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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P 산업디자인 전공에서 1971~87 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작품 목록. 166 명의 학생 중 33 명이 이후 FADU 를 비롯한
자국 디자인 대학교에서 총장, 전임교수, 부교수로 활동하였다.
블랑꼬(Ricardo Blanco) 교수 제작. 나소(Eduardo Naso) 교수가
제공한 자료.
1963 년 8 월 23 일날 리또랄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l
Litoral)에서 진행된 『디자인 요소와 형태의 구성(Seminario
sobre elementos de diseño y organización de la forma)』세미나.
가이떼(Arnoldo Gaite) 담당 강연.
1964 년 8 월 9~24 일 최초 산타페 주립 시각예술미술관
바우하우스 전시(Exposición Bauhaus) 카탈로그.
1964 년 디자인과시각예술 학교 전시(Exposición 1964: Escuela
de Diseño y Artes Visuales) 카탈로그.
1964 년경 학생들의 작품. 평면을 가지고 형태 만들기 과제
(Ejercicio generador de formas en el espacio a partir de planos).
1985 년 FADU 에서 열린 말도나도(Tomás Maldonado)의 특강
‘더 모던 프로젝트(El Proyecto Moderno)’ 비디오 컷.
“유럽식 교육 적용하기 프로젝트” 지도. 변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로. 연구자 제작.
1990 년대 FADU 학생들의 산업디자인(Diseño Industrial)과정
작품들.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의 유럽 중심 디자인 교육 이념의 전개도.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이 연구는 1950~70년대 발전주의 시기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도한
디자인진흥기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Korean Design Packaging Center - KDPC)와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 CIDI)1 의 설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디자인 전시와 행사, 국립대학
교 디자인 교육 및 디자인 개념의 도입 과정을 비교·분석해 그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
이 있다.2
이를 위해 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정부가 디자인의 주체로 등장했으며 국
제적인 흐름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주요 질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하부 질문에 답하고
자 한다. 첫째,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산업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나라

1

CIDI는 INTI의 하부연구소로, 국립기관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 기관은 INTI와 FADU와 FIUBA등
국립대학교 지원 외에 시암 디텔라(Siam Di Tella Ltda), 이빠꼬(Ipako S.A.), 스탠리 코티스(Stanley
Coates), 에우헤니오 디에스(Eugenio Diez)와 같은 기업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1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산업화 시대 당시 국
가 주도적으로 추진된 디자인 진흥 계획이 각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그 당시 디자인 업무
를 맡았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디자인 철학과 이념은 어디에서 유
래했는가? 넷째,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으
며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 다섯째, 이 모든 역사적 배경과 전개가 함의하는 바
는 무엇인가?

1.2.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화,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터넷의 확장은 전 세계 사회 문화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은 각종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리적
인 가능성을 초월하고, IT 산업이나 과학, 최첨단 기술 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 기
준 국내 총생산량(GDP) 리스트’에서 세계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3 그리고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제3세계나 발전주의 국가에 원조하고 한국의 경
험을 전하면서 해당 국가의 전문가나 관료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까지 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언급하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문화 교류에 있어 한국은 한류에 따른 K-팝과 K-무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학술교류에 있어서 ‘서구(미국/유럽)’를 벗어난 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류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디자인에 대한 연구

3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ccessed 2017.08.23,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1/weodata
4

박태균,『(박태균의) 이슈 한국사』(파주: 창비, 2015), 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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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유럽 국가들을 관련
지은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1. 2014년 3월 경,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이 그린 지도.
아르헨티나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들 (한국). 연구자 편집.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년대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
해 200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키츠네르(Nestor Kirchner & Christina
Kirchner)정부의 주도에 힘입어 무려 12년에 걸쳐 그 관심을 키워왔다. 아르헨티나의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4년에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

3

민들과 직접 소통”5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지향하는 모습의 나라들을 아르헨티나 지도에 써넣고 “아무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다(No hay nada que lo impida)”는 제목을 붙였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뉴질랜
드, 이스라엘, 독일 등의 국가들과 더불어 한국도 그중 하나였다. 마크리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성을 선택하면 여느 국가와 다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구절을 내세우
며 한국을 경제개발의 롤 모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한국이 최근 아르헨티나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경제구조는 여타 발전주의 국가들이 모범
으로 삼는 것이지만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이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
히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극단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형성된 특수한 정체성을 가
진 사회로, 그 방향성이 ‘진정 좋은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교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를 상정했을 때, 일반적으
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먼저 의의를 두게 된다. 그 이유는 양국의 지리적 조건과
언어의 차이가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특징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나
라는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를 겪고 독립국으로 자리 잡은 후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발전주의 국가’라는 범주 아래에 속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우
는 현재도 속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선진국’에 대한 희망과 그 꿈을 위해 산업화를
추진했던 나라들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디자인
사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오히려 유사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자인’ 개념의

5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2015 년 10 월부터 2019 년 10 월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직을 역임했다. 그리고 2014 년 3 월부터 대통령은 공화주의 제안당(PRO: Propuesta
Republicana)의 캠페인으로 “변하자(Cambiemos)” 정치 홍보를 시작한다. 대통령은 SNS(Facebook,
Tweeter, Instagram, 등),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도어 투 도어(casa por casa)’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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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선진국의 디자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폄하, 그
리고 국가 주도하에 펼쳐진 디자인 정책과 진흥 기관의 설립이 그것이다. 특히 주목
할 부분은 바로 각 나라에서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디자인 진흥 연대기다. <표 1>
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는 한국보다 먼저 1810년에 독립한 국가로, 근대화를 겪고
1930년대에 들어 자율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 한국
과 유사한 디자인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연
구자는 각 나라에서 최초의 디자인 진흥 기관이 설립된 시기가 비슷하고, 이 두 기관
모두 국가 경제 정책의 일환에서 디자인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루어진 프로젝트인 만
큼 두 기관의 활동 또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을 것
이기 때문이다.

사건

한국

아르헨티나

식민지

1910~1945
일본 > 일제강점기

1776~1810
스페인 제국주의 > 리오델라 쁠라따 조계지
(Virreinato del Río de la Plata)

경제

농산물 > 산업화 > 수출

농산물 수출 > 수입대처산업화 > 농산물 수출

근대화 및
서양화

개화기
일제강정기로 인해 왜곡된 근대화

외주 근대화/간접적인 근대화 (Peripheral
Modernism) 백인 후손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근대화

정부 산업화

박정희
1960~1979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수입대처 산업화 정책: 페론(Juan D. Perón)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발전주의 정책(Desarrollismo1958~76):
1958~62 년 프론디시(Arturo Frondizi)가
대통령으로 부임하며 시행한 정책.

디자인 진흥

1970~1991 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DPC(Korean Design
Packaging Center)

표 1.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구자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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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6 년
1977~1987 년
산업디자인연구센터 CIDI(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

1.3. 연구의 필요성

앞서 검토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일구어낸 디자인 결과를 비교·분석함
으로써 발전주의 시기 양국에서 발생한 서구 디자인의 수용과 적용 과정의 실체를 규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주의 시기 한국과 아르헨티나와 같
이 서로 지리적으로 멀고 상이한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양국에서 국가가 주체로 한
디자인 활동의 해석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러한 공통적인 상황의 이해는 미래의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문화 교류를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미국이나 유럽 중심
적인 디자인사 연구를 탈피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제3국의 디자인 문화와 역사를 한
국과 대조 분석을 통해 밝히고 알리고자 한다.
영국 역사가 존 엘리엇(John Elliott)은 1991년 옥스퍼드 학회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자들의 역사적 지식이 자국 내 역사의 틀에 갇혀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대다수의 영국 학자들이 지역 중심적이고 국민·국가 역사에 국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
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6 엘리엇이 지칭하는 ‘위험성’은 앞서 연구자가 한국의 역사
적 사건을 마치 예외적인 사례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과 같다. 따라서, 역사를 연구할 때 다른 지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 즉

6

John H. Elliot, “Historia nacional y comparada,” Historia y Sociedad 6 (1999): 12-36.

6

비교·문화 분석 (cross-cultural analysis)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이 논문이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디자인역사문화 연구의
동기가 되고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디자인 문화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데에 있어 크
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2. 선행연구 검토
2.1. ‘디자인 식민성’에 대한 선행연구

‘디자인의 식민성 (coloniality of design)’이라는 조작적 용어는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자 양국의 특성을 아울러 지칭할 수 있는 발견이다. 따라서 이
용어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뇰로의 근대성·식민성
논점에 기반하여 호주의 디자인 이론가 프라이(Tony Fry)7는 ‘디자인 식민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에서의 식민주의(colonialism)를 여러차례
언급하고 비판하였다. 프라이는 서구 근대성의 확산과 ‘보편적 발전(universal
progress)’은 다양한 주변 국가들의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파괴 상황을 지속시키며,
이 상태는 주변국의 디자인 관습과 행위가 강대국에서 물려받은 이념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8 따라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디자인 행위는 ‘반미래적(defutural)’9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론적
디자인 (Ontological design)’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존재론적 디자인의
개념은 식민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다루어지지만,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7
Tony Fry, Clive Dilnot, and Susan C. Stewart, Design and the question of history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5); Tony Fry, A desig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defuturing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Press, 1999); Tony Fry, "Design for/by “The Global South”,” Design
Philosophy Papers 15, no. 1 (2017).
8

Fry, Design for/by “The Global South”, 앞의 글 참조.

9

“지구의 유한한 시간을 물질적으로 소모하여 시간이란 존재의 부정성을 모으고 형성하는 마음과
행동의 상태. “Fry, Design for/by “The Global South””, 앞의 글, 50.

8

있는 이 개념은 하이데거(Heidegger)의 존재론적 인식 철학에서 파생되어
1980 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10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념화 되었다. 그중 하나는
윌리스(Anne Marie Willis)가 제시한 “디자인은 (사회·문화·의식을) 디자인한다”는
논점이다. 윌리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디자이인의 논리적인 의도와는 별개로,
디자인된 사물은 인간의 욕망과 행동, 생각, 행위를 설정한다는 사실이다.11 유사한
시각에서 프라이는 주변국, 즉 피 식민국들의 현실이 서구 모던 존재론적 디자인
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디자인은 서구식민주의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존재론적 디자인’ 은 세계와 사물, 그리고 인간의 역동적인 디자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12
프라이를 비롯하여 ‘디자인 식민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존재론적
디자인’과 ‘반미래성’ 개념은 점차 보급되어갔다. 그중, 메슈 키엠(Mathew Norman
Kiem)의 박사학위논문을 예로 들자면, 키엠은 ‘디자인의 식민성’이란 “디자인
학계에서, 그리고 이를 넘어서 식민성을 존재론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지속시키는
힘”13이자 영도 인식론(zero point epistemology)14의 합리주의 전통(Rationalist

10

1980년대에 위노그레드와 플로레스(Terry Winograd & Fernándo Flores)가 존제론적 디자인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노그레드와 플로레스에 의하면 디자이너가“어떠한 도구를 디자인 할 때, 존재방
식(way of being)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디자인의 존재론적 특징을 단언했다.
Terry Winograd and Fernándo Flores, Understanding computers and cognit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6), 4-5.
11

Anne-Marie Willis, “Ontological Designing,” Design Philosophy Papers 4, no. 2 (2006).

12

Fry, Design for/by “The Global South”, 앞의 글.

13
Matthew Norman Kiem, “The Coloniality of Design” (Ph.D. diss Western Sydney University,
2017).
14

‘영도인식론(zero point epistemology)’는 콜롬비아 철학자 카스트로 고메스(Santiago CastroGomez)가 서양 합리주의 학습의 기초, 즉 학습자가 이전 배운 것을 완전히 지우고 백지상태(tabula
rasa)에서 출발점을 정의하기 위한 용어 ‘이브리즈 뿐또 세로(Hybris Punto Cero)’에서 초래되 인식론을
의미한다.
Santiago Castro-Gómez, La hybris del punto cero: ciencia, raza e ilustración en la nueva
granada(1750-1816) (Bogotá: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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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에 입각해 식민적 통치와 착취를 정상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15 따라서 키엠은 디자인계에서 프라이의 ‘존재론적 디자인’과 미뇰로와
키하노의 ‘해체 식민성’ 주의 학파를 중심으로 “디자인의 식민성”에 대한 논의를
조합 연관하여 서술했다.
마리나 틀로스타노바(Marina Tlostanova)는 프라이가 말한 디자인을 ‘존재
론적’으로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의 식민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존재론적 디자인은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디자인의 식민성 해체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에, 디자인은 언제나 ‘존재론적’이었다고 단언했다. 틀로
스타노바에 의하면 ‘디자인의 식민성’은 “정당화된 어떠한 원칙에 맞춰, 세계와 인
간, 그리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지각과 해석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행위이자 “강력
하게 주입시킨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철학적 관념”이라고 정의했다”.16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디자인 식민성(Design Coloniality)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먼저, 키엠과 프라이가 언급했듯이, 디자인사 학계에서 ‘산업 디자인’이란
용어는 ‘근대화(modernization)’와 직결되어 있다. 즉, ‘산업 디자인’은 자본주의 체
제 아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미술의 상호작용에 나타난 전문분
야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주의 국가의 ‘산업 디자인’은 ‘식
민성’을 외면할 수 없고, ‘근대’와 ‘서구’라는 개념만큼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할 개념은 존재론적 디자인과 해체 식민성 연구 학
계에서 개념화된 ‘디자인의 식민성(Coloniality of Design)’이 아닌 ‘디자인 식민성
(Design Coloniality)’이라는 조작적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디자인

15

Kiem, 앞의 논문.

16

Madina Tlostanova, “On decolonizing design,” Design Philosophy papers 15, no.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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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존 워커(John A. Walker)가 정의한 ‘디자인 역사(History of Design)’와 ‘디
자인사(Design History)’에 기반하여 정리할 것이다.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사’의
차이는 연구대상에 있듯이,17 이 연구에서 ‘디자인 식민성’의 대상은 사회역사문화 현
상으로 비롯된 디자인과 이의 영향을 가리킨다.

2.2.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교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양국을 함께 다룬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함께 비교·분석하는 연구 논문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편이다.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논문 대다수는 사회, 경제, 정치학, 라틴아메리카학에 해당하며 이 연구의
결론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비교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실패한 경우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조차 경제학과 정치학 관련 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예술이나 디자인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비교 서술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각 국가 내에서 디자인 진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국립 행사 및 전시, 진흥 기관,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육 등 개별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은 2.2 와 2.3
장에서 다룰 것이다.

17

워커(John A. Walker)는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사’같은 두 용어를 사용하기에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연구대상에 있다. 디자인 역사는 학문 분야로서 ‘디자인사’의 연구 대상
을 가리키고, ‘디자인사’에 경우, ‘디자인’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John Walker, Design History and the History of Design (London: Pluto Press, 1989),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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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마스모라와 메스너(Leopoldo Másmora & Dirk Messner)는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1960~70 년대부터 뒤늦게 급속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NICs) 10 개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마스모라와 메스너에 의하면 1990 년대에 급성장을 이룬 한국과
1945 년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극단적인 결과는 둘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있었지만, 각 사회의 천연 자원, 미국 원조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수출을 위한 산업발전을 추구했던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입에
대처하기 위한 발전을 추구했던 것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19
그리고 디에츠(James L. Dietz)는 학술논문을 통해 특정 국가를 벗어나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대조했으며 라틴아메리카가 동아시아로부터 배워야야
할 5 가지 교훈을 정리한 바 있다.20 그러나 디에츠의 지적은 마스모라와 메스너가
제시한 점과 유사하며, 이 두 연구는 산업경제 발전 여부를 기준으로 발전주의

19

L. Mármora and D. Messner, 앞의 논문.

20
“Lesson 1: A “developmentalist” state can accelerate the pace of economic growth.”
“Lesson 2: “Getting prices right” sometimes requires getting prices wrong.”
“Lesson 3: An export orientation per se is insufficient to guarantee successful growth.”
“Lesson 4:The mark of the successful developers is the ability of the state to recognize “strategy
switch-points.”
“Lesson 5: Whatever development strategy is selected, it must be founded and expanding the base of
national capital, increasing internal articulation, and achieving technological autonomy.”
J. L. Dietz, “Overcoming Underdevelopment: What has been learned from the 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experienc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6 no. 2 (1992): 3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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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했다. 또 이러한 연구는 1960-80 년대를 중심으로 양국을
비교했지만, 오로페사 데 꼬르떼스 까바제로(Miguel Fernándo Oropeza Del CortézCaballero)나 까딸란은 1960 년대 한국과 1940 년대 아르헨티나의 국가 프로젝트를
분석하였고 최윤국은 한국의 박정희 정권과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상호
대치시켜 비교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각 연구 주제에 따라 대상이 되는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는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국가 주도적인 산업화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국가 주도적 발전주의
시기를 1950~70 년대로 설정하고 이 때를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2.3. 한국 국립디자인산업과 교육 관련 선행연구

한국의 경우, 국립 기관 차원의 디자인 교육과 역사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
학계 내에서도 비교적 드물지만, 이 연구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국립 기관 차원에서 디자인 교육을 다룬 연구는
1946 년부터 1990 년대까지 국립 서울대학교 디자인·공예 교육을 다룬 김민수21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디자인 공예 교육의 모태인 도안과의 교과 내용과 교수진의
활동을 분석하고 미국식 제도 아래 설립된 서울대학교 도안과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일본식 교과과정의 역사를 규명했다.
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적용, 사회적 인식을 다룬 연구는 1960~70년대 산업

21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 년사: 1949~1996 년,”『한국현대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6~196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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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기에 디자인 개념을 다룬 최호랑22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계간·디자인』과
『디자인·포장』 계간지를 통해 산업화 시기 디자인 개념이 산업 중심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는 산업디자인 개념의 변화를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디자인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
펴봄으로써 한국 산업디자인의 정체성을 모색한 장보람의 연구23를 들 수 있다. 그리
고 김민수는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60년대」24를 통해 디자인에
있어서 주요 조건이자 개념인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미적 체험의 연속성”의 맥락에
서 바라보고, 해방 이후부터 1966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
로 디자인에 반영되었는지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최초 디자이너들의 활동,
그리고 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디자인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리고 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로는 냉전 시기 미국의 디자인을
사용한 외교정책과 미국의 대외원조를 통해 설립된 공예시범소를 연구한 최정원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문화 냉전의 무기”로 사용
해 본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켰는지 살펴본 글이다. 최정원은 미국의 이러한 정
책의 결과, 당시 발전주의 국가였던 한국의 첫 디자인진흥원인 공예시범소가 “문화
적 상징으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출을 위한 디자인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25

22

최호랑,「1960-70년대 한국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 기관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5).
23

장보람,「한국 산업디자인의 정체성 모색에 관한 미술사적 고찰: 1930~1980년대를 중심으로」(홍익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4

김민수,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년대-1960년대,”『造形 FORM』제18호 (1995).

25

최정원,「냉전기 미국 디자인외교와 한국공예시범소」(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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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개최된 디자인 전시에 대한 연구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현상과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보고 운영실태와 전개 양상, 그 의의와 한계를 다룬 오여진의 논문이 있다26. 이 논문
에서 오여진은, 산업디자인전은 디자인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해석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며, 산업디자인 분야의 정착과 성장을 이룩하였고, 산업디
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졌지만, 그 결과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 디자인의 개념이 평면적이고 제한적으
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27.
한국에서 디자인사를 정리한 저서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디자인교육을 단편적으로 다룬 저술은
존재하지만, 저자는 “불행히도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를 관통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떠한 근대적 디자인의 움직임도 발견되지 않았다”28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동일
연구자에 의한 서울대학교와 공예시범소의 관계성을 연구한 논문29, 한국디자인포장
센터(KDPC)의 출범과 연혁을 다룬 논문30, 그리고 이 논문을 재사용한 「한국 디자
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31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위 논문은 한국디자인포
장 센터를 비롯하여 21세기 한국 디자인 진흥 활동을 분석하고, 한국과 근접한 경제

26

오여진, 「1960-70년대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 관한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7

오여진, 앞의 논문, 79-80.

28

김종균,『한국디자인사』(서울: 미진사, 2008), 44.

29

김종균,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造形 FORM』제 l 호 (mnoo).

30

김종균, “우리나라 디자인진흥체제의 제문제,”『Archives of Design Research』제mn권, p호 (2007).

31

김종균,「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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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조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과 선진국으로 흔히 알려진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의 디자인 정책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 대해서는 “1966년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디자인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32 고 서술한다거나 1970년대 한
국 디자인포장센터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디자인진흥체제”33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학술적 오류가 발
견된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CIDI(1962) 사례만 보더라도 아직 한국에서 연구가 부족
한 미국이나 유럽 외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김종균, 앞의 논문, “한국공예시범소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247.

33
“Korea´s design promotion system has been driven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Such a case
has never been seen in other countries.”, 김종균, 앞의 논문, “우리나라 디자인진흥체제의 제문제”,
m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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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르헨티나의 국립디자인산업과 교육 관련 선행연구

아르헨티나의 경우, 디자인교육의 전개와 디자이너들의 회고록, 디자인된
제품의 기록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
입되기 전 아르헨티나에서 디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초창기 예술 운
동인 ‘구체·발명 예술(Arte Concreto - Invención)’을 창시한 말도나도의 집필34, 그리
고 말도나도가 예술운동가로서 이룬 업적에 대해 연구한 그라도식(Mario
Gradowczyk)35, 구체·발명 예술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전파되
었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안되었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분석한 크리스피아니36
의 연구가 있다.
또한 국가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그래픽과 행사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제
네(Marcela Gené)가 분석한 페론(Juan D. Perón)의 정치 캠페인에서 사용된 이미지

34
Tomás Maldonado; Carlos A Méndez Mosquera; Nelly Perazzo, Tómas Maldonado: escritos
preulmianos (Buenos Aires: Infinito, 1997).

Tomás Maldonado, Lo real y lo virtual (Barcelona: Gedisa, 2009).
____ El futuro de la modernidad (Medellín: Jucar Ediciones, 1990).
____ El diseño industrial reconsiderado (México: Gustavo Gili, 1993).
____ Hacia una racionalidad ecológica (Buenos Aires: Infinito, 1999).
____ La speranza progettuale. Ambiente e società (Milano: Einaudi, 1997).
35

Gradowczyk Mario, Tomas Maldonado: Un moderno en acción (Buenos Aires: EDUNTREF,
2009).
36
Alejandro Crispiani, Objetos para transformar el mundo: Trayectorias del arte contreto-invención,
Argentina y Chile, 1940-1970 (Santiago, Chile: Ediciones ARQ,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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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그 정체성에 관한 연구37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인과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래픽 디자인의 용어와 교육과
정의 형성을 다룬 데바제38, 아르헨티나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와 교육과정
에 대해 서술한 멘데스 모스케라39의 저서와 그가 발행한 디자인 잡지 수마(Summa),
독일 울름(HfG-Ulm) 디자인학교와 아르헨티나에서 “디자인” 교육과정을 설립한 사
람들의 영향과 관련성을 논한 페르난데스(Silvia Fernández)40,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데바제의 울름 대학교에서의 라틴아메리카 학생들과 교수들 간 상호작용41에 대한 연
구가 있다.
디자인사와 산업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2004년에 발행된 리디아 사마르
(Lidia Samar) 와 아킬레스 가이(Aquiles Gay)의 저서 중 “아르헨티나의 산업과 디
자인”이라는 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사를 다룬 내용42과, 2005년 블랑꼬가
서술한 산업디자인 연대기(Crónicas del Diseño Industrial)43, 2008년의 『라틴아메
리카 디자인사(Historia del diseño en América Latina)』에 가우디오와 데폰티가 디
자인과 산업발전의 관련성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아르헨티나 디자인사 1940-

37

Marcela Gené, Un mundo feliz. Imágenes de los trabajadores en el primer peronismo 1946-1955
(Buenos Aires: FCE Universidad de San Andrés, 2005).
38
Verónica Devalle, La travesía de la forma: Emergencia y consolidación del diseño gráfico (19481984) (Argentina, Buenos Aires: Paidos, 2009).
39

Carlos Mendez Mosquera, Diseño gráfico argentino en el siglo XX (Buenos Aires: Infinito, 2015).

40
Silvia Fernández, “The origins of Design Education in Latin America: From the hfg in Ulm to
Globalization,” Design Issues 22 (2006). www.jstor.org/stable/25224027. (검색일: 2017.08.23.)
41

Verónica Devalle, “América Latina, la otra sede de la HfG-Ulm,” rchd: creación y pensamiento 1
(2016).
42
Aquiles Gay and Lidia Samar, “Industria y Diseño en la Argentina,” in El diseño industrial en la
historia (Córdoba: Ed. Tec., 2004).
43

Ricardo Blanco, Crónicas del diseño industrial (Buenos Aires: Ediciones FADU,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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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Historia del Diseño en la Argentina 1940-1983)」44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르헨티나 국립 디자인산업에 대한
연구는 페르난데스의 「라틴 아메리카의 공공 정책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design in Latin America)」45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폰티는 국영디자인산업을 주관하고 이끌어간 디자이너, 교육자, 교원 등 그 구성원
들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사항을 위주로 인물 중심적인 연구를 보여주었고, 페르난데
스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추진된 공공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라틴아메리카 디
자인에 영향을 주었는가 대한 고찰을 통해 디자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009년 레이(José A. Rey)는 CIDI에서 추진했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사
진자료 등을 모아 도록46을 출판했고 아르헨티나 디자인학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이
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산업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경제정책을
다룬 리박(Rybak)의 박사학위 논문47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1952년부터 1983년
까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FADEL과 IAME 국영회사 디자인, FA와 디자인 이론
가들, 그리고 CIDI의 활동을 분석한 논문으로, 리박은 앞서 언급한 학자들과는 견해
를 달리하여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pragmatic)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44

Alejandra Gaudio and Javier De Ponti, “Historia del Diseño en la Argentina 1940-1983,” in
Historia del diseño en América Latina, ed. Gui; Fernández Bonsipe, Silvia (Sao Paulo: Blücher,
2008).
45
Silvia Fernández,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design in Latin America: Outstanding examples
from the sixties and seventie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studies in design,
Venice, Universitá Iuav Di Venezia, 2008).
46
José A. Rey, CIDI: Un impulso de diseño en la industria argentina (Buenos Aires: Los amigos
CMD, 2009).
47
Sergio D. Rybak, “El diseño industrial y los productos industriales en la Argentina desde 1952
hasta 1983” (PhD diss., Buenos Aires Universit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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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대상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연구 범위는,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이며, 연구대상은 국가 디자인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중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육, 디자인 진흥원과 국가 지원을
받았던 행사와 전시들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디자인의 분야로 흔히 일컬어지는 산업,
시각, 환경, 패션 등의 분류 기준을 넘어,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시행된 디자인 활동을
아울러 응용미술, 공업미술,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예 등
‘디자인’이라는 용어 아래 포함되었던 활동을 통틀어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라틴아메리카 중 아르헨티나를 한국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경제 상황과 역사를 지닌 브라질과
칠레의 국립 디자인 프로젝트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1990 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산업화를 이룬 라틴아메리카 강대국으로 남미공동시장이자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에 속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가 앞장서서 디자인 산업을 전폭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디자인포장센터 설립과 유사한 시기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인
산업디자인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CIDI))를
설립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국가의 개입과 강대국의 영향을 짙게 받은 “디자인 교육”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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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방법과 구성

이 연구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 추
진된 국가디자인산업을 비교·분석하여 양국 디자인의 빛과 그림자를 논의한다. 연구
자는 양국 간 ‘역사 비교·분석(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을 통해 디자인사의
변동 양상과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
학, 경제학에 대한 비교·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사회 간 역사 비교연구는
전문분야마다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 동일하며48,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랭(Matthew
Lange)에 따르면, 역사·비교 분석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아담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하여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1세대 사회학자 토케빌(Alexis
Tocqueville)과 마르크스(Karl Marx), 그리고 베버(Max Weber)가 사용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연구 방법론이다.49
그러나 비교·분석 연구 방법에 있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념의 동질성
(Conceptual Equivalence)’, ‘측정 기준의 동질성(Equivalence of Measurement)’,
‘언어적 동질성(Linguistic Equivalence)’ 그리고 ‘근거 표집(Sampling)’과 같은 문제
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50
이 연구에서는 비교·분석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

48

김용학, “사회학의 비교연구방법,”『비교문화연구』제2호 (1995).

