결과, 북한의 사회주의국가체제는 개인소비·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디자인과 역설적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북한 산업미술의 특
성을‘정치 종속성, 사회주의 이념성, 전통중심 조형성’이라고

규정하였다.

남북한의 디자인법제에 대한 조사결과, 남한의 법체계와 북한의 것은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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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제의 차이를 갖고 있다. 디자인관련조직 측면에서는, 남한은 산업경
제·문화 관련조직이 디자인법률을 담당하지만, 북한은 상표법, 공업도안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직인 중앙산업미술지도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북한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법들이
산업미술 관련법의 주를 이루지만, 남한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처럼 디자인
산업지원과 공공디자인조례처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련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디자인정책집행으로 남북을 설명하면, 북한은 하향식 체계(top-down
system)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하향체계와 상향식 체계(bottom-up system)의
중간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차원에서 남북을 비교하면, 북한 산업미술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기본 틀과 북한식 예체능분야 특수교육의 특성
을 반영하고 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교육기관과 교사가 자율권을
갖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산업미술은 특히 북한의 유일한 미술전문 단과대학
인 평양미술대학에서 교육되는데, 주체미술이론 연구소등 이데올로기에서 벗
어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성장의 한계성을 보였다. 디자인산
업면에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해 디자인과 관련된 표준산업분류, 남북공통 색채
체계, 규격표기의 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한국정부의 통일구상인 교류·협력, 연합, 단일국가의 3단계론에
근거해 그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해 분석하였다. 교류협력 과정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의 사례는 민간교류에 의한 인적, 물적 교류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중국·홍콩·대만은 민간교류부터 출발해 정부 간 경제공동체 협약으
로 발전되었으며, 선(先) 문화경제 통합, 후(後)정치 대화라는 협력 과정을 밟
아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합과정의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디자인정책을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연합의 사례는 남북한통일과정에서는 남북통일 과도기
상징체계의 디자인에 참고가 가능함을 알았다. 또한 연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행정수요가 지속되고, 회원국 간의 디자인공동정책개발 담당
조직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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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가의 참고사례인 통일독일의 디자인정책은 중앙과 지방 분권형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소관은 문화부에서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제를 형성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이지만 민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
일디자인위원회(German Design Council)에서 담당함을 관찰하였다. 과거 동독
은 당의 디자인정책을 경제부에서 집행하는 하향식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있
었다. 동독을 흡수 통일한 독일의 신 연방정부는 서독의 독립운영의 디자인조
직 특성을 계승하고, 통일 이후 지방의 경우 지역디자인센터 중심으로 독립적
으로 디자인 활동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로 통일된 사례로, 디자인이 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벗어나 자유 시장체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디자인이 발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도 이후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
고, 자체 생산력을 강화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민간차원에서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은 최근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디자인을 발전시킬 방
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종 해외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전문인 역
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의 종합단계인 다섯째 과정에 앞서,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일국가’의 3단계론과 통일정
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2년 전후 북한은 문화예술 및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미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가 남한의 대북, 통일정책
연구에는 반영되고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통일관련 사업들 중에서 디
자인 참여는 통일교육 전시·행사 공간디자인과 기관발간 출판물, 웹진, 게임,
애니메이션 등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각 홍보매체 개발에 한정되어 있었
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일국가’의 3단계론에 근거한 남북디자인통합
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화해협력과정에서는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위치
한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에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과 함께 북한 디자인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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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원 추진이 가능성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남북연합의 정책은 세 가지
유형이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남북연합 준비시기에 연
합정부 및 개편되는 지방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상징정책(symbolic
policy)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남북연합 초기-중기에 걸쳐진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분배정책이 요구된다. ③세 번째, 남북연합과 단일국
가의 전환시기에는 남북 통합을 위한 디자인 구성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남북통합 단일시기에 관해서는, 단일국가로 전환되는 과도기-정착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디자인행정조직으로, 단일국가 발전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
은 민관협력의 디자인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조직과 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독
립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디자인조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정부의 경우 중앙
정부의 디자인위원회처럼 지역위원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의 5개소
지역디자인센터(성남, 광주, 부산, 대전, 대구 RDC)와 북한 평양의 국가산업미
술중심 1개소를 갖고 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에 추가로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단일국가의 각종 디자인 법·제도·조직을 재구축방향은, 정책의 직접
참여자는 디자인 산업문화와 관련된 부처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지적재산
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될 수 있다. 이시기의 남북은 ①통합법체계에 따른
디자인 법제 구축, ②디자인보호법 단일화, ③심사·심판기준 통일, ④남북 국
제조약 재검토 등 협의가 필요하리라 전망된다. 또한 교류준비기부터 단일국
가 수립까지, 디자인행정가들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 및 단체, 관련 학술협회,
디자인관련 협회 및 단체, 관련 학술협회, 국공립연구소가 간접적으로 디자인
관련법 통합에 참여하리라 예측하였다. 남북한의 단일국가 형성과정의 디자인
관련 정책사업들은, 통일 초반기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시각매체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일국가 정착기에는 중장기 국토
종합계획에 의해 북한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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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에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의 재검토를 통해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
도록 관련 디자인산업들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교육통합은 이데올로기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통일이전 디
자인교육기관의 직접교류, 정보 및 지식교류를 선행하고, 단일과정에서는 교
사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체계로 개산하여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디
자인산업표준은 국제표준분류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색채체계 및 규격표기도
디자인시장규모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남북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결론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72> 통일과정의 디자인정책 방향 제안
통일전