49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비교 분석 방법론은 1960~70년대 당시 대두되었던 중요한 사회 이슈
들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랭은 1970~80년대가 되어서야 역사·
비교 분석은 독립적이고 뚜렷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Matthew Lange, Comparative-Historical Methods (Los Angeles: SAGE, 2013).
50
Donald Warwick and Daniel Osherson,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An Overview," in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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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먼저 개념과 언어적 동질성(Conceptual & Linguistic Equivalence)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디자인’, ‘디자인 산업’과 ‘국립 디자인산업’을 먼저 정의하여 각 국
가에서 특정한 사물 또는 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비
록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디자인’, 아르헨
티나에서는 ‘diseñ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디자인’의 개념 자체는 ‘서양(미국/유
럽)’으로부터 수입된 개념인 것을 전제로 한다.52 이러한 개념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분석을 동등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발생한 국영디자인산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분
석하여 시간상으로 일치하지 않아도 사건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마지막 장에
비교 작업과 결론을 함께 다룰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역사 비교·분석 방법인 ‘역사적 연구법(Historical
Methods)’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역사학에서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 나타난 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며 역사적인 자료 표집과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따
라서 연구자는 먼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신문기사, 예술/디자인 잡지, 교과서, 강의
계획서(syllabus), 사진과 디자이너들의 기록 같은 사료 중심의 일차 자료를 분석하
고,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밝혀진 논점과 더불어 인물들의 연구들도 재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 사회의 디자인사 문화적인 윤곽을 그려보고
그 둘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논문을 네 개의 장으로 전개하였다.

51

Lange, 앞의 책, 12.

52

Lange, 앞의 책,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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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을 위한 역사적 비교 고찰

III

1970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의 비교 고찰

디자인진흥원 설립 과정
참여한 인물들
결과물 및 문제점
양국 디자인진흥원 평가

IV

디자인 교육과 문화

국립대학교
디자인 개념의 도입

V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교·분석과 결론

국립디자인산업 비교분석
결론

표 3. 연구 구성.

먼저 제 II 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장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
자인과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배경이 중첩되는 만큼, 디자인사도 연결점이 있다.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이벤트가 발생한 시기는 달라도 디자인에 있어서 개념의 수입, 교육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디자인진흥기관의 설립 시기가 유사하다. 이에 대해 디자인 개
념이 어떤 방식으로 수입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디자인’ 개념이 도
입되기 전 어떤 방식으로 1950년대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주도하에 여러 프로젝트
가 진행되었는지, 나아가 정부 홍보 차원에서 이용된 이미지와 디자인 전략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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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에서는 유사한 시기에 설립되었던 디자인 진흥 기관인 ‘한국디자인
포장센터(KDPC)’와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연구센터(CIDI)’의 목적과 현실, 행
사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했던 구성원 등을 살펴보고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가 추
구했던 디자인전략을 분석하여 이 둘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점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각국 디자인진흥원 자체의 역사나 국가 개입, 또는 각 기관의
디자인연구사례에만 치중할 경우, 단편적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

그림 2. 논문의 구성.

따라서 연구자는 <그림 2>에 볼 수 있듯이, 먼저 1960~70년대 한국과 아르
헨티나에서 국가 주도하에 설립된 디자인진흥기관을 분석하고, 1950~70년대 양국의
디자인개념과 교육을 통해 왜 이러한 디자인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양국에서 등장하
게 되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한다. 즉, 제 IV 장에
서는 1960~70년대에 등장한 디자인 기관 설립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양국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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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 도입 과정과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자인 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은 검증과 해석을 다루는 장이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
반하여 제 III, IV 장에서 살펴본 역사적 흐름과 단서들을 비교 검토하고 한국과 아르
헨티나에서 국립 디자인산업의 행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가 현대에 이르러 어떤 모습의 띄게 되었는지, 특히 아직까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의 모습과 1990년대 디자인사 연구를 통한 비판과
자기성찰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며, 결론적으로 각 나라의 디자
인역사문화의 명암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발전주의 국가의 ‘디자인 식민성’의 일부
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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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의
5.1. 디자인과 디자인산업

오늘날까지도 ‘디자인’ 이라는 용어에 대해 디자인학계에서도 명확하게 정
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하여,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예술’,
‘계획’, ‘그림’ 등의 용어를 빌려 유의어처럼 사용하거나 대조법을 통해 ‘디자인이 아
닌 것’을 찾아 이를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현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서 인식되고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
부터 겪어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디자인’이 정의가 불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이 아니
라, 현시점에서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 발생하는 ‘디자인과 예술’ 또는 ‘디자인과 기
술’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은 각 사회역사문화에 따라 그 의미
와 적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민수는 사전적으로 디자인의 현대적 의미는 “마음에서 인식되고 후속적
인 실행을 위해 의도된 계획 또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채택”, 어원적으로는 “이미 존
재하는 기호를 해석해서 새로운 기호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며, 이 중 두 번
째 어원에 기반한 것을 한 마디로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라고 정의한다.53 디자
인의 정의를 이렇게 보았을 때, 분야와 영역 간의 경계선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 논문
에서 ‘디자인’은 주관적인 ‘예술’ 혹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미적인 조
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사회의 역사문화와 상호작용에 의한 해석의 결과이자 한 사

53

김민수,『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문화·상징의 변증법』(서울: 그린비, 20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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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agent)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과정은 기존에 존
재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읽고 해석하여 어떠한 사물(이미지, 영상, 물체 등)을 대
중을 위해 실체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볼 것이다.
디자인의 정의가 어려운 만큼 디자인산업의 영역 선정 또한 의견이 갈리기
도 한다. 이 중, 조동성은 “시각 디자인, 공예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디자인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자인 산업이란 디자인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로 정의한 바 있다.54 그러나 연구자는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지정된 디자인 카테
고리가 아니라 호르하이머(Max Horkheimer),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문화산
업(Cultural Industry)55 맥락에서 디자인이 창출하는 기관, 교육기관 및 행사를 같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디자인’ 용어가 사용되기 전 (현재 ‘시각 디자인, 공예 디
자인, 산업 디자인’ 분류에 해당 할 수 있는) 응용미술, 상업미술, 산업디자인, 공예,
그래픽을 포함한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항목들도 디자인산업으로 취급하고 있
다.

5.2. 국립디자인진흥

국립 디자인 진흥은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우선 첫 단어인 ‘국
립(國立)’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국립 디자인산업’은 나
라가 경영하고 지원한 시각·산업 디자인 진흥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진흥기관, 국내 박람회와 전시, 디자인 교육 등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각 사회

54

조동성,『디자인,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정책』(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19-20.

55
Max Horkheimer and Theodor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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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려지고 유포되어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유도하고 사회 복지를 수행하는 디자인
행사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양국의 국립대학교와 국립 디자인연구소를 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인 만큼 ‘국립 디자인 진흥’이라는 항목으로 이 둘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특성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디자인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영기업”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5.3. 디자인 식민성

‘디자인 식민성’이라는 단어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로, 이는
어떠한 사회역사 문화적 질서를 폄하하고, 식민적 권력 메트릭스에 기반하여 강력하
게 주입시킨 원칙에 맞춰 형성된 디자인산업과 그의 결과물이 정당화되고 지속되게
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구 모던 디자인에 의해 확립된 ‘굿·디자인’, ‘유니
버설 디자인’ 개념이 정해지고 이들이 비·서구에 모범적인 디자인 사례로 소개되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자라나고 유지되는 성격이라고 본
다.
아르헨티나 기호학자 미뇰로(Walter Mignolo)에 따르면 ‘식민성’은 ‘근대
성’이 가진 동전의 이면인 만큼 식민지 없이 근대는 탄생할 수 없었고, 정확하게는 16
세기 “아메리카의 발명”이 곧 근대를 초래했다는 점을 밝혔다.56 미뇰로의 거시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에스테르만(Josef Estermann)은 스페인어 식민성(colonialidad)을

56
Walter Mignolo, The darker side of Western modernity: global futures, decolonial option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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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꼴로니아(colonia)’라는 단어는 ‘문화’를 의미하는 ‘꿀뚜
라(cultura)’와 같이 라틴어 ‘꼴레레(colere)’에서 유래되었으며, ‘colere’의 의미가
‘수확하다’ 혹은 ‘경작하다’인 것으로 봤을 때, “식민지”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식민화는 곧 타지를 장악해 문명의 씨앗을 뿌리고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로 보았다.57 에스테르만이 이러한 간섭은 제삼세계에서 “엘리
트가 주입시킨 가르침, 가치관(introyecto mental de las elites)”에서 보인다고 했듯이
58

, 이 연구에서의 “식민성”은 식민지 당시에 심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시간이 흘러

사라졌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문화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르침’의
뿌리, 혹은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를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식민성’이란 물리적인 공간의 장악을 넘어, 지배자의
필요와 아비투스(habitus)로 하여금 심어진 사회질서59, 그리고 ‘식민적 권력 메트릭
스(colonial matrix of power)’60에 기반하여 이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볼 것이다.

57

Josef Estermann, “Colonialidad, descolonialización e interculturalidad,” Polis no. 38 (2014): 2-3 참
조.
58

Estermann, 앞의 논문, 5.

59
Madina Tlostanova and Walter Mignolo, Learning to Unlearn: Decolonial Reflections from Eurasia
and the Americas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7-18 참조.
60

‘식민적 권력 메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 원 개념 Patrón colonial del poder)’는 페루 사회학
자 아니발 키하노(Anibal Quijano)가 모던 자본주의의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정의한 개념이다. 키하노
에 의하면 ‘식민적 권력 메트리스’는 경제의 통제, 권력의 통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통제, 젠더의 통제,
서로 상호·연관된 이 네 개의 영역이 구성한다고 했다. 키하노에 이론에 아르헨티나 사회학자 미뇰로
(Walter Mignolo) 지식의 인종적, 가부장적 토대가 이 체계를 지탱한다고 덧붙였다.
Mignolo, 앞의 책, 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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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근·현대 디자인의 역사적 배경

1.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1.1.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특징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침략과 갈등
의 공간이었다. 최근까지 휴전
선을 가운데 두고 북한과 정치
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일
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의 무대
가 되기도 했다 <그림 3>. 피셔
(Charles A. Fisher)가 지적했
듯이, 한반도는 수천 년에 걸쳐
그림 3.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

“육교(land bridge)” 마냥 강대

국들의 문화·종교·사회·경제적 움직임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 건국 이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1592년부터 6년간 두 차례에 걸쳐 왜구의 침입을 받으며 임진왜란과 정
유재란을 겪었다. 1627년에는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이후 1910년부터 일본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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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당해, 1945년 사회·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손상을 떠안은 채로 독립국이 된다.61
이처럼 지리적 조건은 외세의 영향을 받는 원인이 되었고, 조선은 그만큼 늦은 시기
가 되어서야 서구와의 정상적인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서구와
의 디자인 교류에서도 그들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했다. 커밍스가 지적했듯이, “역사
적인 정당성 없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게 된 휴전선62의 설치 과정에서 냉전 시
대의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에 기반한 전후 복구 원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근대 시기에 서구와의 교류가 여러 강대국의 간섭으로 방
해받지 않았더라면, 조선(현 한국)은 자신의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보다 정체성
이 강한 한국적인 근대화, 즉 한국적인 현대 디자인을 이루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셔는, 일제강점기 식민 착취 하의 조선이 ‘민족말살정책
(denationalization process)’을 통해 언어와 전통문화를 파괴하려던 일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뛰어난 민족성을 보였다고 했다.63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식민지
속성은 조선, 즉 현재 한국 문화의 일부인 디자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
는 이러한 식민지 근대의 왜곡된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 해방 후 정부가 지시했던 디
자인 정책, 그리고 강대국의 개입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61
Charles A. Fisher, “The Role of Korea in the Far East,” The Geographical Journal 120, no. 3 (April
2010): 282-98.
62

커밍스(Bruce Cumings)는 한국의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동아시아
중 어느 국가가 분단되었을 경우, 그것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휴전
선은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두 이데올로기 간 논쟁의 결과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고
민거리는 전적으로 한국의 몫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Norton, 2005), 186.
63

Fisher, 앞의 글,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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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

한 사회에서 디자인을 생각할 때 “근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디자인사 서적, 특히 유럽과 미국 중심적으로 쓰인 책에서는
19세기 말 ‘디자인’ 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생긴 복합
적인 개념이자 전문 분야, 혹은 전공으로 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서술되어있다. 그에
따라 21세기 디자인계에 있어 근대는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항목이 되었고, 선진
강대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디자인사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르헨티나 기호학자 미뇰로(Walter
Mignolo)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듯이, ‘식민성(coloniality)’ 없이는 서구 ‘근대성
(modernity)’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전자는 후자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
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대화를 서구화로 이해를 한다면, 비서구 국가들의 디자인사
에서 ‘식민성’은 ‘근대성’과 같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64 특히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에 대해 논할 때 결코 식민지 근대성은 빠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조선의 근대를 ‘식민지 근대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 속성으로 읽어낼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 근대사론과 관련하여 한국 역사학계 내에서 여러 관점을 가진 연구 결
과가 발표되었고 이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65 특히, 20세기 식민지 유산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을 야기했다는 전제하에,

64

Mignolo, 앞의 책, 1-2.

65

정연태,『한국 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 장기근대사론을 제기하며』(서울: 푸른역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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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논쟁이 가장 부각되어 나타난다.66 수탈론자들과 근
대화론자들은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 근대성에 있어서 식민지배의 영향, 그
리고 해방 전후 사회·경제적 연속성이라는 세 가지 논점에 대해 대조적인 생각을 가
졌다고 볼 수 있다.67 조형근이 서술했듯이 수탈론자들은 “식민성은 ‘근대’ 한국사회
의 ‘비정상적’ 성격을 규정”하며, 결국 ‘식민성’은 근대성과 반대된다고 주장했고, 근
대화론자들은 ‘식민성’이란 결국 근대성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고 유용한
경로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조형근은 양쪽 모두 근대의 정당성을 암묵적으
로 승인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근대성과 ‘식민성’은 단순한
길항관계 내지 일방의 우위 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라는 점을 지
적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식민지 근대성은 아직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역사학과 사회·경제학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적 용어로 남아있다. 연구자는
식민지 근대성을 둘러싼 논쟁을 떠나, 디자인적 관점에서 식민지 속성으로서 근대성
을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쪽에 대한 옹호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디자인 현상에서 나타난 단서들을 분석하여 식민지 근대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디자인역사문화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면 일제가 어떤 방식으로 조선
의 전통을 말살하고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민수는 일

66

정연태에 의하면, 한국사학계에서 나타나는 ‘식민지수탈론’의 연구 경향은 ‘원시적 수탈론’, ‘근대주
의론’, ‘내재적 발전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식민지 이전 한국사
회에 자본주의 맹아가 존재했으나, 일제 지배로 인해 압살되고 민족 차별과 수탈을 당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사회 또한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관점으로, 식민지기의
부정적 성격을 비판한다. 그러나 수탈론에 대한 반론은 1980년대부터 해외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국내
경제학자들의 식민지 수탈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 뒤따랐다. 이 둘의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정연태, 앞의 책, 23-24.
67

정연태,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전개」,「논쟁의 진전과 탈근대론의 등장」,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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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도시경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서구 근대 건축의
모방에 불과하였으나 30 년대 서울의 경관을 바꾸어 가면서 서서히 도시 사람들의
근대적 감수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 년까지만 해도 “고적 소리
처량하고 적막하던” 서울의 밤거리가 전등불이 휘황찬란한 거리로 바뀌고,
미쓰꼬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프랑스의 양주, 코티
화장품, 영국의 립튼차, 미국의 커피와 ‘솔표’ 석유, 진열장의 마네킹들, 자동차와
마차와 인력거, 한복과 일본 옷 그리고 양복, 네온 싸인, 외국영화,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서양 고전음악과 미국의 째즈 -이 모두 것들이 뒤섞여 자아내는 서울의
풍경은 벌써 이국적일 뿐만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것이었다.”68

김민수의 글에서 나타나듯, 당시 일제가 추구한 근대는 조선의 전통과는 무
관하게 오로지 일본제국을 위한 산업생산과 그렇게 생산된 공업품들의 소비를 대상
으로 했다. 이렇게 소비되었던 이미지나 상품들이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광고이다. 목수현이 그 시대 광고를 통해 일상생활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광고는 새로운, 그리고 서구적인 물품과 소비를 통해 근대 곧
서구를 대체 체험할 수 있게” 했지만 이런 체험과 소비 활동만을 통해 근대인이 되고
근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수현은 광고를 통해 본
근대는 “욕망으로서의 근대”라고 정의했다.69 이처럼 일제가 조선을 위해 마련한 근
대성은 결코 발전 지향적이 아닌 소비 지향적인 근대였다는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

68

김민수,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년대-1960년대,”『造形 FORM』제18호, (1995):
51-68.
69
목수현, “욕망으로서의 근대: 1910~1930년대 한국 신문광고의 신체 이미지,”『아시아문화』제2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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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 정책은 일제강점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노유니아는 ‘디자인’ 개
념이 ‘도안’과 ‘공예’로 번역되어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교육과 제품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예는 일본에서의 경우와 같이 “부국강병의 기술”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도구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
傳習所), 이왕직미술품제작소(李王職美術品製作所) 그리고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
高等工業學校)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유니아는 1920년대에 이르러 근대 교육이 얼
마나 제한적이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일제는 관립공업전습소와 조선 총독부 중앙시
험소, 경성고등공업학교 세 기관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면서 조선에서 공업기
술의 교육과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노유니아는 당시 일제의 구속과
탄압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식민 통치 아래에서의 피동적인 교육”이었고 국가 차원
에서 지속적인 공예 교육을 이루지 못한 조선에서는 1946년이 되어서야 주체적인 디
자인 교육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70

70

노유니아,「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를 중심으로」(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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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50년대 미국 이데올로기와 디자인 원조

1950년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소련과의 냉전 속
에서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회를 통해 미국인들의 높은 삶의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알
리고자 했다.71
냉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원조와 공보 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에 영
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미국은 경제협력체(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를 통해 1, 2차 세계대전의 전흔을 미처 극복하지 못한 유럽 국가들
과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발전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원조를
시행하였다.72 특히 대상 국가들의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의 자금이 쓰였고, 그
일환으로 미국 내의 산업디자인회사들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상품 개발과 수
익성 증대를 꾀하고 실제 판촉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며 낙
후된 한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자본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을 만들기 위해, ICA의 지
원과 한국 정부의 지시로 여러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갔다.73 이 과

71

최정원, 앞의 논문, 40-41.

72

ICA 는 국제 상호 보완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약 80 개 국가 및 종속 지역과 협력했다. 이 국가 중 유럽
14 개국, 극동,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15 개국과 11 개의 영토; 라틴 아메리카 19 개국 그리고 9 개
영토; 극동 지역 9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Fact Sheet”, 16-72111-1, 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73

ICA 1957 년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일부로, 1958~59 년에 걸쳐 교통(Transportation), 산업(Industry),
광업(Min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발전(Power), 공공·산업(Public Work),
향토·개발(Community Development), 보건(Health and Sanitation), 농업(Agriculture),
어업(Fisheries), 교육(Education), 행정(Public Administration), 시청각(Audio-Visual),
기술교육(Technical Training), (KAVA)등 다양한 부서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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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진흥 기관들도 설립되었다. 산업 부서(Industry Division) 아
래 미국 오하이오 아크론(Ohio, Akron)의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Smith, Sherr &
McDermott) 산업디자인 회사의 지원을 받아 1958년 5월 설립된 ‘공예시범소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 HDC)’74, ‘시청각 부서(Audio-Visual
Division)’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기획된 ‘시범시청각교육원(Demonstration
Audio Visual Center - 이)’75, 그리고 1957년 ICA, ‘한국산업은행(Korean
Reconstruction Bank)’과 협조해 ‘주택계획및개발기금(Housing and Home
Development Fund - HHDF)’이 설립된다. 이 기관들이 구상한 목표와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예시범소(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 HDC)’

ICA의 원조를 바탕으로 1957년 8월 공업 회사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Smith, Sherr & McDermott – SSM), 미국의 ‘주한미경제조정관실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 OEC/K)’76, 주한유엔군사령부, 주한 미

74

연구자는 1957년에서 1960년대 ICA의 다양한 보고서에서 한국 ‘공예시범소’의 정확한 명칭이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 약자 HDC라고 확인했기에 이 논문에는 선행연구들에 사용된 ‘한
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KHDC)’에서 한국, 즉 K 약자를 생략하고자 한
다.
75

‘Demonstration Audio-Visual Center’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국 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관계로 이
기관의 정확한 한국 명칭은 현재까지 몇몇 한국 신문 기사에 나타난 명칭, ‘시범시청각교육원’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시청각교육의 현황 긴급히 요망되는 각성과 실철,”『경향신문』1959.1.19. 참조.
연구자는 이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한국 자료를 더 확보하고 재확인 할 것이다.
76
1959 년 1 월에 OEC 는 미국대외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 USOM/K)
명명된다.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 Progress, 1959: United States-Korea cooperation, by Service USI,
(1959),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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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사령부와 상공부의 협조로 약 2년간 ‘공예시범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스미
스, 셔 앤
맥더모트 회사와 ICA는 계약
을 맺는
다.77 그 결과, 1958년 5월78 서
울에 ‘공예시범소’가 설립되고 1960년
5월 5일에 계약을 연장하여 1961년 1월
23일에서 3월 23일 경 활동을 중단했
다.79 이 기관의 목적은 “한국의 수공예
기술과 산업 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공예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민 및 기
타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생산력 증진
그림 4. 1958년 4월 16일 테일러 우드(C. Tyler
Wood)가 미국 정부한테 전송한 한국 평가보고서.

77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80

김민수, 앞의 논문,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년대-1960년대」, 52.

78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회사 대표 3 명은 이 프로젝트의 계약을 위해 1958 년 1 월에 한국에 입국한다.
‘공예시범소’는 한국 정부와 ‘한국공예협회(Korean Handicraft Association)’, 그리고 전문 대학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4 월에 한국 교육부로부터 기관에서 진행될 강의
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달에 서울에 위치한 건물의 1 층 공간을 활용해 ‘공예시범소’가 창립된다.
United Nations Command, "Stabilization and program progress: fiscal year 1958, Korea," ed. United
Nations Command (San Francisco: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1958), 148.
79

공예시범소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예시범소 폐소 날짜를 김종균은 1960년 5월 31일로, 오여진
과 최정원은 1960년 1월이라고 언급했다.
김종균,「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6.,
최정원, 앞의 논문, 79.
오여진, 앞의 논문, 35.
그러나 1960년 5월 5일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의 ‘공예 및 경공업’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에 만료된
계약을 일년 더 연장하여 1961년 1월 23일에서 3월 23일 중에 공예시범소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한다.
Smith, Sherr, and McDermott, Report on handicraft and light industirial arts project (1960), 1 .
80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Major open project for which funds are requested in FY
1959”, 195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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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단순히 한국의 경제개발을 돕고 공산주의 이념
의 전파를 막으려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ICA가 한국에 원조를 시작하기 전, 한국
사회경제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58년 4월 ‘조사책임비서실(Office to
the assistant to the Director for Evaluation)’에서 미국 정부로 보낸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ICA는 대외원조를 제공하기 전 5개월 동안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기간이 짧
아 왜곡된 해석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초기 단계라는 것을 봤을 때 이후 더 많은 조사
와 진행상황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미국정부는 ‘공예
시범소’, ‘시청각센터’ 그리고 ‘주택계획및개발기금’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활동을 알
고 있었고, 그 활동은 엄밀한 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이 보고서는 약 5 개월 동안 이 국가(한국)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두 명의 경력자로 하여금 구비되었다. 이 기간은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활동의 측면을 다루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몇몇
세부 사항이 생략되거나 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나 독자에게 매우 심각한 왜곡된 시선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원문에 실린 이 항목들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이 평가 보고서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정된 과정의 초기의 단계에 불과하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발될 계획을 기획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81

최정원, 앞의 논문, 69 재인용.
81

“(…)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by a team consisting of two experienced men who have spent
about five months in studying the country and in writing their Report. This is a relatively short time in
which to cover all aspects of the circumstances affecting the country and our operations there. It is
therefore possible that there may be some omissions and errors in certain of the details. I should not
think, however, that we would want to bother with correcting such items in the original report unless
they were of considerable importance and resulted in giving a seriously wrong impression to the
reader on something that really matters. (…) I feel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our Evaluation
Reports are merely the first stage in a process designated to bring about a careful examination of our
programs, and that it is the Plan of Action which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port which is the
final product.”
Memorandum form C. Tyler Wood, Korea Evaluation Report (April 1958).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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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일한 보고서에 작성된 산업 평가에 의하면, 외국으로 수출해 다른
공업품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제품이 소수 있지만 다양한 공업품을 생산하기에 원료
가 부족하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공예품은 미래에 수출하되 당분간 산업발전
은 현지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82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은 일
제강점기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당시 한국인의 일상에서 필요한
공업품에 대해 우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예시범소가 설립된 후 그들이 지향하는 디자인과 공예품의 모습은 단기간
에 수출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83 심지어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되기
한 달 전84에 서울대와 홍익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년에 걸친 미국식 산
업디자인 교육을 시작하는데, 공예시범소의 결과물들과 활동내역85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내용에 치중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
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듬해에 공예시범소는 각 미술대학 졸업생 10여명86과 미국에서 온 3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되었다. 그중 민철홍은 ‘일리노이스 디자인학부(Institute of Desig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 ID)’을 전공

82

Evaluation of Korea Program (April 1958).

83

최정원에 의하면 공예시범소의 목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왜곡된 산업디자인 개
념 진흥과 수출에 집중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정원, 앞의 논문, 40-41 참조.
84

1958 년 3 월 5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4 월 교육부는 2 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승인했다. 이 과정은 현재 홍익 대학교 미술 대학과 서울 대학교에 개설되었다. 매주 27 명의
학생에게 24 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
Command UN, 앞의 국가자료, 148.
85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해외 전람회 참여와 홍보 등이 있었다.
최정원, 앞의 논문, 75-79 참조.
86

최정원, 앞의 논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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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귀국하여, 공예시범소 소장이었던 노먼 디한(Norman R. De Haan)의 지시에 따
라 동신화학, 금성사 등과 같은 기업에 ID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무료 디자인 서비스
를 제공했다.87 하지만 당시 무료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회사들은 기술과 기계
설비를 갈구하는 편이었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안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 업무는
해외 모델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던 나머지 공예시범소는 산업 제품 디자인보다 전통
민속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양산 공예” 진흥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88 이런 관점에
서 공예시범소는 ‘산업디자인’이나 ‘Industrial Design’이라는 단어를 모든 공식문서
에 사용했다고 한다89. 연구자는 신문 기사나 서적,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
제로는 ‘공예품(handicraft)’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철
홍은 ‘산업디자인’ 대신 ‘공예’나 ‘응용미술’의 사용은 한국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디자인이란 말을 쓸 수 없었던 외래어 불허 시대”90였
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이지만, 연구자는 ‘디자인’ 용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디자인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디자인 가치 인식의 부재에 더해, 사
회 경제 전반의 분위기에 의해 미국 디자인에 의존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디
자인사학자 존 헤스켓(John Heskett)은 미국 디자인 원조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87

조형연구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閔哲泓』(서울: 미진사, 1994), 20-21.

8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앞의 책, 20-23 참조.

89

공예시범소『Korea Industrial Design』월보를 발행하고 ID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What is
Industrial Design?』제목에 영상물을 상영했다고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월보와 교육 영상의 내용은 확
인 되지 않았고 이 자료는 사회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은 전문가들에게 알려지기 보다는 공예시범
소에서 당시 활동하던 인제들을 위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90

박영목,『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서울: 서울대학교 조형
연구소, 201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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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50년대 당시 ICA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 5개소의 에이전시를 지원했고
각 지역의 전통 공예 생산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은 그 지역에 타
국의 디자인 개념과 가치를 도입시킴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의존성과 전통문화의 왜
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91 이러한 측면에서, 공예시범소 장학생 중 다른 학생들의
활동은 미국의 아크론 사무실을 오가며 당시 유행했던 가구와 한국 공예품을 개발하
는 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공산품들을 가지고 오고 미국 시장에 팔릴
만한 공예품 샘플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92 당시 이 중개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었다. 예컨대, 1959년 7월 21일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회사가 ICA에 지원금을
6,000$에서 9,000$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5>, 그중에서 가
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a. 공예시범소 상설전과 국내로 이동시킬 기획전에
출품할 미국 및 외국 기기와 공예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b. 미국의 미술관과 사립
단체에 한국 제품들을 출품하고 소개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그만큼 공예시범소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류는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91
루셀 라이트에 의하면, 미국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각 지역에 발전되지 않은 산업을 강제로 부추기기
보다는 전통 공예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장 가치에 맞는 상품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고 한다.
John Heskett, Design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204.
92

Command UN, 앞의 국가자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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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rchase of contemporary American and
foreign craft and machine made items for the
Demonstration Center in Seoul for their use
as permanent and travelling
exhibit……………………….….2,5000,00
b. Insuring, crating and shipping the
above……………………………500,00
c. Purchasing, arranging, mounting products
and photographs for traveling US-Korean
exhibits and displays requested by American
museums and private groups including
miscellaneous activities in the connection
…………………..…..1,550,00
d. Books, cables, air mail charges, magazine
subscription …………………… 600,00
e. Purchase of films for recording, products,
photographing competitive products and
processing…………250,00
f. General backtopping activities including the
purchase and mailing of various samples and
products, adhesives, chemicals and materials
to the Demonstration
Center……………………………...400,00
g. Costs incurred in special evaluations and
tests conducted by outside services and
testing associations………………...200,00

그림 5. 1959년7월21일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가
ICA에게 보낸 지원금 지원 요청 보고서.
<오른쪽> 원문 글의 내용을 옮겨적은 내용.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단순한 1:1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5> 항목 a.에서 명시되었듯이, 미국에서 선택된 공예품들은 공예시범소 내에서만 사
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미국 디자
인 제품들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공예시범소에서 미국 디자이너의 지시 하에 “미국
식 굿·디자인” 제품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공예품들은 미국인이 희귀하고 관심 있게
본 “한국성” 및 “전통성”을 소재로 한 결과물들이었다는 것을 <그림 6> 신문 기사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스스로 채택한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관심
있게 본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디자인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타자의 시선으로 한
국의 디자인 정체성이 정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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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riority
But DeHaan said, the product cannot be
marketed easily in the U.S. market,
through it is attractively designed,
because of its extremely high price “You
can buy anywhere in the States such an
article for only 25 cents or so, while the
Korean mat is priced at more than one
dollar.”
DaHaan said, however, that if efforts
are continuously made to develop new
designs attractive to foreign tastes
without losing traditional patterns,
“overnight increases” in demand for
Korean handicraft articles will be quite
possible.”

그림 6. “New Handicrafts Now On Exhibit in Seoul”,
1959년 2월 28일, The Korean Republic 기사.
<오른쪽> 연구자가 기사 일부의 글을 옮겨적은 내용.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책임지기 위해, ICA는 공예시범소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미국에 홍보한다. 한 예로, 1959년 6월 17일 상공 회의소가 한국 공
예품을 선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15부의 소책자를 발송하는데, 이는 외국 소비자를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박람회에서 나눠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93 그러나 이 책자
의 절반은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예품들의 사진과 미국인이 해석해
덧붙인 제목, 남은 절반은 미국인 선정한“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적 풍경”을 담고 있

93

“Attached are 15 copies of a booklet just publish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of Korea to
advertise Korean Handicrafts. The Chamber plans to send the booklets to various international fairs
and to prospective customers for Korean Handicraft production. It is believed that P/MSI will find the
enclosed copies useful in showing interested persons the type of products being produced in the
handicraft industry being aided with technical advice under the Smith, Scherr & McDermott
contract.”
Henry Heuser and E Acting, Korean Handicraft Booklet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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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8, 9>. 후자의 경우는 책자의 단면을 모두 차지할 만큼 큰 사진이 사용되었
고, 공예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지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자주 언급한다 <그림
9>. 그리고 표지 하단의 “한국적인 수공예품”의 실루엣과 함께 ‘KOREA’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7>. 이 모든 구성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여기에 담긴 의미를 연
구자는 세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7. KOREA 소책자.

그림 8. KOREA 소책자. 내부 공예품.

그림 9. 공예시범소에서 생산된 제품과 “한국적”인 풍경을 같이 소개한 KOREA 소책자.

첫째, 공예시범소의 책자에서 한국 공예품의 품질과 디자인, 생산방식이나
재료, 사용방식이나 편의성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그림 5> 보고서에서 언
급되었던 한국 상품의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되짚어준다. 둘
째, 상품의 가치보다는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주로 소개하고, 공예품은 마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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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경험하고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가져가는 기념품처럼 부수적인 것으로 표현했
다는 점이다. 이 둘은 한국 공예품이 아닌 “한국”을 제목으로 한데에서 제품의 구입
이 곧 간접적으로 한국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책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그려진 희미한 도자기 실루엣과 시각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
해 실루엣의 왼쪽 상단에 뚜렷하게 표기된 “K O R E A”는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제품 = 한국’이라는 공식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책자에 이어 공예시범소는 다양한 전시와 박람회를 통해 한국
공예품을 소개하고 목적했던 이윤을 창출하며, 외국에서 한국제품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한국 공예품의 개선<그림 10>, 수상<그림 11>, 공예시범소에서 생산된 수공
예품을 굿·디자인으로 선정하는<그림 12> 등의 여러 기사를 통해 성과를 사회에 알
렸다. 최정원이 해석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원조의 도구로써 디자인이 사용
되었을 뿐 동시대 세계 산업디자인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점을 짚어냈다.94 이러한 측
면은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 회사가 거론한 한국의 특수성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
다고 본다. ICA 지원 담당이었던 미국회사에 의하면, 당시 디자인 원조를 받고 있었
지만 자신들의 전통적인 공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나머지 국가들95과는 달
리, 한국은 전통보다 서구 디자인이 가진 미학과 아이디어를 선호했으며, 몇십 년 동
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었던 경험에 의해 과거의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고 지적한 바 있다.96 여기에서 스미스, 셔 앤 맥더모트가 내린 평가가 시사하는

94

최정원, 앞의 논문, 86 참조.

95

1955년부터 ICA는 홍콩, 대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스, 파키스탄, 멕시코, 수리남, 엘살바도
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인디아, 한국, 등과 같은 발전주의 국가들에 디자인원조를 지
원하기로 했다.
Arthur Pulos, The American Design Adventure (Massachussetts: The MIT Press, 1989), 236-37 참조.
96

Pulos, 앞의 책,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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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이 서양의 디자인을 선호하게 된 계기는 일
제강점기에서 유래 되었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식민지 근대성을 겪
은 한국은 전통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서구 문명을 소비하고 찬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여타의 발전주의 국가들보다 더 수월하게 서구 미학을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험에 더하여, 해방 이후 미국 ICA의 디자인 원조, 그리고 영국의 ‘세계산
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가 발전주의 국가들에 심어주고자 했던 이데올로기도 있었다. 이는 당시에
미국의 문화와 교육은 한국에게 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97

그림 12. “굳 디자인.” 『동아일보』
1960.05.24.

그림 10. “Industrial Exhibition
Shows Recent Improvement in
Various, Products”, The Korean
Republic, 1959.4.2.

그림 11. “ROK
Handicrafts Win Citation
at U.S. Fair”, The
Korean Republic,
1959.7.29.

97

풀로스는 ICA 프로젝트는 30년 이후 다양한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 또한 대만이나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학생, 교육자 그리고 디자이너의 교환을 통해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과 밀접하게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Pulos, 앞의 책, 241.

48

또한 연구자는 이 해석에서 더 나아가 공예시범소는 미국의 굿·디자인에 기
반해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하면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수학적인 공식을 한국 정부와 디자인계, 그리고 교육을 받았
던 기업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본다. 즉,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 대한 억압과 왜곡된 근대화를 경험했다면, 해방 후 미국의 디
자인 원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 정체성의 타의적인 해석과 개념적인 폭력
은 당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사고를 심어주기보다는 제2
의 “디자인 식민성”을 경험하게 한 셈이다.

‘시범시청각교육원(Demonstration Audio Visual Center - DAVC)’

한국의 독립 이후 공예시범소
가 “근·현대산업디자인”의 방향성을
짚는 역할을 했던 기관이라면, 시청각
부서(Audio Visual Division) <그림
13>는 기술적 지원을 통해 ‘주한미경
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 OEC/K)’ 프
로젝트의 효과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청각 매체(사진, 출판물 및 전시
회, 영화, 라디오 및 녹음 등)를 제공하
그림 13. 서울 시범시청각교육원 (Demonstration A-V
Center).

고, ‘시청각디자인’의 초기 진흥을 담
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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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협조
에 해당하는 부분98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청각 서비스를 갖춘 국가 재활과 개발 프로
젝트를 통해 ‘시범시청각교육원’을 설립99하는 것이었다. 이 부서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각자료를 생산했으며 1959년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1958
년에만 책자, 전단지, 폴더, 차트, 지도, 간판 및 포스터 등을 포함하여 300만 개 이상
의 시각 자료를 생산했다고 기록되어있다.100 뿐만 아니라 이 부서는 미국대외경제협
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 USOM) 프로그램을 위해 1959년 1월
425,000원을 지원해 ‘모션픽쳐 연구실(Motion Picture Laboratory)’을 설립하고
USOM의 지원을 받아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기를 사들여 농업부의 교육에 필요한
모션 그래픽 제작과 상영을 담당했으며, 같은 목적을 위해 ‘현상실(Photo
Laboratory)’에서 매달 5,000매의 사진을 인화했다고 한다.101 위 내용을 통해, 시청
각 부서는 다른 20여 개 부서들의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생산했다는 측면에서 대규모
의 작업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림 14, 15>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
시범소와는 달리 생산된 시청각 자료 대부분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사
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인이 대상일 경우에도 한국 내부에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98

프로젝트 89-92-438. ‘한국공공정보사무소(Republic of Korea Office of Public Information)’과 협조
하여 “정보 기술 서비스 개선(Improve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프로젝트.
Command UN, 앞의 국가 자료, 113.
99

프로젝트 89-92-494. 한국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시청각교육원(Demonstration Audio-Visual
Center)’ 설립 프로젝트.
Command UN, 앞의 국가 자료, 113.
100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 앞의 국가 자료, 67.

101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 앞의 국가 자료,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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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시청각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1958년 ICA는 ‘시범시청각
교육원(Demonstration Audio-Visual Center - DAVC)’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962
년 6월 30일경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대전에 설립 예정102이라는 교육 내용을 통해
서 시범시청각교육원은 공예시범소보다 더 넓은 영역을 아울러 추진하려고 했던 프
로젝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예시범소가 교육과정을 통해 “미국식 굳 디자
인”을 주입시키고 “한국적인 것”을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로 이끌어갔다면,
원는 미국식 시각디자인을 한국인의 일상에 널리 보급시키면서 이 스타일을 유니버
설 형태의 언어로 이어가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기술 정보 서비스 개선
(improve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시청각부서에서 제작한
인포그래피.

그림 15. 시범시청각교육원에서 생산된 결과물(포스터,
인포그래피, 사진 등) 전시.

102
H. L. Carr, Country Economic Program: Demonstration Audio-Visual Center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Cooperation,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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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58년 시범시청각교육원 결과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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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50~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민족성”

1950년대, 해방과 전쟁 직후의 한국은 황폐해진 국내 사정과 더불어 강대국
들의 냉전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하에, 오히려 해방 이전보다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과 정부 모두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
었다. 정부는 미국의 무상 원조를 받아내고 사람들은 그 부산물까지 십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일상 속의 의지는 산업을 일으키고 경
제 발전을 이룩하는 밑바탕으로 작용했다.103 그리고 1960~70년대는 한국의 국민국
가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고 김지홍이 “해방 후 국가 주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조명과 국민에 대한 홍보는 역시 이 시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한 만
큼,104 박정희 정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전통성을 되찾고 ‘민족 공동
체’ 의식을 자극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함께 경제 발전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술 집약적인 폐품 재활용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
이 바로 재생 자동차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난리 통에 낡거나 부서진 채 버려진 미
군과 소련제 군수용 차량이 대거 남아있었고, 그 차량의 쓸만한 부품들을 골라내 일

103

원조 물건이 담겼던 골판지나 나무 박스로 판잣집을 지었고, 통조림 깡통으로는 그릇에서 재떨이, 등
잔뿐 아니라 단추, 필통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다. 군복은 일상복이 되었으며 두툼한 군용 담요로는 외
투를 만들어 입었다.(…) 석유를 싣고 온 드럼통을 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다.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탄피 더미로 다시 공업을 일으켰다. 자고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니라 탈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든 물건
들은 피폐한 삶을 극복하는 단비가 되어주었다.
이문석,『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 디자인으로 본 우리 자동차 100년의 역사』(서울: 책세상, 2016),
92-93.
104

이문석, 앞의 책,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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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차량으로 재생하기 시작했다.105 그 규모가 커지면서 1950년대 중반에는 생산
공장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재생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생겨났다.

그림 17. 1958년 중앙청에서 세종로까지 도로 전경.

그림 18. 1958년 시발 자동차 행운추첨대회.

그림 19. 1957년 국산 시발 자동차 시운전.

그림 20. 1961년 국산 시발 디젤 125마력 버스.

당시 자동차의 자체적인 생산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드, 크라이슬러, 쉐보레와 같이 당시 잘 알려진 자동
차 회사는 모두 미국의 회사였고, 수준 높은 생산 기술로 미국 산업을 이끌고 있었다.
당시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 기술자들은
자연스럽게 재생 자동차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시발자동차가 탄
105

이문석, 앞의 책,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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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 시발자동차는 디자인적 조형과 미감에 대한 체계 없이, 경험과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에106 디자인의 산물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후 경제와 산업이 조금씩 발전함에 따라 대표적인 자동차의 이름도 변화
했는데, 초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생 자동차라는 의미로 시발(始發, 일이 처음으
로 시작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60년대에는 국
가의 지원을 받아 새나라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차는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 자동
차를 수입해와 재조립한 모델이었다. 시발자동차의 외관은 미군 군사용 지프를 닮았
고, 새나라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 자동차에 그 근본을 두고 있었다.

그림 21. 코로나 자동차 인도식.

그림 22. 새나라 택시 도입.

정시화는 1970년대에 들어 80% 이상의 자동차가 국산화 되고 있지만, “디
자인 그 자체는 거의 외국의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참여는 거의 없
었다고 평했다.107 따라서, 국가 산업 발전 상징으로 추진했었던 자동차 프로젝트는

106

이문석, 앞의 책, 100.

107

“공업 디자인의 경우는 국가별의 개별성을 강조할 수 없는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시발택
시, 새나라, 코로나, 피아트, 브리사, 레코드로 발전되어 온 자동차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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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흥 정책과 관련된 명칭으로 민족성을 부여하고자 했지만, 발전은 곧 기술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80% 이상 국산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디자인 그 자체는 거의 외국의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들
의 엔지니어들이 그 동안 이룩한 눈부신 활동에 비해서 디자이너들의 조형적 참여는 거의 없었다고 말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시화,『韓國의 現代디자인: 現代디자인의 근원과 韓國에서의 현황』(서울: 悅話堂, 197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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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60~197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사회 혼란과 정부의 무능을 명분으로 삼아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전쟁 보상금을 받아내고, 미국의 베트남전쟁 파병 요청에 응하여
보상금과 차관을 받아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자립 경제 구조의 실현과 경
제 성장, 그리고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던 박정희 정권은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통해
수출목표 수립과 실적 관리, 문제점 도출과 그 해결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갔다. 실제로 그의 취임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 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친 기업, 친
수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청신호와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심각한 적
신호가 켜졌다.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이 그 원인인데, 1970년대 정부는 문예 진흥
사업을 추진 시켜 문예 중흥의 기운을 조성하고 그 기반 구축과 기초 조사를 통해 민
족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활동을 적극화하고자 했다.108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순수 문화의 발전을 일구기보다는, 문화예술을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유신체제에의 동조를 끌어내고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
려는 것이었다.109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문화예술에 대
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검열이 잇따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활동은 점

108

김행선,『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서울: 선인, 2012), 78.

109

김행선, 앞의 책,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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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취를 감췄다. 이런 경제·문화적 기조에서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가 설립
되었고, 당연한 수순으로 KDPC의 디자인 성격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화를 반영하
는 디자인이 아닌, 산업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수단으로써 수출 지향적이고
‘상품치장술’에 불과한 형식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110
박정희 정권은 일반적인 개발동원체제111를 넘어 “신식민지라는 조건 속에
서 개발동원체제”를 추진했다. 조희연은 이와 같은 한국형 개발동원체제의 특수성을
두고 “수출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산업화 자금에 있어서 외국자본에의 의
존, 판매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 내부 생산 체계에서 임금 통제 등의 특성
을 가지고 있었다”112고 평했다. 이러한 특성이 당시 한국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연
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공예시
범소를 거치면서 “디자인 = 수출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1960-70
년대에 디자인은 한국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에게 잘 보이고 상품으로서 눈에 잘 뜨이도록 한국적인 것을 개조하는 것으로 사용되
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한국의 개발동원체제는 모순과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된다. 하나는 경제의 성장과 기업들의 자립에 따라 ‘변화된 경제’와 개발동원체
제 간의 불일치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발과 성장에 따른 민중의 지향점과 기존
의 개발동원체제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113

110

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서울: 안그라픽스, 2000), 86.

111

조희연은 “개발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의 전략적인 사회조직화와
사회변동으로 추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언급했다.
조희연,『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서울: 후마니타스, 2010), 17.
112

조희연, 앞의 책, 57.

113

조희연, 앞의 책,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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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헨티나의 근대성과 산업화
2.1.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의 특징

배경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가지는
디자인과 문화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피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넓다고 알려진 아메리카대륙을 반
으로 나눠 멕시코 국경을 기준으로 북쪽
은 북아메리카 혹은 아메리카로 명명하
고, 멕시코를 포함해 남쪽으로 구분되는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남미
(Centroamérica – Sudamérica)’ , 혹은
그림 23. 라틴아메리카 및 아르헨티나 지도. 연구자
제작.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나 스페
인 식민지였다는 관점에서 ‘이스빠노아

메리카(Hispanomérica)’라고 명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슈빌리에(Michel Chevalier)는 이 “땅덩어리”
의 지리·종족 특징을 고려하여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와 같은 라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이 주 종교인 국가들로 구성되었다는 근거로 ‘라틴아메리카’
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이 모든 명칭이 지배층으로부터 하여금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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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명칭의 문제는 결국 국가적 정체성과 연
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는 20여 개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닌 국가들
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결코 라틴아
메리카 국가들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원주민 문화가 아직 살아 숨
쉬는 칠레, 페루, 멕시코, 브라질과는 달리, 아르헨티나는 보다 간절하게 유럽을 지향
하는 국가에 가깝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리적 조건
과 기존에 살던 현지인들의 유목민적(nomad)인 특징114, 그리고 이른 식민지 교육
(colonización pedagógica)115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1870년에서 1차 세계대전 사이) 근대화
가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
던 풍부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였다. 특히 디자인사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정부가
지원한 디자인산업이 추진된 국가이며, 디자인연구소가 설립되고 자동차, 냉장고, 비
행기를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국가이며, 유럽을 넘나들던 학자들을 통해 디자인의
이론이 형성되고 디자인 국립대학교가 설립되어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디자이너’를
육성한 나라이다.

114
“리오델라플라따 지역에서는 멕시코나 페루에서와 달리 인디오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았다. 그
들은 수도 적었고 떠돌이로 살았다(…) 대규모 항구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리적 위
치도 중요한 자산이었다.”
Thomas E. Skidmore, Peter H. Smith, and James N. Green,『현대 라틴아메리카』trans. 우석균 and
김동환 (서울: 그린비, 2014), 420.
115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이 내용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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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810년대 식민지배 이후 유럽식“근대화”

라틴아메리카 역사 및 정체성에 있어서 식민지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서술한 한국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를 거친 나라들의 문화는 위계적 복종
과 종속 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간에 비례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세기에 걸
친 제국주의 통치는 각 시기에 따라 강대국이었던 유럽의 국가들로 시작해, 후반에는
미국(이데올로기 지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492년에 이르러
콜럼버스로 인해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의 정복을 통해 “문명의 전파”가 이루
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
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상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들어가기 전, 아르헨티나가 근대
로 나아가는 과정을, 앞서 언급한 한국의 경우처럼 ‘식민지 근대성’ 아니면 ‘근대화’
로 볼 것인가에 대해 먼저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다소 애매하
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제국에서 독립된 국가이지만 식민
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
틴아메리카의 현지 문화가 전반적으로 파괴된 나라 가운데서도 아르헨티나는 유독
지배자의 이데올로기가 남아 오랜 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교육률은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116, 아르

116

1960 년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우루과이하고 비교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시민
교육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10 년에 이르러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비겼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브라질 등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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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 학계 전반을 좌우하는 학자들은 유럽의 후손, 소위 엘리트 집단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국가적 정체성, 근대성, 또는 민족성을 주제로 한 연구
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디자인 학계에서는 이런 관점을 다룬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대성을 평하고 논하는 소수의 중남미 학자들117은 모국을
떠나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현 사회와는 거
리가 먼 식민지 시기 이전의 토착 문화와 전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 국내 전문가의 이론적 뿌리는 대부분 유명
유럽 사회학자, 역사가, 철학자 혹은 일부 미국 경제학자의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
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지배적인 철학은 아도르노, 부르디외, 델레스, 베르만,
마르크스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지향하는 학자들의 일부는 “미국의 제국
주의”를 비판하며,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되 자체적인 근대화를 이루었으
며, 고로 ‘근대화’라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8 그러나 이러한 독단적인
시각과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를
단순히 “혼종 사회, 혼종 문화”119라고 단언함은, 이미 그 안에 ‘식민지 근대성’을 담

A. Rivas, América Latina después de PISA: lecciones aprendidas de la educación en siete países
2000-2015 (Buenos Aires: Fundación CIPPEC, 2015), 205.
117

카스트로 고메스(Santiago Castro-Gómez), 꼬로닐(Fernándo Coronil), 에스꼬바르(Arturo
Escobar), 란데르(Edgardo Lander), 로뻬스 세그레라(Francisco López Segrera), 미국학계에서 활동하
는 아르헨티나 학자 엔리께 두쎌(Enrique Dussel)과 왈떼르 미뇰로(Walter Mignolo), 등을 언급할 수 있
다.
118

미뇰로가 주장했듯이 사회가 국민·문화로 분활되었을 때, 서구로 하여금 나머지 세계 국가들은 “문
명” 없이 “문화”만 존재하는 국가들로 취급되어 왔다. 남아메리카 “라틴” 사람들은 “라틴”답게 빚어진
“문화”를 소유했지만 문명화 되지는 못한 이유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과학성과 역사가 없는 “중고
유럽인”들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이미지는 냉전 중 제 3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Walter Mignolo, La idea de América Latina: La herida colonial y la opción decolonial (Barcelona:
Gedisa, 2007).
119
Nestor García Canclini,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Barcelona: Paido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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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돌아가, “라틴아메리카”라는 명칭의 발명은 결국 서구국제주의·식
민주의 발명의 연속120이라고 볼 수 있다. 알론소(Mariela Alonso)가 비판했듯이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일부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를 포기했고, 그 결과는 서구 세
계를 구성하는 ‘상상의 공동체(comunidad imaginaria)’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
다.121

식민지배와“독립”

식민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는 넓고 풍족한 땅을 가지고 리오델라
플라따(Río de la Plata) 지역에 국제 무역선이 오갈 수 있는 항구를 설치했다. 그런데
도 현지인들의 부족, 즉 노동력의 부족을 이유로 아르헨티나는 1776년에 새로운 부
왕이 리오델라플라따에 부임하기 전까지 특별한 경제활동을 선보이지 않았다.122 18
세기에 들어서 리오델라플라따 지역의 경제는 국제무역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했고

120

Mignolo W., 앞의 책, 22.