⇨

남북 교류·협력 과정

통일후

남북연합 과정

단일국가 과정

전개

교류협력

교류협력

남북연합

남북연합

단일국가

단일국가

단일국가

단일국가

과정

준비기

정착기

준비기

중기

전환기

초반기

정착기

발전기

⇨

⇨

⇨

⇨

⇨

⇨

⇨

⇨
지역 및

제3국,
디자인
정책
방향

민간중심의 연방정부

국경지역 디자인문화
을 통한

교류정책

단일국가

및 통합,

디자인

세대 간

상징체계

을 위한

디자인조직 지역갈등

발전정책

화합정책

디자인개발 공공디자인 구성정책
분배정책

(홍콩,

(홍콩,

참고

중국,

중국,

사례

대만

대만

민간

민간

교류)

교류)

관련

국가안정

통합대비

디자인

A-2, A-3

사업들

남북한

균형발전

교류정책

A-1

디자인

남북지역

관련

B-1, B-2

B-3

B-4

C-1

C-2-9

(홍콩특별

(EU의

(EU의

(베트남

(독일의 행정, 법제,

행정구

공공디자

디자인정

개혁,

교육, 산업표준 통합안)

상징

인 개발)

책기구

개방

구성)

전략)

개발체계)

민간차원 남북디자인 남북연합

연합정부

교류·협력 교류협력 구성정부의

공공

구조 구측

완화정책

조직체

상징매체

구상

공공디자인

디자인

남북통합 국가상징
대비

디자인조직 안보관련
재개편

개발

체계 및

남북지역

교육·문

디자인산업

화, 산업,

및 교육편차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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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공공디자인

재조정

7.2. 연구함의 및 제안
7.2.1.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한에서 연구
가 미비한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을 파악하고 후속연구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북한 디자인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
하고 남북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이
질적인 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남측의 무관심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분단국들의 교류·협력과 통합·통일과정에서 집행된 디자인정책
들의 국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남북한의 통일된 미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남북
한의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시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민족의 문화적 특성회복
을 꾀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의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리
라고 기대한다. 북한의 원전연구는 오랜 분석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인들과 디자인전문가들과·관련기관에 북한 산업미술
의 선전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 기초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한다.

7.2.2.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남북한의 디자인을 비교하고,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기저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한
국에는 남북한 디자인 비교 이전에 북한 산업미술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의 내용은 남북 디자인 현황부터 향후 정책까지 넓은 범위
의 연구였지만 향후에는 디자인 영역별로 좀 더 기초연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한국의 디자인 영역과 구분 체계가 다르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일부 특정 영역은 공예에, 일부는 판화, 서예, 조각 영역에서도 남
한의 디자인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산업미술을 연
구함에 있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북한 미술의 전 분야에 대한 횡단적 비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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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2015년도는 도자공예 분야를
시작으로, 북한의 색채, 서예 등 기초분야와 도시디자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북한 산업미술은 문화예술과 경제정책의 중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한 경제와 관련된 연구와 산업미술을 연결해 북한의 산업경제의 현황을 고
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치분야인 디자인을 통해 남북경제·문
화예술 분야 공동연구도 통일을 대비해 의미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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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the prospect of design policies in the case
of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Four comparative cases; China·Hong
Kong, Taiwan, European Union, Re-unified Germany and Unified
Vietnam,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hypothesis on the unification
process by South Korean Government. It examined characteristics of
design policies in those unified or federate nations, and then compared
differences between specific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m. It analyzed their process of design policy as follows; First, the
design policies to promote private interchange led to the active
economical and cultural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s as the case of
Hong Kong, Taiwan and China. Second, the design policies of cases
helped to phase down the local conflicts as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Germany. Third, the design policies made people build their national
identity and consider the role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like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posed the direction of
design policies and planning in details from the view point of
developments of econom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i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 Unification, Korea, Design Policy, Planning, North Korea,
South Korea, Industri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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