121
알론소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체성은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이 현지 토착문화의 가혹한
절단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토착문화의 파괴는, 그들의 미래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서구적인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 19세기
라틴아메리카는 자신들의 기원과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모델을 유럽으로 삼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미의 기준, 건축의 원칙과 정치, 종교의 지향점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볼 수 있다.
Mariela Alonso, "¿Un arte latinoamericano?," in Figuraciones sobre una modernidad descentrada:
Derivas sobre algunos temas de las artes visuales en América Latina y Europa (1850-1950), ed.
María de los Ángeles De la Rueda (La Plata: UNLP, 2018), 147-49.
122

“아르헨티나는 식민지시대 거의 내내 페루 부왕령에 속해 있었다”
Skidmore, Smith, and Green, 앞의 책, 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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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도시화가 이루어진다.123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는 급변하는 국제적인 상황124을 틈타
1810~1820년 사이에 독립국으로 발돋움한다. 이 독립운동은 소위 ‘인디오(라틴아메
리카 원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라 불리던 이들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 후손들 ‘크리오조(Criollo)’가 주체적으로 일으킨 움직임이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968년에 하우레체(Arturo Jaureche)는 『아르헨티나의 미련의 메뉴얼
(Manual de Zonceras argentinas) 』이라는 저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이 책의 1장은 ‘아르헨티나 교육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진 사르
미엔또(Domingo Faustino Sarmiento)가 1845년에 집필한 『파쿤도: 문명과 야망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 』을 예리하게 비판하며 시작한다. “기존에 존
재하는 우리의 것을 문화라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反)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딜레마를 이끌었다: 모든 자본은, 우리의 것이기에 야만적이고, 어
떠한 수입품은 수입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문명적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유럽 후손들

123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은, 현재 멕시코 지역인, 안띠야스 에스빠뇰라스(Antillas Españolas) 금속 광
업에 집중했지만 18세기부터 나 칠레나, 페루 지역으로 관심이 바뀌자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아르헨
티나 리오델라쁠라따 지역은 1714년에서 1766년 사이에 남아메리카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급할 수 있던
노예무역 중심지가 되면서 급격히 성장한다.
Tulio Halperín Donghi, Historia contemporánea de America Latina (Madrid: Alianza Editorial,
1981), 39.
124

요약하자면, 18세기 말은 스페인과 영국이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두고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 전
투적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였다.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을 통한 극상의 공산품을 보급할 곳과 자연 원료
를 싼값에 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따라서 영국은 밀매를 통해 스페인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방해하는 셈이었다. 이 시기에 스페인 왕족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와 손을 잡고
유럽국가들로부터 영국을 격리하고자 했다. 나폴레옹은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스페인을 통해 포르
투갈을 점령하고자 했으나,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페르난도 7세는 이 작전을 반대했고 나폴레옹은 보
르봉 왕조가 폐정되었다며 스페인과의 교류를 철회하고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켜 그 자리에 나폴레옹
의 형 호세 보나파르트를 앉혔다. 스페인 왕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르헨티나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이 기회를 틈타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Halperín Donghi, 앞의 책, 74-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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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문명화란 곧 비(非)국유화하는 것에 있었다 - 국가와 현실은 불가분한 것인
데”125라는 비판을 하며 라틴아메리카, 더 구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 문화의 근본적
인 문제를 제시한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배경은 서양문명의 기술을 자기 것
으로 만들어 근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마치 “자라나고있는 나무(전통)”를 베어 넘기
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유럽 근대화)”를 가져다 심는 것과 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126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문제는 하우레체가 말하는 ‘지식계급
(Intelligentzia)’127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내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진 동시에
‘외국’ 즉 유럽(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존재한다고 비판
한 바 있다.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형성을 촉발한 독립운동은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독립운동은 대부분 급진적이지 않았고 사회 질서에
가공할만한 변화를 초래 하지도 않았다. 독립운동의 원동력은 대체로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에 맞게 19 세기 초 신생 공화국들의 방향이 정해졌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유럽에서 시작된다.”

아르헨티나는 1880년에서 1914년 사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성장
의 기초는 북대서양 공업계에 공급하는 농산물이었다. 육류와 곡물 생산에서 아르헨
티나가 비교우위를 누렸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술 발전 덕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수천 마일 떨어진 런던과 안트베르펜까지 식료품을 배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

125
Arturo Jaureche, “Zoncera n°1: “Civilización y barbarie”,” in Manual de Zonceras Argentinas
(Buenos Aires: Peña Lillo, 1968).
126

Arturo Jaureche, Los profetas del odio y la yapa, vol. 4 (Buenos Aires: Corregidor, 1957), 101.

127

하우레체는 지식계급(Intelligentzia)을 식민 교육 시스템으로 하여금 민족성 의식이 형성되지 않게
방해한 괴란된 지식으로 본다. Jauretche,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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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증기선의 발명이었다. 증기선은 돛단배보다 빠르고 더 일정한 속도로 항
해했다. 또 하나는 육류 냉동법의 발명이었다. 이로써 유럽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의 신
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팜파스(Pampas)는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자본이 모자랐고,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주요 고객인 영국이 철
도와 항만, 창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필요한 자본을 제공했다. 또한 영국
회사들은 해운업과 보험업, 은행업을 맡았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배층이 나라 발전
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본의 유입이었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족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노동력이었다. 이 문제에 대
한 해답 또한 유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절실히 필요로 한 노동력
은 남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흘러들어왔다. 1857년에서 1930년 사이 아르헨티나는
순 이민자 (외국에서 온 사람의 수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의 수를 뺀 숫자) 350만 명
을 받아들였고, 이는 전체 인구 증가의 약 60%가 이민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 이민자의 46퍼센트가량이 이탈리아인이었고 32%가 스페인인이었
다. 서반구 국가 중 이민이 인구 변화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
나였다. 방대한 이민 물결로 아르헨티나의 인구가 1869년 170만 명에서 1914년 들어
790만 명으로 늘어났다.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 자체적인 인구 증가를 제외하고
200만여 명의 유럽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다.128 따라서 전체 인구의 30퍼센트가
량이 외국 태생이었다(같은 시기 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또 다른 안식처였다). 그 결과

128

사마르는 산업발전에 있어서 이민자의 비전과 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한다. 유럽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에 정착해서 여러 창업 활동을 했다. 벰베르그는(Bemberg) 1899년 낄메스(Quilmes) 맥주
회사, 번기와 본(Bunge y Born)은 1902년 몰리노스(Molinos Río de la Plata), 디뗄라(Torcuato Di
Tella)는 1911년 금속회사 씨암(SIAM), 보에로(Boero)는 1892년 주류회사 바글레이(Melville Bagley)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Gay and Samar, 책, 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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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유별나게 유럽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고, 연구자는 이런 현상이 아르헨
티나인들 사이에 ‘국가(Nacional)’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을 유발했다고 본다.

유럽식 근대화

아르헨티나의 독립 이후 모습은 로페스 아나자(Jorge L pez Anaya)가 묘사
했듯이 매우 모던한 풍경을 띠고 있었다. “독립한 지 백 년이 지난 후 부에노스아이레
스는 모던한 대도시의 모습으로 변했다. 파리나 뉴욕 못지않게 거대한 유럽식 건축물
과 공사 중인 대로를 자랑한다. 파리와 밀라노에 있는 극장과 경쟁할만한 꼴론 극장
(Teatro Colón)<그림 27>과 이에 버금가는 국회(Congreso) <그림 25>, 비범한 우체
국 건물, 그리고 참신한 마조대로(Avenida de Mayo) <그림 24>. 독립 백년제(祭)는
지하철의 착공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측면은 이(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도시들 중 한자리를 차지하게 했다.”129

그림 24. 마조대로와 플로리다로 사이(Avenida de
Mayo).

129

그림 25. 국회(Congreso).

Jorge Lopez Anaya, Arte argentino: cuatro siglos de historia (Buenos Aires: Emece, 200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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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립은행(Banco de la Nación).

그림 27. 꼴론 극장(Teatro Colón).

앞서 언급한 도시경관은 19세기 말, 좋은 예술의 ‘가취(佳趣 good taste)’를
학습하기 위해 유럽(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예술 공방)으로 떠난 아르헨티나 예
술가들130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로 수십 명의
국내 예술가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유럽 예술 아카데미아(Academia)로 향한다. 로
페스 아나자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유학 열풍은 아메리카 “야만”의 뿌리를 뽑고 “문
명”, 즉 유럽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관의 개화와 관련되어 있었
다.131
“문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립미술관의 설립과
더불어 1878년에 구성된 ‘진흥협회(Sociedad Estímulo)’가 창립한 미술학교를 국영
화시킨다. 국가가 예술 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유럽 지
향적인 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르렌가(Matías Zarlenga)가 분석한 바와 같이 미

130

1873년대와 1890년대 사이에 델라바제(Ángel Della Valle), 보우쳇(José Bouchet), 바레리니
(Augusto Ballerini), 꼬레아 모랄레스(Lucio Correa Morales), 멘디라하르수(Graciano Mendilaharzu),
까페아라타(Francisco Caffearata), 규디씨(Reinaldo Giudici), 로드리세스 에차르트(Severo Rodríguez
Etchart), 시보리(Eduardo Sívori), 까라파(Emilio Caraffa), 베니께(Julia Wernicke), 시프리아노
(Eduardo Schiaffino), 페르난데스 비자누에바(Julio Fernández Villanueva), 마르꼬 델 폰트(Ventura
Marcó del Pont)와 델라 까르꼬바(Ernesto de la Cárcova)는 유럽으로 떠난다.
131

López Anaya, 앞의 책,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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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세계 무대에서 “정
결”되고 “개화”된 독립적인 발전주의 국가로 보
이게 하여, 선진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
전략의 일부였다고 한다.132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는 유럽 지향적인 상태, 즉 유럽의 문화에
종속된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추진했던 예술계와 관련된 정책은 아르헨
티나의 전통을 야만적인 라틴아메리카와 차별화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 1900년대 빨라시오 데
끄리스딸(Palacio de Cristal) 남성의류
광고. 『까라스 이 까레따스(Caras y
Caretas)』잡지.

또한 리박(Sergio Rybak)이 잡지 광고,
카탈로그, 사진 아카이브에서 살펴봤듯이 아르헨
티나의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제품들의 경우 역

사주의 조형에 종속되어 있다가 점차 유럽의 아르데코(art decó) 형식을 모방하기 시
작한다. 그리고 그는 아르헨티나의 광고에서 아르누보(Art Nouveau) 스타일의 제품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에 주목한다.133 그러나 연구자가 1900년대 초기 광고
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고에 사용된 그래픽디자인 요소에는 아르누보의 특징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먼저 <그림 28 >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El palacio de Cristal”을 보면 유기
적인 라인이 캘리그래피와 하나가 되어 타이틀을 일러스트레이션처럼 표현하는 방식
인데, 이는 프랑스식 아르누보 스타일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윗부분의 그래픽이 아래
에 있는 기계적인 타이포그래피 덩어리와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광고의

132
Matías Zarlenga, “La nacionalización de la academia de Bellas Artes de Buenos Aires,”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no. 76 (2014): 383-411.
133

Rybak, 앞의 논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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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사용한 인쇄 방식을 짐작하게 한다. 라인의 연속성과 완벽한 블랙의 평면
으로 미루어 보아, 이 광고는 1900년대 유럽 아르누보 삽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석
판화 기술로 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림 29. 1900년대 재봉틀 광고. 1901년 12월 『까라스
이 까레따스(Caras y Caretas)』 잡지.

그림 30. 1900년대 영구차 광고. 『까라스 이
까레따스(Caras y Caretas)』 잡지.

그리고 아르누보 스타일이 제품에 반영되었을 경우, 런던 만국박람회( The
Great Exhibition)에서 소개되었던 “산업미술(industrial art)”과는 다른 차원의 장식
을 선보였다. 앞서 리박이 언급했듯이 역사주의 스타일을 가진 제품들은 190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스타일이었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당시 아르헨티
나인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에서 나타났다. 특히 <그림 29>와 <그림 30> 광고
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서로 다른 유형의 장식을 볼 수 있다.
<그림 29>광고에 소개된 재봉틀 다리의 일부가 된 유기적인 장식과 <그림 30>의 영
구차 표면을 잡다하게 덧씌운 군더더기를 보면 이 둘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아르누보, 아르데코, 역사주의 스타일은 1900년대 초 ‘뽀르떼뇨(porteño)
엘리트’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했던 제품들이었다.134 그리고 1900년대부터 스페인 식

134
Juan Agustín García, Cuadros y caracteres snobs, escenas contemporáneas de la vida argentina
(Buenos Aires: Gath & Chaves,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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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를 상징했던 프랑스 가구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부르주아나 중·하층 시민들은 영국
식 가구를 소비하기 시작했다.135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사회가
갖고있는 모순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이 엘리트 계층의 이데
올로기와 소비문화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영국 가구를 소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
치·경제적인 식민성’에 대한 반감이 되려 ‘소비·문화적인 종속관계’를 야기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공업품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
행하는 스타일 중심의 수입품들이었다. 이 제품들은 “유럽적”이고 “근대적”이며 “진
보적”인 삶의 상징이었으며, 이러한 수입 제품들을 소비함으로써 일반인이 자신이
가진 ‘취향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모순
된 현상이 향후 아르헨티나 사회에 ‘디자인 식민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공업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1920년대부터 ‘기술·국가주의(pensamiento tecnonacionalista)’ 사상에 임하기 시작했다. ‘기술·국가주의 사상’은 “기술 산업 발전은
한 나라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자결권을 획득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136임을 표
방하는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1920년대부터 국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135
가르시아 페르난데스는, 영국의 ‘톰슨 앤 마플(Thompson & Maple Company)’ 가구 회사 공장이
1901 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진출해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아르헨티나 시민들에게 영국의 공산품을
소비함으로써 고상하고 좋은 취향(good taste)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Ana María Fernández-García, “‘Little flat furnished by Maple . . . ’ The ‘English Taste’ in Buenos
Aires: The Thompson and Maple Companies (1887–1986),” Journal of Design History 29, no. 2
(2016).
136
Thomas, H., “Dinâmicas de inovação na Argentina (1970-1995) Abertura comercial, crise
sistêmica e rearticulação” (PhD diss., UNICAM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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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3. 1930~1950년대 경제상황과 산업화

파진베르(Fernando Fajnzylber)가 말했듯이 근대화는 지역 풍요(regional
tendency)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 라틴아메
리카 국가 중 산업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나라였다. 이때 공업품은 농산물 생산을
뛰어넘고 공장에서 필요로 한 노동자 취업률은 두배로 향상되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뉴딜 정책의 효과137와 유사한 방향으로, 1940년대에 공업품 생산을 촉진시키고,
1945년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산품, 전자제품, 간단한 금속 공학, 건설과 기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138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다룰 때는 그 시기를 이끈 각 정부와 정책을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1946년에서 1955년까지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이끈 페
론 정부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계발주의’ 정책을 주도한 프론디시 정부는 아르
헨티나 산업화와 모던 산업디자인 도입, 산업디자인 국립대학교와 산업디자인진흥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37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운 ‘뉴딜(New Deal)’ 정책은 1929년 뉴욕 월스트리트 시장의 붕괴의 고난을 도
로공사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그 노동자를 소비층으로 만들어 공업품 시장을 확장, 즉 산업디자인이
산업생산에 유입시킨 산업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다.
138

Fernando Fajnzylber, La industrialización trunca en América Latina (Mexico D. F.: Centro editor
de America Latina-CET, 1983), 119. 김경일, 앞의 논문, 96 에서 재인용.
De Ponti, Javier, and Alejandra Gaudio. “Argentina 1940-1983,” In Historia Del Diseñ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ao Paulo: Büch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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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론주의 이념과 디자인 정책

1946년 페론 정권이 수립되자 아르헨티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마비된 유럽경제를 틈타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 주도적인 경제(state-directed economy)정
책을 통해, 정부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치는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139는 차원
에서 외국 소유의 민영 회사였던 기차, 철도, 수도, 가스, 경유, 전화, 항구 등 다양한
서비스업 회사들을 사들였다. 자본재분포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들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목소리와 소비 능력이 증가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페론 정부는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민족주의”와 “포
퓰리즘”의 상징과 이미지 정책을 펼쳤다. 앞서 언급한 국영 회사 중, 1952년 정부의
경제성장5년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립 항공학과 기계 산업(Industrias
Aeronáuticas y Mecánicas del Estado - IAME)140’과 ‘아르헨티나 기관차 공장
(Fábrica Argentina de Locomotoras - FADEL)’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독립적이고 전
문적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선보이고자 했다.

139

Smith, Peter H, and Green, James Naylor, 앞의 책, 443.

140

IAME 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27 년 ‘군용기공장(Fábrica militar de aviones – FMA)을
시작으로, 1943 년에는 ‘항공센터(Instituto Aerotécnico- IAe)’로 명칭이 바뀐다. FMA 는
1930 년대부터 외국 기업들의 허가를 받고 조정기와 엔진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여러가지 국내
프로토타입 수준의 디자인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일종의 단기산업생산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Thomas Alberto and Hernán Lalouf, “Políticas de desarrollo de capacidades tecnoproductivas locales
a partir de la cooptación de recursos humanos calificados. El proyecto Pulqui (1946-1960),” Jornadas
de Antropología Social no.3 (2005).

73

조정기 및 자동차 디자인과 “국가주의(Nacionalismo)”

아르헨티나가 조정기나 차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극
의 평가가 존재했다. 아르헨티나 공업자와 전문가에게는 자신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
는 매혹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였던 반면, 1920년대부터 아르헨티나 시장 점령을
노리고 있었던 포드(Ford), 크라슬러(Chrysler),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기술을 키워나간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불과했다.141 따라서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페론은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국영기업을 설립했으며 외국 차량을
사들이는 데에 많은 제한을 걸었다.142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은 조정기 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정기 산업은
1927년부터 꼬르도바(Córdoba)구에 위치한 군용기 공장(Fábrica Militar de
Aviones- FMA)에서 시작된다. 1931년 이 공장에서 제작된 "Ae.C.l" 조정기는 아르
헨티나에서 최초로 디자인된 항공기가 되었다.143 조정기 생산은 아르헨티나에서 큰
의미를 지닌 산업이었다. 일단 국내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944년 산
마르띤(Brigadier Juan Ignacio de San Martín)이 회장이 되자 FMA는 ‘항공센터

141

도르프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재생하는 식으로 시작했다.
Dorfman, Adolfo Dorfman, Historia de la industria Argentina / Adolfo Dorfman (Buenos Aires:
Buenos Aires: Hyspamerica, 1986). 따라서 리박이 언급했듯이 1914년에 아르헨티나에 정착해 1922년
에 조립 공장을 설립한 포드 모터스 컴퍼니(Ford Motors Company), 1924년부터 활동한 제너럴 모터스
와 1932년에 대형 자동차와 버스 조립을 본격적으로 맡은 크라이슬러가 있었다.
Rybak, 앞의 박사학위논문, 9.
142

Facundo Picabea, Tecnología y política: Historia del Rastrojero y la moto Puma, (Buenos Aires:
La Página, 2015), 18-19.
143
Gay Aquiles and Lidia Samar. Industria y Diseño en la Argentina El diseño industrial en la
historia. (Córdoba: Ed. Tec, 200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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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o Aeronáutico - IAe)’로 명칭을 바꾸고 조정기 산업을 군사 영역 이상으로
더욱 넓게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산마르띤은 아르헨티나에서 자체
적으로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을 하기 시작한다.144

그림 31. 1947년 “뿔끼(Pulqui) I”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폭격기 디자이너와 조종사.

그림 32. “뿔끼(Pulqui) II”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

그 결과, 1945년부터 생산된 조정기는 아르헨티나 토착민 마뿌체
(Mapuche)145의 언어인 아라우까노(Araucano)에서 온 명칭을 부여받았다. 1945년에
는 로스안데스(Cordillera de Los Andes)산맥에 사는 거대한 새 콘도르(Cóndor)를
의미하는 “만께(Manque)”, 1946년에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깔낀(Calquín)”, 그
리고 같은 해에 화살을 의미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폭격기 “뿔끼 I(Pulqui I)”<그림
31>”과 195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 개발을 시도, “뿔끼II(Pulqui II)” <
그림 32>가 제작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국영기업에서 최첨단 기술을 발휘해 디자
인한 조정기에 -1800년대에 사살과 멸시를 당했으며 백인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144

Gay and Samar, 앞의 책, 193.

145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쪽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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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투쟁하는-146 고전 원주민(aborigen) 용어를 사용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토착 용어를 사용한 만큼 디자이너들은 아르헨티나의 뿌리와 전통을 반영했을
까? 누가 디자인을 맡았으며 이런 국가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사회에 어떤 모습으
로 받아들여졌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IAe 모델 중에서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뿔끼(Pulqui)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33. 1954년 페론 대통령이 정의주의
자동자(Auto Justicialista)를 타고 있는 모습.

그림 34. 페론 대통령이 모토사이클 푸마(Moto
Puma)를 타는 모습.

페론 정부는 뿔끼 폭격기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폭격기를 제작하기 위해, 그리고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를
선보이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IAe는 2명의 외국
인 항공기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맡긴다. D520 전투기를 디자인했던 프랑스 디자이
너 에밀 두아틴(Emile Dewoitine)과 아르헨티나 공학자 두 명이 함께 뿔끼I을 디자인
했다. 이 디자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영국 전투기 ‘글로스터 미티어(Gloster

146

Loreley Gaffoglio, “Un grupo de mapuches ocupó un predio de Emanuel Ginóbili en Villa La
Angostura: dicen que es territorio ancestral," La Nación, April 18, 2018,
https://www.lanacion.com.ar/sociedad/un-grupo-de-mapuches-ocupo-un-predio-de-emanuel-ginobilien-villa-la-angostura-dicen-que-es-territorio-ancestral-nid212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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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와 매우 유사한 프레임을 지녔다.147 그리고 뿔끼II의 경우, 독일 군용기 회사
포케불프(Focke-Wulf)의 디자이너 탕크(Kurt Tank)148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한 전투
기였다. 뿔끼II의 경우도 뿔끼I과 같이 유럽식 모델을 복합적으로 차용해 디자인한 전
투기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뿔끼I은 여러 가지 기기 결함으로, 그리고 뿔끼II는
1950년과 1951년에 연달아 발생한 비행 사고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며 프
로젝트는 중단되었다.149
과거와는 달리, 페론당의 경제정책에 따라 시민들의 마음에 아르헨티나에
서 “직접” 생산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주의”은 또 하나의 정치 수단으
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상품들이 결국 ‘아르헨티나 기술력’을 상징했고 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부를 찬양했다. “페론 대통령” 기관차<그림 36>나,
페론의 당명이었던 “CM1정의주의”기관차<그림 35> 등 FADEL에서 생산된 기관차
의 명칭에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5. “정의주의 CM1(Justicialista CM1)”
기관차.

147

그림 36. “페론 대통령(Presidente Perón)” 기관차.

Lalouf, A. T., Hernán, 앞의 논문.

148

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독일 과학자와 조정기 디자이너들을 스카우
트 하려 했다. 당시 포케불프(Focke-Wulf) 군용기 회사의 담당 디자이너였던 탕크는 미국의 제안을 거
절하고, 독일 디자이너 두 팀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페론의 제안을 받아들여 뿔끼II 프로젝트에 참여했
다. Lalouf, A. T., Hernán, 앞의 논문.
149

Lalouf, A. T., Hernán,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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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이어, 아르헨티나 민족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IAME에서 생산된 조정기나 자동차, 모터사이클에서 드러나는데, 페론 대통
령이 직접 타고 다니며 홍보했던 “모터사이클 푸마(motocicleta Puma)”<그림 34>,
“정의주의 자동차(automóvil Justicialista)” <그림 33>, 농업용 견인기 “엘팜파(El
Pampa)” <그림 37>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리박(Sergio Rybak)은 IAME
와 FADEL에서 생산되었던 기기들의 디
자인을 분석했다. 그는 IAME가 지향하
는 목표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신들의 생산능력을 과
대평가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림 37. 농업용 견인기 엘팜파(Tractor El Pampa).

“IAME가 디자인한 세단, 소형트럭, 정
의주의와 라스트로헤로 농업 트럭, 스포츠카, 모터보트와 모터사이클 등은 스스로의
생산능력을 과대평가했기에 불필요한 재료 다양화를 초래했다.”150 이어서 리박은 이
자동차나 비행기의 디자인을 평가할 때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유선형, 즉 스타일링
의 형태를 참고해 디자인되었다고 한다.

프로파간다 디자인과 페론당의 상징성

페론 1, 2차 정권은 다양한 역사가, 화가, 정치학자 등 여러 전문가에 의해

150

Rybak, 앞의 논문,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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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착오와 과실을 지적받았는데, 아르헨티나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요인
은 바로 세계 무대에서 펼쳐진 시대적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짧고 낭만적인 시야였
다고 볼 수 있다. 페론이 가졌던 유럽 시장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고가 농산품 수출이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예상치 못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마샬 플랜
(Marshall Plan)으로 인해 허물어진다. 특히 미국에서 유럽국가들로 보낸 수만 톤의
곡물은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량 감소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고151, 아르헨티나는 이
를 극복할 만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론디시의 ‘개발주의(desarrollismo)’ 정책이 이전 페론 정권이 범한 과실152을 책임
지고 페론 이념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 하지만 “페론주의는 명백히 다른 지역의 포
퓰리즘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초기 산업화 시기 큰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나 결국 보다 덜 극단적으로, 혹은 정당하게 반포퓰리즘(anti-populism) 군
부 정권으로 개혁한다. 그러나 페론주의의 경우는 달랐다: 이는(페론주의는) 1955년
에 페론이 이임한 후 없어지지 않았다.”153 그 이유는 혁신적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
과 리더십154으로, 정의주의자당은 그 어떤 라틴아메리카 대통령보다 오랜 기간155 집
권했지만, 페론당이 이용한 상징체계, 소위 “아르헨티나 구가주의”는 그 어느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페론이 구상한 정치적 이미지는 아르헨니타인

151

Gary W. Wynia, The politics of Latin American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P, 1984),
156.
152

페론 정권이 실패한 요인과 아르헨티나 정치 세계를 ‘페론주의(peronistas)’와 ‘반페론주의(antiperonistas)’로 갈라놓을 만큼 큰 페론의 노동자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특히 교육된 아르헨티나
엘리트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153

Wynia, 앞의 책, 157.

154

Yoon-Kook Choi, “Un estudio sobre el liderazgo entre Perón y Park de Corea: desde el punto de
vista económico,”『중남미연구』제34권 2호 (2015): 43,
https://doi.org/10.17855/jlas.2015.06.3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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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집권(1946~55) 그리고 3차 집권 (19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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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이들의 소속감을 키워나갔다.
정의주의자당이 선거에 승리하자 페론과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바 두아르
테(María Eva Duarte de Perón), 즉 “에비타”는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 뉴스,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 제작된 수많은 분량의 포스터와 잡지, 어린이
교과서, 인포그래픽스 등과 같은 시각 자료(이미지)를 생산했다. 심지어 페론 정부에
서 이러한 이미지 생산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가 별도로 존재했고, 이미지의 패턴과
구성을 봤을 때 페론당이 추구했던 상징적인 이미지의 선택과 제작은 여러 삽화가를
통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 부서는
1943년에 설립된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에 속했던 ‘프로파간
다홍보청(Dirección General de Difusión del Área de Propaganda)’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했던 제작진들은 당시 정부 공식 신문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삽화
가였다.156

그림 39. “브라덴 오 페론(Braden o Perón)”
정치 포스터 원본.

그림 38. “브라덴 오 페론(Braden o Perón)” 정치
포스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 나타난다.

정부가 많은 지원금을 쏟아 거대한 홍보 시스템을 펼쳤던 이유는 그가 취임

156
Daniela Lucena, Contaminación artística: vanguardia concreta, comunismo y peronismo en los
años 40 (Buenos Aires: Editorial Biblos, 201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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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 ‘이미지의 힘’, 즉 ‘이미지의 설득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페론은 1943년에 까스티조(Ramón Castillo)를 정복한 연합장교단 운동을
맡았었고, 그 이후 노동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점차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
고 전쟁부장관을 거쳐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관찰하던 미국
정부는 “페론이 파시즘 동조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그의 선거운동에 탄약
을 제공했다. 입이 거친 미국 대사 스프릴 브레이든이 공개적으로 이런 비난을 되풀
이했고, 이른바 『아르헨티나 보고서(El Libro Azul)』라는 책자를 통해 그 근거를 제
시한다.”15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관여는 민족주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배
반하는 아르헨티나인이 될 것인가, 즉 “브라덴 대 페론(Braden o Perón)”이라는 프로
파간다로 시각화 되었고 이 포스터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의 벽에 도배되었다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익명.“구제사업(Ayuda
Social)”.

157

그림 41. 델아꾸아(Juan
Dell'acqua)
1947 년.『1946 년 6 월 4 일부터
1947 년 6 월 4 일까지, 국가는
작동되고 있다』.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

Skidmore, Smith, and Green, 앞의 책,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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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익명. “친정부 반신반의
동상의 스탬프 사세요”.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

페론당이 유포했었던 포스터 디자인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페론
당의 이미지들은 독일 나치나 파시스트 포스터와 유사하다는 브라질 역사학자 까펠
라또(María Helena Capelato)의 주장158과, 정반대의 관점을 가진 마르셀라 제네
(Marcela Gené)의 주장이다. 제네는 페론당의 이미지는 오히려 스탈린이나 뉴딜에서
사용한 그것과 좀 더 가깝다고 말하며 확실한 유럽 전체주의 포스터와는 달리 “적”을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페론 정부
에서 유포한 이미지들의 특성에 따라, 셔츠를 풀거나 입지 않은 노동자 “반신반의
(descamisado)”<그림 42>, 공장 이미지와 같이 등장하는 “산업 전사(El trabajador
industrial)”<그림 41>, 대중문화를 즐기는 행복한 “페론주의 가족(La familia
peronista)” 이미지 <그림 40>, 노동자의 여성 버전으로 “어머니, 간호사 그리고 유권
자(Madres, Enfermeras y Votant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농업 노동자
(peón rural)라는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59
제네가 정리한 범주의 이미지들을 보면 결국 페론당이 말하는 ‘민족’은 그
를 지지하는 노동자와 이의 가족을 우상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자 이미지 외의 홍보물에서는 에비타와 페론을 마치 신비로운 대상처럼 묘사한 이미
지<그림 43>, 토착민 인디오<그림 44>의 이미지나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이미지<그
림 45>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마지막 두 대상에서 당시 페론 정부가 추구했던
민족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페론주의가 생각했던 국민은 유럽인 후손 노동자
가족이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제작된 포스터에는 어김없이 유럽인들이

158

María H. R. Capelato, Multidoes em cena. Propaganda política no varguismo e no peronismo (Sao
Paulo: Fapesp Papirus, 1998).
159

Gené, 앞의 책, 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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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토착민들을 지칭하는 소위 “인디오” 모티브가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본 결과, 페론 정부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식민지 시기 때
부터 반복해온 문명과 야망의 차별160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라틴아메리카 사람과는 다른 백인으로 묘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우 확실하게 주장하는 한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언급될 때는 토착 원주민의 이
미지를 사용하는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43. 알폰신(Alfonsín).
1948년.『행복한 노후를 위해.
에바 두아르떼 데 페론
구제사업재단』.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

그림 44. 『아메리카, 평화,
일자리, 자유의 절망으로 이어진
대륙』.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

160

그림 45. 델아꾸아(Juan
Dell’acqua) 1947년.『국기를
높이 들고』.
정보차관실(Subsecretaría de
Información).

비아지니에 의하면, 라틴계가 자신들이 후진적이라 여기며 백인에게 복종하는 태도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백인의 우월성을 추구한 ‘네오라틴’ 계열은,
아르헨티나 국제주의의 출현을 장려하며 강대국은 약소국을 자신들의 주로 받아들이거나 식민지로
착취하는 등 정복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Hugo E. Biagini, La contracultura juvenil de la emancipación de los indignados (Buenos Aires:
Capital Intelectual,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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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본 자동차나 조정기의 모델명에서 페론 정부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단어와 아르헨티나 토착민의 단어는 동일선상에서 사용되었다. 서로 다른
최첨단 기술 및 유럽 모델들을 깊게 참고한 디자인에 “인디오 전통”을 따른 고전적인
모델명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토착민 문화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아
르헨티나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한 프로젝트이기보다는 아르헨티나의 민족성을 유발
시키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유럽인과 그 후손들
이 대부분인 국가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었던 이미지는 실제 국민들 그
누구와도 상관없는 원주민 문화의 요소들이었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태
생적으로 유럽인의 후손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고유의 문화나 디자
인 정체성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유럽의 그것을 계승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아
르헨티나의 이러한 특징이 ‘디자인 식민성’을 불러일으키는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다.

개발주의 정책과 디자인산업

1950년대는 데폰티가 언급했듯이 국립디자인진흥기관, 국립대학교와 국영
기업이 형성되면서 “디자인”을 산업생산 과정에서 제도화하고 진흥을 모색하는 시기
이기도 했다.161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아로스킨(Ricardo Aroskind)은 페론이 이임
한 1958년 무렵의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 근접한 높은 삶의 질과 교육수준, 고급 문
화와 과학 기술을 선보였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론스킨은 당시 아르헨티나 사회

161
Javier De Ponti, Diseño industrial y comunicación visual en Argentina: Entre la universidad, la
empresa y el estado (Buenos Aires Argentina: Prohistoria Ediciones, 20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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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선진국과 발전주의 국가의 거리를 좁
히는 길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고 명시했다.162 페론의 이임 후 아르헨티나 정부에는
친페론주의와 반페론주의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1970년대 중반까지 이
어졌다. 1955년에서 1973년까지 18년 동안 무려 12번이나 대통령이 바뀌었고163, 정
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 예로 1958년 프론디시(Arturo
Frondizi)는 취임 후 산업발전을 이루겠다는 모토 아래 ‘개발주의(desarrollismo)’ 정
책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외국투자를 자극하는 전략으로 기기, 석유, 제철 산업을 집
중적으로 키워 나가려는 시도였으나, 국내 경제개발을 가속화시키기 보다는 최소한
의 자본 투자로 국제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아르헨티나 경제
학자 스바르츠세르(Jorge Schvarzer)가 잘 표현했듯이, “1950~60년대 아르헨티나 경
제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164 당연한 수순
으로 개발주의 정책은 1959년 정권이 바뀌자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프론디시가 추
구했던 ‘산업 개발’은 그 어떤 정권이나 이데올로기가 주도권을 잡더라도 절대적으
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165이며, 이를 위해 이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166는 교훈을 남겼다.

162
Ricardo Aronskind, "El país del desarrollo posible," in Nueva Historia Argentina. Violencia,
proscripción y autoritarismo (1955~1976), ed. Daniel James (Buenos Aires: Sudamericana, 2003),
65-66.
163

1955 고메스(José Domingo Molina Gómez), 1955~58 년 아람부루(Pedro Aramburu), 1958~62 년
프론디시(Arturo Frondizi), 1962~63 년 귀도(José María Guido), 1963~66 년 일리아(Arturo Illia),
1966~70 년 온가니야(Juan Carlos Onganía), 1970~71 년 레빙스톤(Roberto Marcelo Levingston),
1973 년 라스트리니(Raúl Alberto Lastiri).
164

Jorge Schvarzer, La industria que supimos conseguir: Una historia político-social de la industria
argentina (Argentina: Ediciones Cooperativas, 2000), 255.
165

Claudio Suasnabar, Universidad e intelectuales (Buenos Aires: Flacso Manantial, 2004), 44.

166
Federico Neiburg and Mariano Plotkin, Intelectuales y expertos. La constitución del conocimiento
social en Argentina (Buenos Aires: Paidós, 200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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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발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에 찼던 1950
년대 중반부터 1960년 무렵에 디자인은 산업발전을 도울 수 있는 요소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디자인은 어떠한 과정에서 단순한 장식 만을 담당하는 활동이
아닌 단단한 이론에 기반한 전문 노하우로 아르헨티나 사회에 자리잡게 된다.167 그
결과 디자인교육을 위한 대학교 교과 과정의 개설과 디자인스튜디오의 설립, 국영회
사의 디자인 부서 창설과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산업디자인연구센터 CIDI가 설립되
었다.

167

De Ponti, Javier, 앞의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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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70년대 군부 정권과 경제 위기

1950년대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1978년에 이르러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 세 국가
의 산업 생산을 모두 합쳐도 브라질이나 멕시코 공업생산의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
했다.168 아론스킨에 의하면 1956년에서 1957년, 그리고 1962년에서 1963년을 제외
하고 아르헨티나의 국가 정책은 수입대처법의 발전과 산업 팽창을 장려하는 방향이
었다. 1956년 산업생산이 농업생산의 1.7배였고, 1966년에는 2.2배로 상승했다.169

그림 46. 보호하는 것은 즉 사랑하는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국가 재건 과정’ 프로파간다. Clarín
1977년.

168

Gaudio and De Ponti, 앞의 책, 38.

169

Aronskin, 앞의 책, 72.

그림 47.모이자! 괴란에 잡아먹히지 않게. ‘국가 재건
과정’ 프로파간다.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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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온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은 1970년대에 이
르러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현상은 2020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있다. 이러
한 경제 변화는 당시 1973년과 1974년 중동전쟁으로 일어난 석유파동(Oil Shock)과
같은 국제시장 변동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170 그리고
이 시기를 틈타,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주어진 “전세계의 농장”이라는 타이
틀을 되찾고자 산업발전과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을 점차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특히
1976년에 아르헨티나 농업사회(Sociedad Rural) 창시자의 후손 비델라(Jorge Rafael
Videla)171가 ‘국가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고 미화된
모토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통치하면서 산업분야의 위기가 시작된다.172
억압된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독재정권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감추
고자 다양한 단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173 그리고 디자인은 다시 한번 국가의 처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군사정부는 라디오, TV, 프로파간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들
의 “도덕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며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범죄, 괴란, 테러의 진압과
이들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자극을 뿌리뽑기 위해”174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세웠
다.175 <그림 46, 47>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던 산업디자이너들에 의하면 정부
가 수입제품을 싼 값에 들여오기 시작하자, 시모네띠(Eduardo Simonetti)나 꼬간

170

Schvarzer, 앞의 책, 285-287.

171

Schvarzer, 앞에 책, 286.

172

Schvarzer, 앞에 책, 288-289.

173

요컨대 비델라는 고속도로, 스타디움 및 도로 공사와 같은 단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실시한다.
174

AA.VV., 24 de Marzo. Del Horror a la Esperanza (Buenos Aires: TELAM SE, 2006).

175

Gaudio and De Ponti, 앞의 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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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o Kogan)은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은 후퇴했으며 디자인의 가치도 무의미해
지고 기업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수입 부품을 재조립하는 것에 그쳤다고 증언했
다.176

176

Luis Campos, “Diseñadores Argentinos,” (Buenos Aires: TRADING MIX SR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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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아르헨티나 디자인사의 비교분석

3.1. 전략적인 지정학적 조건

일반적인 평면 지도와 달리 지구의 모양과 형태를 최소로 왜곡시키는 형태
는 바로 지구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구본에서 한국을 시작으로 지구 중심을 가
로지르면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간 윗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정확히 12시간 시차가 있어 낮과 밤이 반대
인, 말 그대로 지구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지정학적 특징과 역사적으로는 유사한 행보를 걸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아시아에서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아르헨티나를 살펴봤을
때, 동아시아나 남아메리카는 결국 정치적인 개념이 아닌 문화적인 개념이었으며, 이
는 지정학적이 아닌 가치평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누가 아메리카에 잉카와 아스테카가 살고 있었고 아시아에 중국인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지 알았는가? 서구의 크리스티안들, 그들이 지도를 그리고 지역을
명명했다, 오직 그들만 알고 있었다. 중국사람들과 일본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다른 거주민들은 언제 그들이 아시아라는 명칭을 가진 대륙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중국, 일본, 인도의 국가 및 제도가 그들이 “아시아” 라는 대륙에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특정 지역을 그 명칭과 연관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시대나 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177
177

Mignolo, 앞의 책,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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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 하에,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한국의 “주도권”을 다투게끔 하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서구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늦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
의 식민통치를 당해 전통의 탄압과 왜곡된 근대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델라플라따 항구는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제국과 소통
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였다. 특히 물물교환과 노예무역, 그리고 영국과의 밀수 무역
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중에서도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데올로기가 가장 빠르게 유입
되었다. 이처럼 두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전략적이고 매력적인 조
건을 지닌 국가들로 비쳐졌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근대화’, 즉 ‘서구화’가 이루
어지는 방식에 있어 방향성을 좌우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
생적으로 근대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두 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대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

3.2. 선진국 우월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조건은 양국의
디자인역사문화적 방향성을 뒷받침 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조건이 바로 양
국의 “근대화”과정의 방식을 결정지은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외국의
장단에 따라 휘둘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틀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근대화 과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물론 타국의 지배 아래 왜곡된 근대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한국과, 스페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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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립되어 근대화가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양
국은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소비 지향적인 근대에 익숙해졌고 자국의 것에 대한 폄
하와 일종의 사대주의가 사회·문화 속에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된 것이라고 본다. 이
처럼 주입된 무의식에 의해 자국의 전통, 즉 야만적인 전통은 뿌리 뽑아야만 하는 것
이었고 스페인이나 일본, 그리고 1940~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문명이 삶의 질서이
며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은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겪
으면서 자국의 지역적인 특색과 전통문화가 가진 가능성을 부정했고, 해방 이후 강대
국들의 개입을 통해 서구의 논리를 긍정하는 제2의 식민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럽,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되었으며, 이러한 “수입품”은 결국 근대적이며 고상한 취향, 삶의
질의 향상과 품격 있는 생활상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의
미술교육은 피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국가 차
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국내 교육으로 인해 당시 예술가들은 일본으로의 유
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예술은 ‘가취(good
taste)’ 향상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예술가들에게 있어 유럽의 아카데미에
서 연수를 받고 오는 것은 당연한 풍토였다. 그들이 일본이나 유럽에서 받은 교육은,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양국의 디자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처럼 선진국 우월주의, 곧 자국의 것에 대한 폄하는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
계속하여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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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권 이미지와 도구화

연구자는 양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1950~70년대에 어떤 방식으로 디자
인이 이용되었는지 볼 수 있었다. 먼저 양국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상
징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양국에
서 “생산”된 최초의 모델은 외국 자동차를 현지 상황에 맞게 재조립하며 약간의 변화
를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목적 또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는 점이 동일했다.
이후 한국의 박정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양
국의 자동차 프로젝트는 본격화되었고, 각기 방향성은 달랐지만 유사한 “민족성 자
극 전략”을 통해 자동차를 선전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
대까지 그래픽이나 산업디자인을 통해 아르헨티나 민족성의 상징을 정치적으로 활용
했고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캠페인의 일부로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 진정으로 아
르헨티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다. 페론이 사용한 프로파간
다에서 “마을”, “국민”,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유럽 후손 노동자들이었고,
‘라틴아메리카’가 들어가야 할 경우에만 원주민 인디오가 등장했다. 서로 다른 상징
을 교묘하게 섞어 활용한 것이다.
한국의 시발자동차와 아르헨티나의 라스뜨로헤로는, 이문석과 삐까베아가
주장한것처럼 “진정한 디자인” 이라고 하기엔 미학적인 부분을 간과한 면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그렇기에 그들의 발언은 다소 성급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국의 사
회를 이해하고 제한된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재생된 차량이었던 만큼, 각 나라의
디자인 정체성을 탐구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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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50년대의 시발자동차나 1960년대 새나라 자동차 프로젝트
에서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일본이나 미국 회사의 차량 모델을 모
방하거나 재조립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양국의 정치 포스터는 역사주의 형식의 스타일을 띠고 있었고, 차량의 경우
한국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스타일링을,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의 까로세리아를
모방함으로써 당시 선진국들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3.4. 국가 주도의‘프로젝트화’

앞서 살펴봤듯이, 연구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디자인사에 등장하는 정권
의 사회, 경제, 문화 정책 중 디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
했다.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 1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유사한 디자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과 한국 박정희 정권 사이의 시간차와 유사하다.
최윤국은 박정희와 페론의 공통점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했다.178 하지만 연구자는 이 공통된 리더십이 단순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과
업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각 정부가 활용했던 이미지와

178
첫째, 집권 직전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여 전통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특
징이 잘 나타났다. 둘째, 군 출신 리더로서 경제 정책 및 경제 거버넌스에 영향을 끼쳤다. 셋째, 장기집권
을 통해 그들의 리더십이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회자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도 해당 지도
자의 경제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리더십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 위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Choi, 앞의 논문, 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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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상징성을 통해 사회에 각인되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본다.
산업화에 있어서 아르헨티나는 수입 대처법의 일환으로, 그리고 한국은 수
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은 상품의 경쟁력
을 높여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등장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1963년, 한국은
1970년에 국립 디자인진흥기관을 설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세웠다. 첫째, 디자인센터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각 사회에서 선행적으로 형성
된 디자인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둘째, 각 센터는 국립 디자인교육과 깊은 관계
를 맺으며 사회에 디자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양국의 디자인센터들
을 통해 세워진 기초들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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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60~70년대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의 비교 고찰

이 장은 양국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의 디자인 결과물들과 교육, 홍보수단, 전
시 등을 분석하여 각 기관이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들과 그 명암을 밝힐 예정이다. 연구자는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연구센터(CIDI)’
와 유사한 활동을 한 한국디자인기관으로, 선행 연구에서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으
로 간주된 ‘공예시범소’가 아닌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를 선정하여 비교 대상
으로 삼았다. 비록 KDPC(1970~1991179)와 CIDI(1962~1976, 1977~1987)의 설립
시기와 성격이 다르고, 각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만큼 절대적인 일대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둘은 양국에서 최초로 국가 지원과 산업 개발의 틀 안에서 세워진 ‘국립
디자인 연구소’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둘의 활동이 디자인 전시, 교육, 기업과의 소통, 연속 간
행물 발행 등 양국의 디자인센터의 활동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이 두 기관의 역사와
그 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되,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기관의
활동을 1960~70년대로 제한하여 기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179
한국의 디자인연구소의 경우, 1960년대에 시작하여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포장센터’, 이 3기관이 1970년 4월 20일날 통합 방침이 결정되고 같은 해 5
월 19일에 디자인포장센터(Korean Design Packaging Center - KDP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이름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orean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 KIDP)’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
서 연구자는 1966년대에 설립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20년간 KDPC로 이름이 유지되었던 시기
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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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1.1. KDPC의 모태와 전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공예시범소나 시범시청각교육원이 한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 기관이었고 이
후 디자인 진흥 방향성의 길잡이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앞 장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공예시범소나 시범시청각교육원이 미국의 디자인 원조를 받았던 만큼, 두 기관
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한국을 교육하고 결과물을 평가해 미국에 전시하여 인정받음
으로써 보상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주체적인 디자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1970년에 박정희 정권 지원 아래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DPC)는 1958~1961년 공예시범소와 시범시청각교육원의 교육과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교육 내용180이나 공예시범소에서 교육했던 ‘디자인’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예시범소와 시범시청각교육원은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로
자립하여 국가 지원 아래 설립된 기관이 아니었고 미국 자본이 투자된 만큼, 디자인
프로젝트 또한 미국이 선진국으로 자리잡게끔 이끈 자본주의 체계 하에 “인더스트리
얼 디자인”, “굿 디자인”을 한국 사회에 주입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진흥기관의 모체”181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라고 볼 수 있다.

18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앞의 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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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966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연구자 제작.

공예디자인연구소는 1960년대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디자인’ 전
공도 없었던 당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교육자들의 요구로 창립된 기관이다.182 이
를 위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순석, 권순형, 조형제, 민철홍과 홍익대학교 한도룡,
염인택, 그리고 한양대 산업미술학과 박대순 등이 상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디자
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들은 “활기찬 제품 생산”, “독창적인 브랜드 과시” 등 5개
년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있어 디자인의 필요성을 설파했다.183 즉, 이들은 당
시 수출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제 1차 5개년 계획(1962~66년)을 통해 산업이 점차 발전

182
민철홍은 “디자인계에서 젊은이들이 창작, 연구 의욕을 북돋아주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예에서 국
전이 존재 했듯이 국가에서 행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디자인계의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박영목, 앞의 책, 87.
183

박영목, 앞의 책,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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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정부로 하여금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이 더해졌을 때 수출
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다. 교수진의 상공부 장관 면담을 통해, 1965년 9월 13일 청와대에 자리잡은 ‘수출진
흥확대회의’에서 2개의 디자인 정책이 논의된다. 하나는 디자인을 대중에 알리기 위
한 수단으로 1966년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6월 4일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여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국립 디자인사업은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
았던 ‘디자인’ 개념184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품의 질을 높이는
연구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4년 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KDPC로
통합되었고, 그 결과 연구소의 활동이 KDPC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1.1.1.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목적

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1966년 6월 4일 창립총회, 임시총회를
거쳐 정관 및 역원을 확정하고, 7월 26일 상공부의 설립 승인을 얻어 같은 해 9월 5일
에 상공부로부터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 10월 6일 서울대학교 대지 300평을 무상으
로 대여 받고 10월 28일부로 연구소 착공에 들어갔다.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설립
허가 사업개요185에 명시된 연구소의 목적과 진행하고자 했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

184
1960년대 당시 디자인 개념은 물론, 디자인 전분 분야는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은 미술 분야의 일부 그리고 디자이너는 “패션”에 관한 일을 하는 전문인으로 여겨졌다고 나타났
다.『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87.
185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기공식일자변경,” BA0124359 (서울: 상공부 중소기업국 지도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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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본 연구소는 공예품의 “디자인”의 개선과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공예분야의
기술원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공예산업의 수출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공예생산품의 재질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수공업품의 재질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제반공예에 관한 연구발표와 시범 지도
산업계와 디자인 분야의 경영합리화의 연구
상품포장의 개선 및 선전광고에 관한 연구와 지도
공예분야의 기술원양성 및 훈련교육
특정기업체의 의뢰에 의한 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연구와 지도
제반 디자인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상공미전에 관한 협조
전각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이러한 연구소의 목표와 연구 계획에서 드러나는 디자인 연구의 목적은, 앞
서 공예시범소가 추진했던 수공예 기술의 발전을 통한 품질 향상과 수출을 위한 한국
적인 디자인의 발굴, 미국의 “디자인” 개념의 전파 시도와 같이 한국의 산업 미술 수
준을 향상시키고 수공예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민과 기타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생
산력 증진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활동은 설립허가를 받고서도 한동안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49>
특별한 활동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연구소의 홍보를 위해, 당시 연구소 산하 디
자인기술연구부에 있던 권순형은 1968년『미대학보』를 통해 “본교 학생이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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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들”을 위한 공예디자인 연구소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에 1966년 발행한 사업 개요를 함께 실었으며, 당시 연구소에서 진행 할
“사업 계획을 수립”186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1968년 2월까지도 연구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설립 2년 후인 1968년에 제1호 연구원이 입소하고187
같은 해 7월 31일 연구소가 완공되어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디자인 연구가 진행
되고 다음 해, 1969년 2월 5일에 ‘한국디
자인센터(Korean Design Center KDC)’로, 다시 3월 14일에 ‘한국수출디
자인센터’ 개칭을 하면서 정부는 연구소
에 1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름의
변경에서 드러나듯 연구소의 목적은 이
전보다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설립 초
기 연구소의 목적과 달리, 연구 내용은
그림 49. 1966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위치도.

1969년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된 이
후부터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연구소에 “New Idea, New Plan, New Life” 라는 3대 이념이 생겼는데, 이는 수출
향상이란 목적에 맞는 예술과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덧붙여

186

“이상과 같은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관될 날을 기다리며 연구분야의 실질적 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한국 공예·디자인 센터」『미대학보』제2호 (2월 1968).
187

부수언에 따르면 연구소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사무국은 사무를 보고 있을 당시에 그는 1호 연구원으
로 입소했다.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기억과 대화: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
산업연구센터, 2004),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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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었다.188 이 슬로건은 과학과 미학이 반영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경
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과, 이 연구소가 한국의 모든 디자인 활동의 중심이 되겠다
는 결심을 의미했다.189 따라서 KDC의 모토에는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
게 하고 이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가치 중심적인 연구소가 될 것이라
는 다짐이 보인다. 또 한편, ‘디자인’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며 개선·계몽적이
고 경제를 살려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디자인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부수언은 연구원들이 기대
했던 것과는 달리, 상공부에서 한국디자인센터에 기대했던 ‘디자인’연구의 대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1969년 7월 상공부장관 김정렴은 한국수출디자인센터의 계간지를
통해 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그 대상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상공부로 하여 매년 40% 이상 신장하여 온 수출과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출목표를 생각할 때 해외시장에서 환영 받는 “디자인”의
연구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튼튼한 시장 확보를 기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상품의 수요를 개척하는 길을 새롭고 값싼 우량 상품을
발판으로 해외소비자의 욕구와 기호 또는 취미를 잘 연구하여 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190

결국, 상공부가 디자인센터에 바랐던 디자인연구는 수출 시장의 치열한 경
쟁을 뚫고 외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그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한국적인 제품을 연

1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 앞의 책, 88.

189

“Guide to Korea Design Center Inc,”『계간 디자인』제2호 (11월 1969): 30 참조.

190

김정렴, “창간축사,”『(계간)디자인』제1호 (7월19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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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은 이 글에 이어 성공적인 사
례로 일본의 예를 들며, 한국의 수출품 수준에 비해 일본의 디자인 동반 수출 진흥 계
획을 통해 나온 제품이 더욱 우수하고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
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바와 디자인센터 연구원들이 문제에 접근한 방법
은 매우 달랐다.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은 다방면으로 연구분야를 넓히고자 했고 ‘수출
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계몽적인 성격을 띈
연구, 그리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공예나 디자인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이 전무했다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 공
예디자인연구소 초기에는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수진들이
이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디자인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했던 응용미술과 졸업
생들이 연구소에 지원하게 되면서 실험적인 면이 보다 더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9년 2월에 정부의 명령으로 ‘디자인수출센터’로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공예디자인연구소의 학술적인 면이 축소되었고, 연구분야의 확장을 위해 무역이나
공산품, 대량생산 등과 관련된 연구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191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기존의 서울대 인원들이 지향했던 연구의 방향성을 전복시키며 이후
연구소의 해산을 야기한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191

“디자인센터로 개칭 공예디자인연구소,”『매일경제』, 196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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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구성원들과 연구 성과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설립계획서에 의하면 이순석과 같은 주요 구성원
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설립 당시 권순형(디자인기술부 담당), 김교만, 조
영제, 민철홍, 백태원, 김정자, 윤근중 등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진이 추가로 포
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암규가 단언했듯이, 이처럼 연구소의 요직을 맡았던 연
구진은 모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진이었다.192 이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설립 조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연구소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연구소의 회원은 서울대
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하는 전임 교직원(전임강사 이상)”이 자격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193 이후 1969년 2월 5일에 제3대 이사장 최무환이 한국디자인센터 이사장으
로 취임하고 서울대학교 외 출신 연구원들이 추가적으로 입소하면서 연구소의 성격
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여전히 <그림 50>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소 내에서 전반적인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던 부서는 ‘디
자인기술연구부’였다. 이 부서는 ‘포장디자인’, ‘광고선전디자인’, ‘공업미술’, ‘직조
날염’, ‘석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와 같은 6개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192

박암규,「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14.

193

“사단법인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법인등기등본제출,” BA0124359 (서울: 상공부 중소기업국 지도
과,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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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1969년 ‘한국디자인센터’(옛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연구부서 및 구성원.

연구소가 완공되자 각 부서를 담당할 연구진이 구성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를 시작했다. 부수언은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본인이 제1호 연구원으로 입소하고서
매 분기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의욕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194
이런 단서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발표했던 주제는 새로운 제안이나 계

194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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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적이고 현실적인 디자인 연구 등과 같은 것이었는데, 제품의 디자인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생산되고 유통되지는 않았다195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연구소에서 진
행되었던 연구는 “디자인” 개념 자체를 논하고 한국 사회를 연구하기 보다는, “계몽
적인” 색채를 띤 제안의 성격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수언에 따르면 1968
년, 해당되는 연구 내용이나 보고서, 발표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
지만,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그리고 이후의 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는 당
시 부서의 이론과 편집을 담당했던 연구원 정시화를 통해 정리되어 계간지 「(계간)
디자인」에 실렸다고 한다.196

“연구소에서는 연구결과를 매 분기마다 발표 시작했다. 결과물들은 전시도 하고,
기관지에 게재도 했습니다. 기관지에 발표가 되고, 그 책자가 배포가 되고, 그
책자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계간지가 유일한
디자인전문지 였으니까요.”197

계간디자인에 실린 디자인센터의 활동 소식란을 살펴보면, 연구소에서 진
행된 세미나와 전시의 내용은 디자인의 역할을 알리고 모범적인 디자인을 소개하는
계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디자인센터
는 1969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최초의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한
국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문제점 및 현대 디자인의 개념, 구라파 금속 공예의 동향 등
주로 계몽적인 내용이 다루어졌다”198고 소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표

195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63-64.

196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64.

197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64.

198

“디자인뉴우스,”『계간디자인』제2호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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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알 수 있듯이, 세미나를 담당한 강사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생 및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히 서울대학교 내에 위치
한 연구소의 특성과 그 업무를 맡았던 연구원들의 인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
인 교육자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 디자인의 개념과 의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는 점과, ‘한국디자인센터’ 즉 ‘공예디자인연구소’는 당시 디자인 교육에서 부재했던
초기 한국디자인의 이론적 기틀을 서구의 개입 없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시
기였던 만큼, 이 연구소의 활동은 응용미술과 곳곳에 흩어진 디자인 의견들199을 모아
공예시범소에서 받았던 교육을 되짚어보고 한국에서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
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

세미나 내용

담당 강사

1969.5.19.

디자인의 절대성
공예자재 개발의 계획과 운용성
한국디자인 개발의 문제점
공산품생산과 디자인
디자인과 상품판매
모던 디자인 개념
유럽 각국의 금속공예 동향
광고 디자인 계획
공업, 상업 디자인의 동향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세계각국의
시장을 살피고 귀국한 김교만의 빌표
공업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에 관해 조사연구 발표
공업디자인
쇼윈도우계획
외국의 광고
구미각국의 도자공예 경향

이순석
백태원
권순형
민철홍
김정자
윤근준
김기련
조영제
김교만

1969.5.20.
1969.5.21.
1969.5.22.
1969.10.28.~10.30.

1969.12.1.~12.4.

부수언
민철홍
조영제
김교만
권순형

표 4. 한국디자인센터가 진행한 디자인 세미나. “1969년도 KDC 활동일람표,”『계간디자인』제3호, (1969), 5759 참조. 연구자 편집.

199

이순석의 장식으로써의 디자인과 김정자나 민철홍의 미국식 모던 디자인 개념과의 의견차. 이 논문
‘2.1.2. 응용미술과의 교과과정과 교수진’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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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한
것은 아니었기에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 예로, 디자인센터 전시 홀을 통
해 진행된 다양한 전시를 들 수 있다. 1969년에 열린 제4회 대한민국상공미전과 제1
회 광고물 디자인전시회(5월 21일~31일)의 목적은 도시 미화를 방해하는 불량 광고
의 규격화를 통해 그 수준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우수상은
코카콜라광고에게 돌아갔고, 결국 표방했던 ‘불량 광고의 규격화’라는 목적과는 달
리, 당 시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광고의 전시를 했던 것으
로 추정 할 수 있다.
최호랑은 디자인수출센터를 동반한 여러 가지 조직, 사회, 경제, 기술적 조
건의 문제로 정부가 추구했던 수출 향상을 위한 “체계 잡힌 실행 계획과 효과적인 활
동 차원”의 디자인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200 이어서 최호랑은 계
간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즉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 수출 상품의 형식
적 개선’ 차원의 디자인이 실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소의 모순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201 이 문제는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던 수출 향상을 위한 디자인
과 당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기대했던 디자인 계몽 활동의 상충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202
이처럼 정부의 목적과 실제 연구소의 활동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여, 연구소의 설립 조항 제21조에 연구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연구원 3

200

최호랑, 앞의 논문, 42.

201

최호랑, 앞의 논문, 42.

202

부수언은 “당시 연구원들은 연구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포장협회’
라는 기관과 통합되면서 서울대에서 분리되어 디자인진흥기관으로 성격이 바꿨다”고 본인이 연구소를
떠난 이유를 밝혔다.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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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2 이상의 출석과 찬성 여부를 반영하여 해산, 그때의 재산은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3 이 내
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디자인수출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되자 그 목적의 달성을 위
해,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서울대학교와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개칭으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한국수출디자인센터’ 가
되었고 ‘디자인’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1970년 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구소 방문
을 통해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때부터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디자인·포장 문제가
주요 보고 사항”204으로 다루어졌다. 뒤이어 1970년 5월 15일 ‘한국수출디자인센터’
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기술향상을 도모했던 ‘한국포장기술협회’, 그리고 수출품의
포장 개선 연구를 담당했던 ‘한국수출포장센터’를 재단법인으로 통합하여 ‘한국디자
인포장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1.2. KDPC의 국립디자인산업 전개

최호랑은 “이전 시기에 활동했던 공예시범소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도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활동에 대한 개입
이 소수의 권력자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205 라고 디자인포장센터
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더했음을 강조했다. 공예시범소나 한국수출디자
인센터가 정부의 영향력을 다소 덜 받았던 이유는 그 설립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

203

“사단법인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법인등기등본제출”, 앞의 국가 문서.

204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 앞의 책, 90.

205

최호랑, 앞의 논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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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예시범소는 미국의 디자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며, 한국수
출디자인센터의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연구소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국립기관으로서 전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
던 KDPC와 앞의 두 기관이 갖는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공예디자인연구소’가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상공부의 조
치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의 결과로, 정부가 진행하고자 했던 디자인 사업의 취지와
서울대학교의 행보는 점차 멀어졌다.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1965년대에 이어 ‘대한민
국상공미전’의 심사위원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디자인포장』에 교수들
개개인의 디자인 연구나 견해를 게재하지만, KDPC는 서울대학교와 별개로 독립된
국립디자인진흥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는 ‘한국수출디자인센터’
를™ 통해 기업을 초빙하거나 기술 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불러들여 포장, 기술, 디
자인 분야에 같은 비중을 두고 여러 활동을 추진했고, 디자인으로 하여금 경제개발을
위한 수출품 미화에 기여하는 도구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1.3. 경제 개발을 위한 포장으로서 디자인 진흥

디자인포장센터에서 디자인, 포장, 기술의 세 가지 분야는 동급으로 다루어
졌다. 정부는 이들을 동등한 비중을 두고 통합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 세
가지 전문분야 중 ‘포장’과 ‘디자인’은 KDPC의 명칭에서, 그리고 단체의 이데올로기
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디자인에서도 나타났다. KDPC의 심볼마크 해설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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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과 PACKAGING 의 첫머리 글자이며 소문자의 d, p 를 결합시켜
생산제품의 공업디자인과 제품 판매를 위한 상업디자인, 안정유통을 위한 포장
계획을 서로가 긴밀한 관계와 조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상징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수출 증대와 수출상품 고급화의 일선에서 향상
연구의 매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임.”206

이와 같은 문구는 KDPC 심볼마크<그림
51>, 그리고 센터의 소개문과 함께 1970년대『디
자인포장』잡지의 첫 머리에 실렸다. 이는 KDPC
가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볼마크
를 홍보하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마크에 부여한 “수출 증대”나 “수출품 고급
화”와 같은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반면, 기
하학적인 형태의 ‘d’와 ‘p’의 만남은 ‘한국디자인
포장센터’라는 명칭에 이어 한국 사회로 하여금
그림 51. KDPC 심볼마크.
『디자인포장』제3권, 4호, 1972.

‘디자인이 곧 포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디자
인 개념 정립에 혼란의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상공부장관이자 초기 KDPC 이사장을 맡았
던 이낙선은 『디자인포장』 첫 장에 한국의 디자인과 포장의 실태를 소개하는 머리
말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KDPC가 ‘디자인’과 ‘포장’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

206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마크의 해설,”『디자인포장』 제3권, 4호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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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질적인 향상은 오직 꾸준한 품질개선에 대한 연구로 이룩되는
것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굳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 개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과 포장의 실정은 국제수준에는 아득히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의 품질 자체는 외국 상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으면서도
디자인과 포장이 나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디자인, 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관계기관을 방문하셔서 현황이나 연구시설 등을 두루 살피셔서 진두에서 지도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자체는.”207

이 문구를 해석해 보면, 첫째, “품질개선에 대한 연구”는 “굳 디자인과 포장
의 개선”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상공부가 KDPC에서 진행될 연
구는 기술적인 부분을, 그리고 굳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은 상품 표면의 미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포장 디자인’이 아니라 ‘디
자인’과 ‘포장’을 구분하여 강조하는 사실은 ‘디자인’을 앞서 언급한 표면의 장식으
로 한정하고 ‘포장’을 상품의 표면을 감싸는 기능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
째, 이 모든 개선을 결국 상품의 “제 값 받기”에 기여함을 목표로, 정부는 “디자인 포
장”이 경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도구로 쓰일 것을 다시금 예언한다. 결국 KDPC의 활
동은 이러한 용어 정의의 방향성부터 틀어진 채 시작된 것이다.

207

“이낙선 이사장 권두언,” 『디자인포장』제1호, 197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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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DPC의 결과

KDPC의 활동은 1971년에 시작되어 1991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개칭
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디자인의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장에
서는 1970년대 KDPC가 설립되어 포장 기술 개선, 그리고 제품의 생산과 함께 다뤄
던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이 중에서도 당시 센터가 진행했던 국제적 교류와 교육
활동, 디자인 연구와 결과물, 그리고 이러한 전문분야와 새로운 개념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홍보 수단을 살펴볼 것이다.

1.4.1. KDPC 교육과 연구

이 장에서는 KDPC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와 강연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
는 KDPC의 교육 내용 기록을 찾고자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
문기사와, 당시 KDPC에서 발행한 『디자인·포장』과 이 기관에 당시 발행했던 책자
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료를 모아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KDPC는 주로 디자인 관련 강연과 디자인 포장 교육, 산업계 디자이너 포장 실
무자 교육, 외국 디자인 포장 전문가 초빙 교육, 관광 업소 포장 디자이너에 대한 실무교
육 등을 담당했다. 이 외에도 1950년대 공예시범소, 그리고 1960년대 말 한국디자인센터
가 시도한 한국 사회에서의 디자인 개념 인식의 확산 활동과 더불어, KDPC에서 근무하
는 연구원들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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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간

제목

담당 강사

1970
1971

8. 25.~8.27.
9.17.~11.2.

福岡和雄 大森弘一郎
이낙선

1972

11.26,
8. 22.~ 10.26.
10.26.

경영자를 위한 포장세미나
제 5 회 포장 관리사 양성교육
(수출정보센터)
디자인과 포장 세미나
경영자를 위한 포장 세미나
한국의 포장 개선 방향과 해외
포장의 동향 (수출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연구제품
디자인지도
일본 포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신문회관)

1972.11.3.~73. 2.10.
1973

10 월 15 일~11 월 23 일

레이벨(Bertham Reibel)
얼캔델(E.B. Candel)
이낙선 / 에얼 겐텀
윌슨(R.V. Wilson)
소곡야수(이등충상사주식회사
유통 시스템 실장)
장곡천량의(일본포장연구소
기술연구부 기사

1974

10. 25.

물적유통과 포장에 관한 세미나

장곡천향융 (일본통운종합연구소
기술사)
오야수 (이도쭈 상사유통
시스템실장)

11.19.

전통공예 및 공업디자인
(한국무역협회 회의실)

래 0 의랑 (일본산업디자인
진흥회 사무국장)

3.26.~3.27.
5.9.~6.24.

국제포장세미나
나염, 도자, 완구, 토산품
디자인지도
포장기술교육

6.17.~6.21.

나하첨언씨 (닉크개발연구부장)
일본포장협회 이사장
윌슨(R.V. Wilson)
6. 17. 포장인쇄계요 강사 박기철
6.18. 골판지 인쇄 강사 김형돈
6.19. 그라비어 인쇄 강사 신재성
6.20. 금속인쇄 강사
6.21. 철판인쇄 및 특수인쇄 강사
박기철
영구마헌사 (일본산업디자이너)
미공개

1975

6.11.~6.12.
6.23.~6.27.

1976

3.22.~3.27.

산업디자인 세미나(센터 회의실)
합성수지 포장기술교육(센터
회의실)
포장기술교육

1977
1979

11.8.~12.16.
4.18.~4.23.
5.1.~5.29.

포관리사
포장기법 교육
치수 표준화 교육

김희덕

1980

5.18.~5.30.

산업디자인 세미나

풀로스(A. J. Pulos)

UNDP 에서 파견된 3 명의
수출포장전문가

표 5. 1970년대 KDPC에서 진행되었던 교육 목록.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237 참고. 연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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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일부 교육은 외국 학자들을 초빙해서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강연 내용은 대부분 한국의 디자인 실태와 수출상품을 위
한 디자인 개선 방안, 모방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등 KDPC가 기대했던 수출을 위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디자인을 전제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세미나는 포장 기
술과 경영 교육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71년 11월 26일 실시한 ‘디자인포장세미나’는 1970년에
KDPC가 설립되고 개최한 초기 세미나 중 하나이다. KDPC는 이 세미나를 위해 미
국 그래픽 디자이너 레이벨(Bertnam Reibel)을 초빙했으며, 그는 한국 ‘로얄호텔’에
서 최상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디자인과 포장 강연을 진행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수
출 제품들의 물리적인 분배'와 ‘수출진흥을 위한 포장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고, 이
중 디자인에 관한 세미나는 외국에서 한국 제품을 "팔기 위한 디자인(Design to
Sell)”에 대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8 레이벨에 의하면 세계의 수출 시장은
“전쟁터”, 그리고 ‘좋은 제품’, ‘좋은 디자인’, ‘좋은 홍보’와 ‘좋은 배포’는 무기의 총
알과 같다는 비유를 들면서 디자인은 한국 제품을 외국에 팔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
소라고 강조했다. 209 또한 외국 시장의 외국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장악하
고 있는 우수한 디자인을 관찰함과 동시에 모방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
선하여 소비자의 눈을 매혹시켜야만 그들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고대 한국 미술을 한국 제품에 적용시키면 외국인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208

레이벨은 이 주제를 1) 팔기 위해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다 (catch the eye to make the sale), 2) 모방
을 하느냐 창작을 하느냐 (to copy -or to originate), 3) 근대 패키지와 제품을 위한 고대 한국미술
(Ancient Korean fine art for modern packages and products), 그리고 4) 한국 제품을 알아보다(identify
korean products)와 같은 하부 주제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最高 經營者를 爲한 디자인 포장 세미나』(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1),
66-63 참조.
209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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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 아름답고 독특한 회화와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현대적인 레이아웃 및 글자와
결합하여 외국시장에 환영 받는 매력적이고 한국적인 패키지를 만드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 매력적이고 외국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민속 예술의 회화나 그림에 등장하는
익살스럽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여러 호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210

한 예로, 레이벨은 익살스러운 호랑이를 현대적인 타이포그래피와 조합해
화려한 포장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들에게 방법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동물 모양의 장난감, “한국적인” 문양을 찍은 실크 스카프 등 한국 전통
의 이미지를 다양한 현대 제품에 적용시키면 외국 제품의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특별
한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했다. 결국 레이벨은 외국 제
품의 단순 모방은 지양했지만, “한국적인 것” 즉 “한국성”에 대한 사전 연구 없이 한
국 고대 미술을 제품의 표면에 적용하거나 한국 전통 미술과 서양의 기술의 조합만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공예시범소가 교육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210

“You have in your country beautiful and distinctive paintings and drawings. Many of these can be
used just as they were originally created, and combined with contemporary layout and lettering to
make effective packages which would be attractive, and well accepted in foreign markets- and they
would be distinctively Korean (…) You have many other tigers, in paintings and drawings of your
folk art, which are droll, humorous, and appealing.”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앞의 책, 73.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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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벨에 뒤이어 1972년에는 캔델(E.
B. Candel), 1972년, 73년과 74년에 윌슨(Roy V.
Wilson), 그리고 1980년 두 번에 걸쳐 ICSID의
대표 풀로스(Arthur Pulos)가 KDPC를 방문하여
연구원들의 교육과 세미나를 맡아서 진행했다.
켄델의 경우, 세미나는 신문기사를 통해 대략적
인 내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그림 52>
기사에는 켄델이 세미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켄델은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고객이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소구력을
지녀야 하며 판매 활동이 계속되도록 하여 목적
했던 바의 이윤을 내야 하는 것”으로, 좋은 포장
그림 52. “표준화가 급선무 미 캔델
씨 강영요지 경영자를 위한 포장
세미나.” 『매일경제』1972.08.25.

은 상품판매를 촉진시켜 기업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211

이러한 초기 디자인 교육을 위한 노력은 KDPC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
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의 정보센터 내에 디자인 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임원들 사이에 디자인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KDPC나
상공부 측에게 디자인은 수출상품을 고급화시켜 제값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
지 않았고, KOTRA의 디자인 관리실은 관련 업계들이 참고하기 위한 “해외 우수상
품의 디자인을 수집”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212

211

“풀로스 교수 초청 産業디자인 세미나 DP센터,”『메일경제』, 1980.5.20.

212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디자인과 包裝은 어디까지 왔나,”『디자인포장』제2권 1호,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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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델이 포장에 대해 집
중적인 강연을 진행했다면, 윌슨
은 같은 해 11월 3일부터 1973년
2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그
리고 1974년 3월 9일부터 6월 24
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
지도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의 세
그림 53. 1972년 켄델의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을
1960년대 초기의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이 1970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
었던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레이벨과 같이 노골적으로 서양식 제품에 한국의 전통문
양을 적용하라고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완전
한 서양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업체에서의 공업 디자인은 외국의 주문생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바이어의 디자인 규격에 따르고 있거나 상대국의 디자인 제공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외국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 또는 단순히 수정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출품 가운데 한국고유의 디자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예술작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디자인의 방향을 장식예술에서
기능 예술로 전활 시킬 때가 왔다.”213

213

“기업반영의 비결 공업 디자인 윌슨 씨 세미나르 강연 요지,”『매일경제』, 197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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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윌슨은 한국 예술작품개발을
실행하되, 장식예술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미국식 디자인 방법론을 교육했다. 그가 제안
한 디자인 개발은, 전반적인 생산방식, 소비성
향과 시장의 주요 상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
로 각 센터의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선정된 제품을 제작하여 공개적으로 사회의 평
가를 받음과 동시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방식이
그림 54. “기업번영의 비결 공업 디자인 윌슨
씨 세미나르 강연 요지.” 『매일경제』
1973.02.07.

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디자인 결
과물의 실패를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는 실용적인 지도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디자인
의 역할을 외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취향을 따라야만 외국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을 얻
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안내이기도 했다.

그림 55. 1973년 해외 우수디자인 상품 조사.
밀라노 실제 완구 사진. (왼쪽)
도쿄 실내용 휴지통 사진. (오른쪽)

그림 56. 1973년 전반기 공업품 디자인 연구 결과.
신랑각시 인형. (왼쪽)
한국 호랑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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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상반기 KDPC의 토산품 연구 개발 활동이 이러한 지도의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해외 우수 디자인 상품에 대한 조사가 선행
되었고 <그림 55>, 그 수준과 미학을 따라 유사한 한국 토산품을 개발했다 <그림
56>. 이 제품들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 전통의 혼례에서 오는 풍속과 의상을 완구로 구성하여 전형적인 한국의 신랑
각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완구로서의 용도를 표출 시킴은 물론 실내 장식용을
감안, 실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개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품이다.

호랑이를 주제로 어린이용 완구 (비비)의 구상은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연질에서 오는 제작방식으로 만화 식 호랑이의
표현은 곧 어린이의 환상적인 꿈의 세계로 전실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214

따라서 이러한 비일상적인 제품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문양의 적용을 제안했던 레이벨, 포장 경영에 대해 교육했던 켄델과 소
비자의 취향과 경쟁 제품의 트렌드를 조사해야 한다는 윌슨의 교육이 모두 반영되었
다. 이들은 모방과 장식 예술을 벗어난 제품 생산을 위해 깊이 있는 디자인 정의와 역
사적인 승패를 살펴보기보다는 트렌드를 민감하게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했
고, 1970년대 KDPC 디자인부의 연구 결과 중 수출을 위한 서구 기술로 생산된 제품
에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적용한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에서<표 6>, 그
들의 교육 결과가 깊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4

“센터 73년도 상반기 土産品의 디자인연구紹介,”『디자인포장 뉴슬레터』제1권, 2호, 197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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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목

품목

1970

그래픽 디자인 연구

해태 김 포장디자인
인삼제품 포장 디자인
제주도 관광 산업을 위한 CIP
모발 제품 포장 디자인
인형 포장 디자인
감귤 포장 디자인
양송이 포장 디자인
포장지 디자인
전기 스탠드
T-라디오
탁상용 시계
무당벌레
레카트럭
오니
잡화제품(비누갑)
의류 포장
양송이 통조림 포장
해태 포장
인삼 제품 포장
금속공예제품
초경공예품
목칠공예품
축세공예품
석공예품
제주지방 특화산업
전주지방 특화산업
경남지방 특화산업
경북지방 특화산업
담양지방 특화산업
소형 라디오
클래식 전화기
사자 보안관
다람쥐형 저금통
의료용품 디자인
신변장신구 포장
스카프 포장
주류 포장
홍삼차 포장
완구류 포장
도자제품
섬유제품
벽지 디자인
신랑각시 인형 (공동연구)
한국 호랑이 (공동연구)
금속제품
목공예품
도자제품
장식용품
지하철 차량 그래픽 디자인
시내버스 그래픽 디자인
주류·식품류 포장 디자인 (공동 연구)
수출공산품 포장 디자인
양말 와이셔츠
블라우스 외 의류제품
디지털시계라디오 (기본연구)
카 스테레오 (기본연구)
포터플 TV(기본연구)
헬리콥터형 완구(기본연구)
미니숭용차형 연구(기본연구)
’75 시드니 관광박람회 한국과 장치
제 9 회 서베를린 관광박람회 한국과
장치
디터 세트
한식 폼세트
노벨티, 커피세트
관광민예품 개발
넥타이 및 스카프
탁상용 전자시계 (수탁연구)
완구 (기본연구)
구미수출의 탑 계획
중앙곡속버스 그래픽 디자인
동양제과 트럭 그래픽 디자인
수출의 날 해사 정치 계획

1971

제품디자인

완구제품

시각디자인

수출 공예 잡화
디자인 개선

지방 특화 산업
디자인 지도 육성

1972

제품 디자인
(기본연구)
완구제품 (기본연구)
시각 디자인
(공동연구)

수출공예품 디자인
(공동연구)
1973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잡화류 포장 디자인
1974

제품 디자인

장치 디자인

수출잡화 디자인
(공동연구)

1975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수탁연구)

수출잡화 제품
디자인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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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시각디자인
수출 공산품 디자인
(공동개발)

1977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수출잡화 디자인
1978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수출잡화 디자인
(수탁연구)
1979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관광민예품개발

1980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수출잡화 디자인

수출용 섬유 패턴
디자인

타일
홈세트
관광민예품 개발
섬유 패턴 디자인
완구
한국인삼 및 인삼차 포장
잡화제품 포장
요업제품 (타일/홈세트)
섬유제품(여성복지, 관광기념용
스카프)
잡화류(관광민예품)
최고경영자 의자 디자인(기본연구)
선물용 탁상시계 (수탁연구)
전기 조명기기
코발트아이론 포장 개선
매일버터 셀프 디스플레이 박스 개선
정부미 포장 디자인
조일산업 통조림 CIP
한국낙농 포장 디자인
천미광유 포장 디자인
생활도자제품
산업다일제품
TS 보건기(기본연구)
자동 화재 속보기(공동연구)
화재 수신기(수탁연구)
랜턴(수탁연구)
자전거 클랙션(수탁연구)
경주조선호텔 C.I.P.
제 24 회 국제기능 올림픽 C.I.P.
충남 관광민예품 개발
관광토산품 개발
TS 보건기 (기본연구)
Auto-Light (기본연구)
다목적 플래시 (수탁연구)
특수형광등 (수탁연구)
학교 교구 (수탁연구)
고려용접봉 포장 디자인 (수탁연구)
농산물 포장 디자인 (수탁연구)
강원도 관광미예품 (수탁연구)
한국미술 5 쳔년 전을 위한 기념품
개발(기본연구)
사무기기(최고경영자를 위한 의자)
인체측정기
간이온풍기
미용세트
잔자맷돌
오디오 시스템
농산물 레이블
홍삼 포장 디자인
각종 포스터
주류용기
강원도 토산품
인너린스용기
여성복지 패턴
커튼패턴

한국 전통문양 자료
수집 연구

표 6. 1970~80년대 KDPC 디자인 관련 목록.
전통문양 적용한 수출품.『한국포장센터 20년사』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113-131참고.
연구자 편집.

그리고 KDPC는 1980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창립
10주년 기념 산업디자인세미나’에
ICSID의 회장이자 시라큐스대학
(Syracuse University)의 학장 풀로스
(Arthur J. Pulos) 교수, 일본의 에쿠안
그림 57. “풀로스 교수 초청 産業디자인 세미나
DP센터,” 『매일경제』, 1980.05.20.

겐지(榮久庵 憲司), 미노 요시카주(眞野
善一), 쿠슈다 요(楠田 洋)와 키무라 카

주오(木村一男), 그리고 네일(T. J. Neill)을 초청했다. 이 중, 포장 개발·육성을 다룬
네일과 쿠슈다 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디자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에쿠
안 겐지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와 이를 만들 때 인간이 취해야 하는 자세
를 이야기했고, 미노 요시카주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키무라 카주오는 일본
산업디자인과 국가 디자인 진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처럼 일본 디자인의 흐름
과 사례에 국한되었던 일본 학자들과는 달리, 풀로스는 디자인 정의를 내리며 산업디
자인 교육의 목적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 교육의 목표를 소개하고 디자인 교육의 유래에 있어 서구 중심
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18 세기 산업 혁명의 발발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디자인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자인 교육은 19 세기에 영국에서 널리 확대되고
20 세기 초 독일에서 변천 되었으며, 1950 년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디자인 교육은
산업 디자인 교육이 될 수 있었습니다.”215
215

아서 J. 풀로스, “産業 디자인과 敎育: The Design of designers,”『디자인포장』제11권, 49호 198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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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풀로스는 미국과 울름조형대학의 커리큘럼을 모범적 사례로 발표하
며 “모든 디자이너들은 편협한 국가·지역·산업적인 보호주의를 떠나서 질을 기초로
한 대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잇는 세계적인 풍조를 마련”216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산업혁명에 국한된 디자인, 즉 단일화된 디자인 교육 역사를 소개하며 디자인 교
육의 목적을 “기술과 예술의 종합”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세미나 내용은 ICSID
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정의 통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때의
교육 내용은 1963년 블랙(Misha Black), 그리고 1968년 말도나도, 테런, 그리고 풀
로스가 아르헨티나에서 교육한 내용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ICSID의 대
표들은 대상이 된 지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의 정의와 이에 대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발전주의 국가에 공통되게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2. KDPC 전시와 홍보

앞서 살펴본 KDPC의 초기 디자인 교육의 모순은, KDPC의 연구는 물론 결
과물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 개념에 대한 수용과 정리, 그 정의와 한국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할 시간도 없이, 그저 모범적이라고 판단된 ‘디자인’ 결과물을 전시
하고 사회에 알리는데 급급했다. 이 때 사용된 대표적인 디자인 홍보 수단으로는
1971년 주관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굿 디자인 제품들을 선발하고 전
시한 KDPC 상설전과 국내 이동 전시, 그리고 KDPC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출판물
등을 들 수 있다.

216

풀로스, 앞의 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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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PC 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KDPC가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진흥기
관으로 자리잡자, 1966년부터 상공부회의소가 주관
했던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상공미전)을 1971년
을 시작으로 KDPC가 담당하게 된다. 1971년 개최
된 제6회 상공미전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디자
인포장센터에서 출품작 접수를 받고 28~29일에 심
사를 거쳐 30일에 결과가 발표되었다.217 그리고 디
자인포장센터의 취지에 맡게 상공미전 또한 수출
그림 58. 1971년 상공미전 포스터.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18 특히, 상공미전의 주

관처를 KDPC로 이관한 것은 서울대학교 교수진들 위주의 심사위원단과 동 대학교
출신들의 수상 위주로 흘러갔던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공미전의 방
향성을 수출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
다.219 그리고 1966년, 당시 디자인 용어의 정의도 합의되지 않았고, 그 개념이 사회

217

“상공미전출품 25일부터 접수,”『메일경제』, 1971.5.6.

218

“수출의 신장을 국력 신장의 관건인 것이며,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개선은 곧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과 우리 민족 고유의 뛰어난 기예를 계승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대한민국상공미전 입니다.”
이낙선, “인사말,”『제6회 대한민국 상공미전람회도록』제6호, 1971.
219

“商工美展10年 어제와 오늘,”『디자인포장』제6권, 1호, 197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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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착하지도 않았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전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220
상공미전은 KDPC의 홍보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 KDPC가 상공
미전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우수 디자인 결과물을 부산과 대구로 지방 이동 전시를
통해 소개했고, 제13회 상공미전부터는 광주와 대전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1972년 연구소 본관 1층에 상설전시장을 <그림 59> 설치하여 우수 디자인
제품들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굿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상공미전 수상자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1977
년에 증축된 별관에서 ‘대한민국상업디자인전’, ‘한국우수포장전’, ‘해외우수디자인
·포장전’ 등과 같은 전시를 개최하였다.

그림 59.1974년 KDPC 상설전시장 내부 모습.

그러나 오여진이 주장했듯이 산업디자인전은 오로지 '미술수출' 이라는 국
가주의 경제개발의 도구로만 기능하였고, '산업' 중심 디자인 개념으로 고착되어간

220

박대순, “사업계의 함여 두드러져: 총 1748점 출품에 587점 입선,” 『디자인포장』제9호, 1978,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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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다.221 이 현상은 국가의 개입과 더불어 상공미전의
명확한 설립목적과 관련 있지만, 주관처가 KDPC로 바뀌면서 기관의 성격이나 전시
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6회부터 KDPC가 주최하기 시작했지만
<그림 60>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1977년이 되어서야 여러 차례의 회의와 조정을
거쳐222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상업 미술은 시
각 디자인으로, 공업과 공예 미술은 공업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으로 전시 부문이 바
뀌면서 예술과 멀어지고 보다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림 60. 1971년 제6회 상공미술전람회 KDCP주최.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매일경제』1974.03.20.

221

그림 61. “상공미전, 산업 디자인전으로
개편 심사위원 구성 업계위주 디자인센터,
올부터.” 『매일경제』1977.03.14.

오여진, 앞의 논문, 80.

222
1974년 4월 13일에 상공미전 제도 소위원회는 ‘대한민국상업미술전람회’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람회’로 변경하고 부문으로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을 구별하기로 했지만, 5월 17일 심
의로 요청한 상공미전 규정 중, ‘상공 미술’을 ‘디자인’이라는 외국어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국어 순화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말에서 타당한 용어로 대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결국 같은 해 9월 18일
‘디자인’을 대체할 한국 단어가 없는 관계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되었으며, 1977년 제
12회에 KDPC의 상설전시장에서 전시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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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1966년 8월 3일 대한민국 상공미술 전람회 경복궁
전시장 모습.

그림 63. 1971년 6월 5일 대한민국 상공미술
전람회 디자인포장센터 전시장 모습.

그러나 1966년의 상공미전<그림 62>과 KDPC가 주관한 1971년의 전시에
<그림 63> 소개된 상품들은 서로 유사했으며 전시 기획 자체도 동일한 구도로 짜여
졌다. 이러한 전시 기획은 마치 미술품 전시와
같이 관람객이 출품 작품을 직접 경험하고 조
작해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전시실 중앙에 비치된 탁상과 입구 벽면을 제
외한 모든 벽면에 작품과 포스터를 진열했는
데, <그림 59와 64>에 보이는 상설전시장도 같
은 구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7년 상공미전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
그림 64. 1972년 KDPC 상설전시 광고.

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도 상설전시장을 산
업디자인전람회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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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품 전시와 같은 성격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5. 정시화, 실크
선전 포스터.

그림 66. 박인숙, 전기스텐드.

그림 67. (위) 곽계정, 함.
(아래) 김영자, 과자기.

장보람은 1960년대 출품작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민족
주의’적 성격을 띈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서구를 모방한 양식과 그 맥
락”을 담은 작품이었다.223 그러나 이러한 출품작의 성격은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제6회 상공미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앞서 KDPC의 개발
품이나 연구 결과물과 매우 유사했다. 조선시대 초상화와 인물화를 활용해서 한국 양
반과 기생을 평면과 선 기법을 표현한 관광 포스터 <그림 65>, 빈번하게 등장하는 신
랑 각시 형상의 램프 <그림 66>, 태극과 전통문양을 적용시킨 함과 과자포장 <그림
67>과 같이 흔히 한국 전통의 것으로 생각되는 모티브를 적용한 제품들이 대다수였
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
고 외국인이 한국에 기대할 법한 비일상적인 제품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

223

장보람, 앞의 논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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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78년 산업디자인전람회 위원장 박대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열세 번째 전람회를 치루어 오면서 시각 디자인 부문의 몇몇 작품을 빼고는
하나도 양산되어 실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시회의 본연의 목적하는 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던 결과였습니다.”224

따라서 이 제품들은 전시를 위한 작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비일상적인 디자
인의 문제점은 상공미전이 시작되고 무려 13년이 지난 제13회 산업디자인전람회에
서도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예디자인연구소 이후로 서울대학교 교
수진이 상공미술전람회와 KDPC에서 점차 멀어졌는데, 이런 맥락에서 산업계와 디
자인계의 협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심사위원의 일부를 “기업체의 사장이나 협회의 간
부, 또는 관련 단체의 이사들”로 구성했다.225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인
의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적인
사고 없이 수용된 외국 디자인 교육으로 인한 혼란은 70년대 말까지도 ‘디자인’을 경
제개발의 도구로 국한시켰다고 볼 수 있다.

KDPC 의 국제활동

앞서 살펴본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KDPC는 국제적인 디자인 트렌드에 매
우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디자인센터가 발행했던 ‘계간 디자인’에는 해외
디자인 기사들이 번역되어 실리곤 했으며, KDPC가 설립되고 1973년 10월 ICSID,
그리고 1974년 ‘국제 그래픽 디자인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224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그 개황과 문제점,”『디자인포장』 제9호, 1978.

225

정시화, 앞의 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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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ssociations – ICOGRADA)’에 등록하고 국제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는 모
습을 보였다 <표 7>. 1973년 10월 8일 일본에서 열린 세계산업디자인대회에 장성환
이사장과 최승천 디자인개발실장, 이영석 진흥부장이 참석했고226, 1974년
ICOGRADA가 주최한 그래픽 디자인 교육, 1977년 ‘최고의 경영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외국 디자인센터들의 추세를 파악했고, 1980년에
ICSID 회장을 초빙하는 등의 국제 활동을 KDPC가 국제 무대에 올라서고 지속적으
로 그 영향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년도

기간

주제

회의 및 장소

1971
1973
1974

11.15.~11.25.
10.4~10.18.
6.9,~6.15.
10.13.~10.25.
5.17.~5.24.
4.16.~5.6.

국제디자인심포지움
정신과 물질
손의 예찬
그래픽디자인 교육
공예품 개발 현안
최고의 경영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세미나

9.16.~9.26.
11.12.~11.23.

필립스상 제정
창립 20 주년 기념 디자인
세미나
UNESCO 및 지역협력
ICSID 아시아 지역
협력기구 결성
인류 발전 요인으로서의
산업디자인
미국의 디자인
한국의 산업디자인 발전과
디자이너 육성 방안
’81 서울회의 유치

국제디자인심포지움 / 일본
ICSID 8 회 총회 참여 / 일본 도쿄
WCC 6 차회 참여 / 캐나다
ICOGRADA 총회 / 서독
WCC 아시아지역총회 / 호주
ICSID 세미나 / 오스트리아
ICOGRADA 총회 / 스위스
ICSID 10 차 총회 / 아일랜드
JIDA Congress / 일본

1975
1977

1978
1979

9.8.~9.19.
5.14.~5.21.
9.26.~9.30.

1980

10.14.~10.19.
1.28.~2.6.
10.25.~11.3.

WCC /일본
ICSID AMCOM / 호주
ICSID 총회 / 맥시코
IDSA 회의 / 미국
ICSID 11 차 총회 / 프랑스
ICSID AMCOM 회의 / 호주

표 7. 1970년대 KDPC가 한국에서 개최한 전시 목록. 『한국포장센터 20년사』 (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90), 224 참고. 연구자 편집.

226

『디자인포장』제15호 1973년 12월, ‘제8차 ICSID 총회 참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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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KDPC 결과에 대한 평가

KDPC는 '포장 디자인을 통한 수출 증진' 이라는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단체의 강압적 합병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와 장기적이
고 폭 넓은 전략의 부재 하에 운영되던 KDPC에 대해, 윤태호는 즉흥적 효과나 근시
안적인 면이 많았으며, 확고한 방향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잦은 조직 개편
이 KDPC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다고 언급했다.227 이는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단단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수출 진흥이라는 결과에만
치중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현상은 정부, 디자이너, 교수, 외국 디자인 단체, 기술자 등의 이해관계
속에서 디자인연구와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용어의 정의와 이론적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출상품 생산용
디자인 교육에 더불어 기본적인 디자인의 사회적 필요성과 디자인을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배재한 채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시장의 추세를 따르고 외국 교
수의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무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출 전략에 적용했다.

227

윤태호,「韓國 産業디자인 振興에 관한 硏究: 韓國 디자인 포장센터의 役割을 中心으로」(한양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8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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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연구센터(CIDI)
2.1. 선진국으로 나아갈 국립산업기술기관(INTI)

앞서 배경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은 1930년대에 시
작해 195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었고, 이 때를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발전했던 시
기로 볼 수 있다. 1955년 프론디시(Arturo Frondizi)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발전주
의(Desarrollismo)’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페론 경제정책의 착오를
228

기반으로 자생적인 산업화와 성장을 목표로 했으며, 이 계획의 기원 또한 세계대

전 이후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시행했
던 개발 전략이다229. 이런 배경에서 아르헨티나 부르주아 중상층에 힘입어 “근대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다.230
따라서 INTI의 탄생은 1950년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

228

1956년대 아람부루(Eugenio Aramburu), 프론디시 정부 전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경제 위원회
(CEPAL)’ 서기장 프레비츠(Raúl Prebisch)에게 페론 정부의 정치적 오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다. 프레
비츠는 페론당의 문제점을 세 게로 나눠 정리했다. 첫번째, 페론 정부는 제1차생산을 낙심하고 대외무
역을 통제한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 산업이 수입을 대응할만한 외화를 생성하지 못한 점. 두번째, 페론
당 산업정책은 아르헨티나 경공업 개발을 지나치게 격려하는 반면에 중공업과 기간산업을 경시한 결과,
수입 투입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촉진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부족, 확대신용정책
(expansive credit policy)과 생산성 향상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은 아르헨티나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점들이다.
Claudio Belini and Juan Carlos Korol, Historia económica de la argentina (Buenos Aires: siglo
veintiuno, 2012), 158.
229

De Ponti, 앞의 책, 161.

230

아르헨티나 부르주아 계급이 바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새로운 전
공을 개설하며 새로운 사회 현상을 대표할 수 있게 실험실이나 연구소, 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을 추진
시켰다.

132

대해 점차 커져갔던 관심의 결과였고, 이 연구소의 역할 또한 19세기 말 미국과 그 이
후 유럽에서 산업발전을 지원한 연구소들의 활동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러나 INTI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나 사립대학과는 달리 유럽 협동 연구회의 행정 특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231 따라서, INTI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아르헨티나를 선진국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가지 국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1950년부터 1957년 사이에
‘원자력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Atómica-CNEA)’, ‘국립농공기술원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Agropecuaria-INTA)’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INTI)’와 같이 국가 지원으로 신설된
다양한 연구소가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INTI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국립기
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국가 기관과는 달리 과학기술
연구소로서의 활동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정 체제를 갖췄다.232 아
래의 법령 17.138, 제1조에 볼 수 있듯이, INTI는 1957년 12월 27일에 독립적인 국
립 기관으로 인정되었다.

법령 17.138, 제 1 조: “‘국가산업부(Dirección Nacional de Industria)’ 해당하는
이 기술연구소는, 분권화된 단체로서 형성되어 아르헨티나 상무부 산하
‘산업기술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INTI)’ 명명 하에
운영될 것이다.”

Javier De Ponti, “Diseño, institucionalización e industria: Casos CIDI, IKA, SIAM,” in Diseño 2004:
Investigación, Industria, País, Utopías, Historia (La Plata: Nodal, 2004), 27-78.
231
Ricardo D. Carlevar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INTI: Reseña Histórica (Buenos
Aires: Ediciones Nacionales, 1999), 40.
232

Carlevari, 앞의 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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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기관대행

1.

원료 가공 기술과 과정 개선 목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보다 더
경제적인 국내 원재료의 사용과, 제 이차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

2.

국내 공업자들이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며,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제공할 것

3.

기관의 연구소와 단체를 통해 국내 공업자들과 직접적인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

4.

국립대학교, 국립/사립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상세히 연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산업발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같은 법령 제2조를 보면, INTI의 활동 또한 매우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INTI가 담당해야 하는 활동은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
하며 연구소 활동이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계, 국립대학교와 협동하는 것을 위주로 구
성되어있다. 그리고 아래 INTI 월간지233에 실린 연구소의 주 목적과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소들의 활동은 민간 및 국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며 유용한 산업 개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산업 장비에 대한 INTI 의 투자가 상당 부분이 될 것이지만, 이미 국가에 존재하는
것에 투자되지 않을 것.
앞으로 INTI 에서 육성될 전문가 및 기술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본인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원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보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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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evari, 앞의 책,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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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의 목적과 활동계획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를 보면, 산업발전을 목
적으로 두고 사립 및 국립 공업자들과 연구소 간의 상호관계와 협동을 중요시하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1960년 무렵 INTI 산하의 17개 하부연구소를 위
한 지원금 중 일부는 중소기업과 공업자(industrials)들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서 유추할 수 있다. INTI에 속하는 연구소는 기업과 대학교, 공장들의 협조를 얻어내
기 위해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었다.

2.2. CIDI의 설립과 전개과정 산업디자인의 개념화

‘산업디자이너’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독립적인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디자인
브랜드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타디자이너’ 가 생겨났고234, “전쟁 산업을 평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235이 소비재를 급격히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전문 지식인이 세계
곳곳에 요구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반면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산업이 몰락하
여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이었던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제품을 수입해야

234

“이런 분위기 덕분에 미국의 1 세대 산업디자이너들은 저명인사가 될 수 있었다. 노먼 벨 게디스,
해럴드 반 도렌, 헨리 드레이퍼스, 월터 도윈 티그, 러셀 길드, 레이먼드 로위, 월터 도윈 티그, 러셀
라이트 등이 대표적인 스타 디자이너들이다.”
Jonathan Woodham,『20 세기 디자인: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간』[Twentieth century
design], trans.박진아, (서울: 지공사, 2007), 73-78.
235

Carlevari, 앞의 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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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무차별적인 미제 공산품의 침입을 막기 위
해서는 자신들만의 공업품을 개발하여 소비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입 제품들과 경쟁
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느꼈고, 이는 유럽 곳곳에 출현한 디자인연구소들에 그
대로 반영되었다.236 다양한 연구소들은 마셜 플랜으로 인해 산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유럽의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던 시기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 개최된 런던
디자인 센터(London Design Center) 전시, 스톡홀름 스웨덴 공예 디자인 협회
(Svensk Form), 암스테르담 산업디자인협회(Voor Industriële Vormgeving), 브뤼셀
디자인센터(Brussel Design Center), 일본디자인하우스(Japan Design House)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말미암마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연구센터
(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 CIDI)는 당시 1950년 유럽에서 본격
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디자인연구센터들을 모범 삼아 1962년 12월에 INTI의 하부연
구소로 개관한다.237 CIDI는 반관반민 기관으로, INTI 지원 외에 시암 디텔라(Siam
Di Tella Ltda)., 이빠꼬(Ipako S.A.), 스탠리 코티스(Stanley Coates), 에우헤니오 디
에스(Eugenio Diez)와 같은 기업 뿐만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 건축대학교
(Facultad de Arquitectura de Buenos Aires)와 공학대학교(Facultad de Ingeniería
de Buenos Aires) 등 국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다.
CIDI를 설립하기 전 본격적인 준비 단계는 1961년 여러 분야의 전문가 모
임에서 시작되는데, 이 모임의 목적은 1962년의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국제전
(Exposición Internacional de Diseño Industrial)’ 개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INTI 홍보부장(promotion manager) 바실리오 우리베(Basilio Uribe)는 주기적인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참석했던 인원은 건축가 묠레르(Rodolfo Möller)와 자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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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evari, 앞의 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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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I가 설립되자 총장으로 임용한 바실리오 우리베(Basilio Uribe)는 런던디자인센터과 유사한 디
자인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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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 Janello), 1940년대부터 근대미술을 수집했던 예술가이자 사업가 피로바노 박
사(Ignacio Pirovano), 그리고 테데스치(Paolo Tedeschi), 메멜도르프(Frank
Memelsdorff), 라우리아(Eiten Lauría), 코레이츠(Ernesto Koreich), 가로네(Mario
Garrone), 로센탈 형제(Oteiza, Spinetto y Ludovico Rosenthal)와 같은 엔지니어들
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1961년 말 ‘산업디자인국제전 창립위원회(Comisión
Organizadora de la Exposición Internacional de Diseño Industrial)’를 구성하고
1962년 9월 ‘근현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에서 전시를 확정지었다.
이듬해에 CIDI가 설립되었고, 공교롭게도 이를 구성한 인원들이 ‘산업디자
인국제전 창립위원회’의 대표들이었다. 테데스치(Paolo Tedeschi)와 라우리아(Eiten
Lauría)는 공과대학, 묠레르(Rodolfo Möller)는 건축대학, 피로바노 박사(Ignacio
Pirovano)는 국가기술교육 위원회, 메멜도르프(Frank Memelsdorff), 코레이츠
(Ernesto Koreich), 가로네(Mario Garrone), 로센탈 형제(Oteiza, Spinetto y
Ludovico Rosenthal)들은 디텔라(Instituto Di Tella)와 시암디텔라(Siam Di Tella)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정되었다.238
이러한 인원들과 각자가 대표한 기관을 살펴봤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산업
디자인’이 미술이나 공예보다는 공학기술이나 건축의 하위 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는 것과, 그 당시 ‘디자이너’라는 전문 직종으로 구분된 인원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절239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CIDI의 주요 목적은 국제 전시, 고등 세미나 및 강좌, 산업디자인 대회, 연구
개발, 산업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박물관 설립, 국내 정기 디자인 전시회 개최 등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회에 산업생산품의 ‘굿·디자인(Buen Diseño)’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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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evari, 앞의 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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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 논문 제III장 ‘2.3절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 디자인 이전 CIDI 교육’에서 CIDI를
구성했던 전문가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다.

137

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INTI 홍보부장(promotion manager)
우리베와 건축대학 대표 묠레르는 INTI의 지원 하에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유럽을
방문했다.
CIDI가 창립된 1960년대는 아르헨티나 사회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물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디자인’ 혹은 ‘산업디자인’
이나 ‘시각디자인’ 과 같은 용어가 보편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이를 사용하기 시
작한 것은 1980년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 정식 디자인 교과과정이 생기고 난
이후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업들은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CIDI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이다.
INTI는 1966년에 17개의 연구소를 ‘건설 기술 및 거주지’, ‘생산성, 작업 방
법론 및 교육, 기업경영 및 산업디자인’, ‘천연 제품 및 식품’, ‘광업 제품, 광물 수혜
및 야금’, ‘연소 기술’, ‘탄성중합체와 플라스틱 기술’과 같이 그 목적이 유사한 6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정리한 바 있다. 이 중, CIDI는 ‘생산성, 작업 방법론(methodology)
및 교육, 기업경영 및 산업디자인’에 속했으며,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 속의 디자인을
더욱 분명한 전문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 기업, 그리고 디자이너를 통합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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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 디자인 이전 CIDI 교육

CIDI의 활동은 1962년에 국립 기관 INTI의 산하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가장 대표적인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에 ‘디자인’ 전공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 전후로 디자인교육의 필요성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
하였으나, 이는 수도가 아닌 지방의 국립 학교 및 대학교로부터 시작했다. 수도인 부
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이미 1950년대부터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명백히 자
각하고 있었고, 1955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 학장과 카
운슬러들 사이에 ‘산업디자인’ 전공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건축도시계획 대학
(Facultad de Arquitectura y Urbanismo de Buenos Aires - FAU)’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산업디자
인에 관련한 교육을 계획할 위원회가 생겼다. 이 위원회는 이후 CIDI에서 활동할 자
넬로, 묠레르, 테데스치, 그리고 건축대학교와 공과대학교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었
는데, ‘기술적 디자인(Diseño Tecnológico)’ 전공에서 추진할 프로젝트를 FAU 총장
위원회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해 거절 당했고, 이로 인해 FAU의 ‘산업디자인’ 교육
프로젝트는 조기에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240
이러한 배경에서, CIDI의 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건축, 기계공학,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예술가들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주된 역할을 맡았던
자들은 건축과 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었다. 즉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은 인원들
이 디자인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디자인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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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öller, 앞의 잡지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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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에서 맡을 수 없었던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선진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전공하고 교육했던 교수들의 강연에 의존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베, 말도나도, 본지페의 노력과 활동을 가
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베는 CIDI의 초기 설립 목적에 산업디자인 박물관
과 디자인 학교 설립이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241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CIDI는 라틴아메리카,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 교육의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우리베는 1965년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연
방 수도에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외국 150개에 달하는 디자인 학교의 강의계
획서와 학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그가 13개 국의 58개 자
료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이는 교육위원회의 산업디자인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뿐242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무산된 디
자인 교육기관의 자리를 CIDI가 대신하게 되었고, 이 때 사용한 강의 계획서는 1966
년에 본지페(Gui Bonsiepe)가 INTI에서 UN의 협조를 받아 4개월 동안 부에노스아
이레스에 머물며 기획한 것이었다.243
196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CIDI는 INTI 본관에서 ICSID 제 3회 산업
디자인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세미나의 주제는 “라틴아메리카 산업디자인 교
육(La enseñanza del Diseño Industrial en Latinoamérica)”으로, 그 초점 또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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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io Uribe, “Creación de nuevas escuelas de diseño,” Summa, February 1969,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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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 앞의 책,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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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본지페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술자, 산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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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Uribe, 앞의 잡지기사, 39.

140

주의 국가의 디자인 교육’과 ‘산업디자인 전문성의 미래’에 맞춰져 있었다. 이 세미
나는 총 16개의 주제244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우리베는 여러 발표와 토론을 다음
과 같이 요약했다.

“CIDI 의 의견은 지방 학교를 보다 먼저 창립하는 쪽으로 기운다 (…) 그러나 이
목표는 대략 1970 년대에 국립 학교가 설립된 후 고려 되어야 한다.”245

이처럼 우리베는 국립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까지 부에노
스아이레스에는 디자인 학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CIDI는 1969년에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인 디자인학교를
설립 하고자 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 중단 되었
다. CIDI는 디자인 학계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계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굿·디자인의 개념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요컨대, 다양한 디자인 전시
를 주최해 대중들을 교육시키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연결고리의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수도에서 FAU가 하지 못했던 디자인교육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244
1) 지방교육(Escuelas regionales), 2) 협조(Coordinación), 3) 대학교와의 관계(Relaciones con la
Universidad), 4) 교육의 성격과 수준(Carácter y nivel de los estudios), 5) 케이스 스터디에 기반한 교육
(Enseñanza basada en casos), 6) 주변 학교들과의 관계(Relación con otras escuelas entorno), 7) 입학
조건(Condiciones de ingreso), 8) 디자이너들의 레벨과 전문성(Niveles de diseñadores y
especialidades), 9) 전공 기간(Duración de las carreras), 10) 취학률(Población escolar), 11) 산업과 학
교의 연계(Vinculación de las escuelas con la industria), 12)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학생 훌련
(Capacitación del alumno para la ejecución de modelos), 13) 관련 있는 학문 훈련(Capacitación en
otras disciplinas afines), 14) 대학원 특수 교육(Enseñanza especiales para postgraduados), 15) 교수들
이 전문직으로서 활동(Ejercicio de la profesión por parte del personal docente), 16) 산업디자인 교육
의 미래(El futuro de la enseñanza del diseño industrial).
Carlevari, 앞의 책, 110-114.
245

Uribe, 앞의 잡지기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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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IDI의 결과

CIDI는 제1시기 1962년부터 1974년 그리고 제2시기 1976년에서 1987년
까지 무려 23년동안 활동했다. 연구자는 1976년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 독재정권246
의 억압이 있기 직전, 제1시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전시 및 홍보, 그리고 CIDI에
서 선발된 디자인 작품들과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2.4.1. CIDI 교육

FAU의 건축과 교수들이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데 이어,
CIDI에서도 아르헨티나 수도에서의 디자인 교육 부재를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말도
나도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가 아르헨티나에 머무는 동안 모임을
결성하고 여려 차례에 걸쳐 자리를 마련해 CIDI를 모태로 한 디자인학교를 설립하고
자 했다. 그리고 1966년 이 모임에 본지페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교육 실태에

246

CIDI의 역사적 기록을 정리한 저서『CIDI의 역사: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의 충동(Historia del
CIDI: Un impulso de diseño en la industria argentina)』편집자 까롤리나 무지(Carolina Muzi)는 이
저서의 저자이자 25년간 CIDI에서 기록 수집가의 업무를 맡았던 호세 레이(José Rey)와 함께 자신의
자료를 정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지는 CIDI의 활동이 1976년 정부의 관여와 억압으로 인해 비생산
적이고 기계적으로 운영되어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까롤리나 무지(Carolina Muzi) 인터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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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사한 내용을 CIDI에서 소개했다.247
디자인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 디자인개념과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에 대
한 세미나,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문분야를 소개하는 강연은 CIDI의 활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9>. 특히 초기 CIDI의 강단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말도나
도가 외국에서 초빙한 교수들과 산업디자인 전문가들이었다. CIDI의 역사가 깊어질
수록 센터는 점차 아르헨티나 교수들의 강연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지만 여전
히 외국인 초빙 교수들의 강연이 더 많았고, 디자인을 가르치는 아르헨티나 교수들의
경우도 유럽 모던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컸다.

제 2 의 울름조형대학의 유토피아와 ICSID

CIDI에서 열린 산업디자인전시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미나
중 말도나도의 강의248가 있었고, 그는 ‘산업디자인사(Historia del Diseño
Industrial)’, ‘산업디자인의 현재 문제(Problemas actuales del Diseño Industrial)’,
‘산업디자인 전문 실기의 방법론(Métodos en la práctica profesional)’ 이라는 3개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 세미나는 1회 3시간 22회, 총 66시간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인원은 수강 정원을 초과해서 결국 등록자들의 이력을 심사해
55명의 정식 수강생, 그리고 ‘산업디자인사’ 강연에 10명을 더 추가해 진행되었다.249
이 현상은 수도 국립대학교에 정식으로 ‘디자인’ 전공과정이 없었던 당시, 울름 조형

247

Summa, “CIDI-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 Summa, 1969.

248

그 당시 말도나도는 독일 ULM 대학교 총장직 덕분에 UN에서 후원을 받았다.

249

Rey, 앞의 책,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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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말도나도라는 인물의 인기와 디자인을 주제로
한 강의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열렸던 강연은 산업디자인의 역사와 동향을 다룬 것이었고, 이를 통
해 산업디자인연구센터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공식적인 고등 교육과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CIDI는 산업발전을
위해 대학 전공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획했다.
CIDI는 말도나도를 필두로 곤다(Tomás Gonda), 스미츠(Alfred Schmidt),
올(Herbert Ohl)과 본지페(Gui Bonsiepe) 등 울름 조형학교(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의 교수와 졸업생들을 교육자로 섭외했다. 나아가 말도나도는 1967
년부터 1969년까지 ICSID 회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국제디자인회의에 주요 교수들
을, 그리고 이후 ICSID의 회장 자리를 맡게 될 블랙(Misha Black)과 풀로스(Arthur
Pulos) 등을 초빙했다.
이와 같은 CIDI 초기 5년 간 외국인 강사들, 즉 울름대학교 출신들의 장기
강연은 매우 “울름적인 세미나의 시기를 초래했다”250. 수도에조차 공식적인 디자인
교과과정이 없었을 당시에 이러한 집중적 디자인 이론 강연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있
어 디자인 인식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연에 참여한 기업
과 디자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들, 즉 1980년대 이후 디자인을 교육할
인재들도 이 강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은 국제사회의 디자인 동향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제공하
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아르헨티나에 존재했던 공예나 자신들 고유의 전통문
화를 배제한 채 유럽식 “굿 디자인”을 가르치는 매우 편파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말도나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디자인 교육을 감독했고, CIDI가 “제2의 울름조

250

Blanco, 앞의 책,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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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적으로 적절한 교육 방식과 구성원까
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계획을 비롯하여 1966년 6월 무렵에 본지페는 제품디자
인,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공예디자인 교육과정을 위한 정식 학교가 필요하다고 자
신의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251 하지만 본지페가 상상하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
를 위한 디자인 학교”는 산업디자인 교육을 너무 엘리트주의 관점에서 제안했기 때
문에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252
말도나도는 1956년 울름조형대학의 학장 자리를 맡은 이후 ICSID의 산업
디자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산업디자인 이념을 발표하곤 했다. 이를테면,
1961년 ICSID 베니스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무대에서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발표했고, 이후 1969년에 이르러 그는 ICSID가 선언하고 2번에 걸쳐 개정한
‘산업디자인’ 개념253에 자신의 정의254를 덧붙여 넣었다.

251

Rey, 앞의 책, 84-86.

252

Blanco, 앞의 책, 136.

253

ICSID는 1959년에 최초의 ‘산업디자인’ 정의를 선언한 이후 1960년대에 들어 개조가 되고 말도나
도는 제3회의 용어 정의를 제안한 것이었다.
254

1969 년에 말도나도는 ICSID 회의에서 그의 산업디자인 정의를 제안했다. “산업 디자인은 산업이
생산하는 사물의 공식적인 품질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외부 특징일 뿐 아니라 주로 생산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일관된 단일성으로 변환하는
구조적 및 기능적 관계다. 산업 디자인은 산업 생산에 의해 조절되는 인간 환경의 모든 측면을
수용하도록 확장된다,”
“Industrial Design Definition History,” Retrieved 2020.4.5., The World Design Organization,
https://wdo.org/about/definition/industrial-design-definition-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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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목

1963

조형 구성(Composición Plástica)
조형 구성(Composición Plástica)
산업디자인의 역사비평 및 교육(Historia Crítica
del Diseño Industrial y su Enseñanza)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Diseño de
comunicación visual)
제품분석(Análisis de productos)
패키징 디자인(Diseño de envases)

1964

1965

•
•
•
•
•
1966

1967

1968

시간

산업디자인 정의 및 계론(Definiciones e
introducción al diseño Industrial)
정보 운반자로서의 제물 (El producto como
portador de información)
산업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자리(Ubicación
del diseñador en el proceso industrial)
산업디자이너의 전문 활동(La actividad
profesional del diseñador industrial)
제품 분석(Análisis crítico de productos)

22 회
1 회 3 시간

13 회
1 회 5 시간
5회

산업디자인과 산업*설계(Diseño Industrial y
construcción industrializada)

10 회
1 회 2 시간

패키지 디자인 계론(Introducción al Diseño de
Envases)
글쓰기, 공식적 심화, 커뮤니케이션
기호론(Escritura, evolución formal,
comunicación y simbología)
산업디자인교육 국제세미나(Seminario
Internacional de Enseñanza de Diseño
Industrial)
디자인교육에 대한 강연

12 회
1 회 2 시간

노이스(Eliot Noyes) 강연
보네또(Rodolfo Bonetto) 강연
베넘(Reyner Banham) 강연

담당 강사
Ilmari Tapiovaara
Misha Black
Tomás Maldonado
Tomás Maldonado,
Tomás Gonda
Gui Bonsiepe – ULM
Alfred Schmidt –
Düsseldorf Form
GmbH
Emil Taboada, Frank
Memelsdorff, Basilio
Uribe, Rodolfo Möller,
Julio Colmenero

Herbert Ohl – fgh Ulm
부학장 및 디자인과 건축
과정 교수
Gui Bonsiepe
Carlos Méndez
Mosquera
ICSID

1.
2.
3.
4.

Misha Black –
Roger Tallon Arthur Pulos Josine des
Cressonnieres 5. Tomás
Maldonado Eliot Noyes Rodolfo Bonetto
Reyner Banham

표 8. 1963년에서 1968년까지 CIDI에서 진행되었던 디자인 교육. Rey, José A., Cidi: Un Impulso De Diseño
En La Industria Argentina. Buenos Aires: Los amigos CMD, 2009 차조. 연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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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과 간접적인 디자인 교육

CIDI가 설립되기 전부터 아르헨티나 학자들은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아르
헨티나의 지적 문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선진적이라 주장하고 매우 중요
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CIDI는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활동의 하나로, 1969년 CIDI의 초
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MoMA, 아르헨티나산업기구(Unión Industrial Argentina)와
INTI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산업디자인연구소’와 ‘산업디자인전시관’을 설립하기
로 협의했다. 이 두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MoMA는 당시 미술관 건축·디자인
부서의 산업디자인 책임자였던 암바스(Emilio Ambasz)255를 미술관의 대표로 보냈
다. 1969년 5월, 암바스는 INTI 회장 델까릴(Ing. Salvador María del Carril), 아르헨
티나산업디자인기구 회장 꼬엘로(Elbio Coelho), 부회장 마스후안(Francisco
MasJuan)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그 계약서에는 부에노스아이레
스에 산업디자인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 MoMA가 CIDI에게 1억 페소를 지원한다
는 내용과 더불어,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디자인전시장에는 CIDI 공업품의 상설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디자인 제품 기획전을 포함하기로 했고, 이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256
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간접적으로 주입 시키려는 미국과 국제적 인정
을 욕망했던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프

255

암바스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산업디자인 책임 큐
레이터로 활동했으며 당시 프린스턴 대학 건축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전 울름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Emilio Ambasz.” Art and artists. Retrieved 2018.12.19., from https://www.moma.org/artists/141.
256

Boletín del CIDI, 19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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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무산되었다.
사실 한국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관계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서로 경계하는 사이였다.257 예컨대,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에 대여금을 갚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언젠가 재기하여 맞설 수 있는 경쟁자의 위치에 서
있고자 했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는 18세기부터 시작
되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더 단단해졌다. 둘 간의 전략적인 협력은
1940년대 유럽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가 라틴아메리카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 1959
년에 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 또한 막아주었으며,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
게 한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
던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반공 전략에 비협조적이었다. 그 외에도 제 1, 2차 세계대전
에서 중립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페론 정부가 이탈리아나 독일 정부에 우호적이었다
는 사실 등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는 1950년대258 미국 정부가 왜 멕시코에 디자인원조
를 해 주었고 아르헨티나보다 브라질이나 칠레와 더 많은 디자인 교류를 가졌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했
고 CIDI가 스타일링(styling)과 굿·디자인(good design) 중 후자를 모범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선정한259 이유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
렵다. CIDI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교류가 실패한 원인 또한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57

Tulchin, J.S. Argentina And The United States: A Conflicted Relationship. Foreign Affaire 1991;
Retrieved 2019.01.03., Available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capsule-review/199112-01/argentina-and-united-states-conflicted-relationship.
258

마셜플랜을 통해 공예시범소가 설립되고 미국의 디자인 원조와 교육 지원을 받았던 시기.

259

De Ponti, “Diseño, institucionalización e industria: Casos CIDI, IKA, SIAM,” 앞의 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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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아르헨티나 디자이너들의 초빙
CIDI는 뉴욕 현대미술관과의 교류가 무산된 이후, 1970년대에 들어 국내
산업디자인계로 시선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에 CIDI가 국제적인 디자이
너들을 초빙하여 유럽과 미국의 굿·디자인을 아르헨티나에 소개하고 아르헨티나 최
초의 디자인 전시를 통해 디자인의 근대적 개념을 설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다
면, 1970년대에는 국가 디자인 정책을 개설하고 기획전시를 개최하며 국내 디자이너
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여는 등 1960년대의 활동을 통해 얻었던 “가르침”을 국내
도처에 전파하고 적용시키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정책의 재고를 위해, CIDI는 1973년 7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디
자이너들을 모으고자 신문기사,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 및 대학교에 뉴스레터를 배포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디자인 교육자, 전문가, 그리고 산업디자
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들260은 CIDI의 디자인 진흥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강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일부는 CIDI의 구성원으로서261 CIDI의 활
동이 국내산업디자인을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국제주의 양식을 찬양하고 오히려 대
중과 기업의 디자인 인식을 더 왜곡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호소하였다.
CIDI에 대한 비판 여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파우시(Osvaldo Fauci)를 꼽을
수 있다. 1978년 9월, 당시 CIDI에서 디자인 강의를 담당했던 레이로(Reinaldo
Leiro)가 자리를 비우게 되자, CID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기술 총괄(Technical

260

아르헨티나 난로 회사 아우로라(Aurora S.A.) 디자인 부서 관리자 꼼빠레드(Héctor Compaired),
TV회사 노블렉스(Noblex) 디자인 부서 관리자 나뽈리(Roberto Nápoli), 1959년부터 산업디자이너로
서 활동하고 있었던 파르손스(Jorge E. Parsons), 등이 있었다.
261

CIDI의 디자인진흥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블랑꼬(Ricardo Blanco) 이의 구성원 파우시(Osvaldo
Fauci), 1973년부터 1978년까지 CIDI의 총장을 맡았던 레이로(Reinado Leiro), 전(前)집행위원회 구성
원 따보아다(Emil Taboada) 등이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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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우리베(Basilio Uribe)는 강의를 대체할 디자이너로 파우시를 초빙하였다.
편지를 받은 파우시는 CIDI의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여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결과
우리베와 우리베의 비서 미하노비츠, CIDI의 상위 기관인 INTI, 그리고 파우시 전에
강의를 맡기로 했던 레이로와 CIDI의 마후안 총장까지 개입되어 총 10장의 편지가
오갔다 <그림 68>.
이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
고 있던 산업디자이너들과 CIDI의 디자인 및 디자인 진흥 방식, 그리고 당대 아르헨
티나 디자인 사회의 요구 간 충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파우시와 우리베의 의견
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8.1.> 편지는 파우시가 CIDI의 강의 요청을 거절
하는 다섯 가지의 이유를 담고있다. 요약하자면, 그는 제대로 된 강연을 1주일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 14년째 전문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그는 이전에 초
빙되지 않았다는 것, CIDI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에
게 무관심하다는 점, CIDI의 과도한 유럽지향성, 마지막으로 CIDI를 둘러싼 기업과
구성원들이 엘리트주의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언급하며 비판한다. 특히 마지막 단락
에 쓰인 내용에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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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1.

편지 2.

편지 3.

편지 4.

편지 5.

편지 6.

편지 7.

편지 8.

편지 9.

편지 10.
1 파우시가 미하노비츠에게 보낸 편지.
2 우리베가 파우시에게 쓴 답장 편지.
3 파우시가 우리베에게 쓴 답장 편지.
4 미하노비츠가 우리베 대신 파우시에게 쓴 답장
편지.
5 파우시가 미하노비츠에게 쓴 답장 편지.
6 우리베가 파우시에게 보낸 편지.
7 우리베가 레이로에게 보낸 편지.
8 파우시가 우리베에게 보낸 편지.
9 우리베가 파우시에게 보낸 답장 편지.
10 파우시가 마후안 총장에게 보낸 편지.

그림 68. 1978년 파우시(Osvaldo Fauci)와 CIDI간에 주고 받았던 편지 내용. 파우시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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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강연인가? 엘리트주의 집단인 “CIDI 의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CIDI)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지금 받아준다면 1973 년에 (CIDI 가 기획한)
공모전을 비판하고 의심했으면서도 작품을 다시 제출할 나의 동료들? 자신들을
홍보해주면 (CIDI)를 지지할 기업들? “예술”을 추종하는 어리숙한 몇몇
부인들에게?”

그는 CIDI가 특권의식과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던 비현실적인 디자인센터
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답장을 받은 CIDI의 우리베
(Uribe)는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해 여섯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는데, 첫째로 “CIDI
의 임무는 디자인 진흥이지 디자이너들의 관리가 아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디자이
너들이 누구인지 무관하다, 둘째로 “CIDI의 강연은 당신이 언급한 “CIDI의 엘리트
주의자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셋째, 레이로는 그 집단
에 속한다, 넷째, “엘리트주의”를 정의해 달라. “CIDI가 걸레, 주방용 장갑, 욕실거름
망과 같은 실용적인 용품이나 전혀 영광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공업품을 종종 전시했
는데, 이래도 CIDI가 엘리트주의 기관인가”. 다섯째, CIDI 예산 중 98% 이상은
CIDI가 광고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파우시)은 1973년 CIDI의 공모전을 비판했지만, 1970년대에 당신의 작품을 출
품한 것에 비추어 “”다시 한번 당신에게 ‘엘리트주의’의 정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는 내용이다. <그림 68.2.>
이 주장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CIDI 내부적으로 엘리트주의가 만연했
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첫 번째와 네 번째 근거를 보
면, CIDI는 유럽식 굿·디자인을 모범 삼아 아르헨티나 내부에 교육하기 바빴을 뿐,
현지의 디자이너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영광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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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표현하며, 오히려 우리베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형태
가 아름다운 예술품에 가까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디자인 활동을 폄하하고 유럽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져 자신들이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정책과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여기고 있었다.
우리베의 편지 이후, 파우시가 더 강력한 비판을 담은 답장을 우리베에게 보
냈고 <그림 68.3>, 우리베의 비서 미하노비츠가 CIDI로의 초빙을 취소한다는 편지
를 파우시에게 보냈다 <그림 68.4>. 하지만 파우시의 추가 답장<그림 68.5>을 읽고
분노한 우리베는 CIDI의 상부기관 INTI의 이름으로 파우시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다.<그림 68.6>
INTI는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당신이 단언했듯이
INTI가 CIDI 총 예산의 2/3를 지원하고 기업들은 이의 1/3을 감당하기로 한 것”은
단지 서류상으로 드러난 액수이다 (…) INTI는 “CIDI의 공간, 기본적인 서비스, 작
업실, 월급, 기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INTI의 지원은 늘 90%를 초과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CIDI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활동이 국가 지원금으로 진행되었
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아르헨티나 디자인 정책의 대부분을 이끌었
던 CIDI의 유럽 우월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식민성”을 초래하
는 내부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우시와 우리배의 갈등은 뒤따른 네 통의 편지로 이어졌는데, 이는 개인간
의 다툼을 넘어 1970~80년대 아르헨티나에 현지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들과 당시
CIDI가 강요했던 디자인 이념과 교육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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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CIDI 전시와 홍보

앞서 CIDI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CIDI는 1961년 말 ‘산업디자인
국제 전시’를 개최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다. 그만큼 CIDI가 전시와
홍보에 할애한 활동의 비중은 디자인 교육에 들인 노력 못지않게 컸다. 특히 CIDI는
제1회 전시기간 동안 국내 산업디자인 상설전시를 개최하고 국제 전시와 선발대회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다면 CIDI는 왜 이처럼 전시를 중
요시한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선발된 제품들을
사회 전반에 보여주고자 했을까? 이 제품을 선발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제품들이 최종적으
로 선정되었을까? 대중적으로 전시의 평은 어땠
을까? 국제 무대에 아르헨티나 디자인 센터가 선
보이고 싶었던 제품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그림 69. 1962년 우리베(Uribe)가 디자인한
CIDI 로고.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아르헨티나 디자인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을까? 연구자는 이런 의문

들의 답변을 찾아 분석한 내용을 둘로 나누어, 이 장의 전반에는 아르헨티나 국내에
서 개최된 전시와 공모전을 다루고, 후반에는 국제활동과 더불어 국제 전시에 출품된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제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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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목

장소

1963.05.

국제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Internacional de
Diseño Industrial)
마르델플라타 디자인 전시(Exposición de Diseño en
Mar del Plata)
CIDI 디자인 상설전시 (Muestra permanente de
Diseño)

근현대미술박물관 /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
프로빈시아 호텔(Hotel
provincia) / 마르델쁠라따
디자인센터(Centro de Diseño)
Maipú entre Cangallo y
Diagonal Norte.
지방미술박물관(Museo
Provincial de Bellas Artes)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디자인센터 전시실(Centro de
Diseño)
싼마르띤극장
근현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 del Teatro San
Martín. Buenos Aires)
(Olavarría, Pcia. Buenos Aires)

1964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라 플라타 산업디자인 전시(Exposición de Diseño
Industrial en La Plata)
환경 전시. 사무용 굿디자인(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en la Oficina)
제 4 회 환경 전시(4ta 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en el envase y su Gráfica)
제 5 회 환경 전시(5ta 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en el Hogar)
제 6 회 환경 전시(6ta 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en la Oficina)
제 7 회 환경 전시(7ma 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y la Imagen de la Empresa)
제 8 회 환경 전시(8va Muestra del Entorno. EL
buen diseño en los regalos de Fin de Año)
CIDI 71 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de Diseño
Industrial CIDI 71)

CIDI 71 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de Diseño
Industrial CIDI 71)
(Exposición CIDI 72)
(Exposición CIDI 73)

멘도사 도(Mendoza)
싼마르띤극장
근현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 del Teatro San
Martín. Buenos Aires)

표 9. 1963년에서 1973년까지 CIDI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전시 목록. Rey, José A. . CIDI: Un Impulso De
Diseño En La Industria Argentina (Buenos Aires: Los amigos CMD, 2009), 차조. 연구자 편집.

CIDI의 본격적인 활동은 1963년에 열린 국제산업디자인전시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는 산업디자인을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최한 최초의
전시였으며, 최초로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이 국제산업디자인 제품들과 함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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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따라서 기존에 행했던 예술전시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 전
시가 개최되고 45년이 지난 후, 무지는 이 행사에 대한 홍보를 위해 도시를 매우 화려
하게 꾸몄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설립된 지 1년조차 안 된 CIDI의 존재는 어느새 도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963년 5월에 디아고날 노르떼 길은 빨간 비닐 깃발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들은 건물들이 있는 보도 양쪽 끝에서 마치 중세시대 부대기
식으로, 그러나 까를로스 프라치아가 아주 모던하게 디자인한 그래픽과 CIDI로고
를 안고 나타났다. 과격한 길은 – 부에노스아이레스 둘러싼 다른 삼천 어부의 포스
터와 함께 관객들을 -이제 막 완공된, 그러나 아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산마르
틴 극장(Teatro San Martín)으로 제1회 산업디자인 전시에 초대를 하며 인도했
다.”262

그림 70. 1963년 디아고날 노르떼(Diagonal Norte) 길을 둘러싼 CIDI 국제산업디자인전시 홍보물.

262
Carolina. Muzi, “Postales del CIDI una experiencia de diseño en la Argentina,” Barzón, 2008,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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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가 묘사한것처럼 최초의 디자인
전시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테데스
치와 우리베의 산업디자인 개념 소개를 포
함한 2000부가 넘는 카탈로그와 3000부가
넘는 포스터가 인쇄되어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되었다.263 이러한 기록들을 조합해서
생각해보면 일반 미술전시회와는 달리 산
업 디자인이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행사이
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국제 전시
인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으
로 추측된다.
이 전시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그림 71. “근현대미술관에서 최초의 산업디자인전이
진행된다(En el Museo de Arte Moderno se hará
la 1era exposición de Diseño Industrial)”,
『라쁘렌사(La Prensa)』1963.04.30.

부에노스아이레스 근현대미술관에서 진행
되었다. CIDI는 이 전시를 통해 400여 점
의 제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국제전시인만

큼 외국디자인제품은 아르헨티나 외에 7개 국가264가 참여했는데, 각 나라의 디자인
진흥원이 직접 선발한 제품들을 보내오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국내 작품은 아르헨티
나 ‘산업디자인협회(Asociación de Diseñadores Industriales de la Argentina -

263

Rey, 앞의 책, 31.

264

독일(Landesgewerbeamt Baden Württemberg), 미국 (American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핀란드 (Society of Crafts and Design), 영국(Council of Industrial Design), 벨기에(institut d'esthétique
industrielle), 이탈리아(Associazione per il Designo Industriale)와 스위스 (Svensk Form)에서 참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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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A)265의 주관으로 산업 생산품(producción), 특수 전문용품(profesiones
especializadas), 작업 운영 및 관리용품(organización y administración de trabajo),
건축관련 제품(arquitectónico), 생산을 위한 가전제품(doméstico para producción),
소비를 위한 가전제품(doméstico para consumo), 인도어 가전제품(doméstico para
estar), 위생 및 화장실 제품 (higiene y tocador), 여가 제품(esparcimiento) 의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배치시켰다.266 이러한 분류 방식을 보면 국가별, 혹은 재질이나 형
식적인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과정과 일상생활 장소를 기준으로 제품을 범주화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CIDI
는 산업디자인 전시가 전통 공예
나 미술 전시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준비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작품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소비되고
있었던 제품들이며, 이들의 배치
나 분류 방식은 “관객들이 전시
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다루고 이
그림 72. 1963 년 근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산업디자인전시
현장 사진.

265

용할 수 있는”267 형태로 진행된

ADIA 는 1962 년 12 월 7 일에 형성된 아르헨티나 최초의 산업디자인 협회로서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 예술가와 기술자, 학자,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산업디자인 교육 기관들과 협동하는 협회였다. 이들이 맡았던 여러 활동 중에서 1963 년에 CIDI 의
최초의 국제산업디자인전시에 출품할 작품들을 심사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깊은 과제였다.
“ADIA -Asociación de Diseñadores Industriales Argentinos,” Summa, 1969, 32.
266

Rey, 앞의 책, 28.

267

Rey, 앞의 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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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CIDI는 제품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 즉 미래의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
롭게 사용해보고 또 현장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게 제품들을 여러 항목으로
묶어서 배치했다. 이러한 전시 방식이 성공적으로 평가 받으면서 이후 CIDI 전시의
전통이 되어 이어진다.268
그리고 이 전시를 소개하는
카탈로그<그림 73>도 보편적인 미술
전에서 나눠주던 팜플렛과는 달랐다.
먼저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는
그림 73. CIDI 1963년 전시 카탈로그.

부분과 전시된 제품들의 목록, 그리고
몇몇 제품들의 사진과 프로토타입 스
케치를 볼 수 있다 <그림 75>. 각 제품
에 대한 정보는 제품명과 생산 국가, 디
자이너와 생산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시세에 맞는 가격 표기 등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그림 74>. 전시 카탈로그에
서 굳이 제품들의 가격과 생산자가 명

그림 74. CIDI
국제산업디자인전
카탈로그에 전시된 제품
가격을 표기한 정보.

그림 75. 1963년 제1호
국제산업디자인전
카탈로그 ‘노바매틱
(Novamatic)’ 다리미
스케치 및 사진.

기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미술전에
서 거리 두기, ‘디자인전’과 일상의 소
비를 연결하고자 했던 기대, 그리고 당

시 CIDI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1961년 CIDI의 창립 계획이

268
1963년 전시를 비롯하여 CIDI는 디자인 전시는 전통 미술품 전시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 1978년 11월 디자인 전시 계획의 일환으로 산업디자이너 갈란(Beatriz Galán)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에 있는 이탈리아 광장(Plaza Italia) 에어텐트를 디자인하여 33개의 회사 제품들을 전시
했다.
Rey, 앞의 책 , 253.

159

논의될 무렵, 이미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확립이나 제품들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다.269 그 일환으로 CIDI는 디자이
너와 교육 기관, 그리고 기업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산업디자인전시’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자 하는 자리였다. 이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제품들의 디자인이 외국 제품들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 구성 방식을 국가별로 나누지 않고 제품의 용
도별로 나누어 소고했다. 당시 전시를 위해 선발된 아르헨티나 제품들은 대부분 사무
용 가구 <그림 82와 그림 83>와 주방용 전자제품들이었는데, 그 디자인을 보면 심사
기준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당시 유럽의 근대 산업디자인이 추구했던 바와 같이
지역적인 특징을 내세우기보다는 매끈한 표면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유니버설 디
자인(universal design)을 지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6. 미국. 회전톱(Sierra de
cadena)
디자이너: 레이네크(Jean
Reinecke ASID and
Associates)
생산자: 맥쿨러(Mc. Culloch
Corporation).

269

그림 77. 핀란드. 쟁반. 생산자:
(Wä rtsila-koncernem).
그림 78. 스위스. 커피 도자기 세트.
디자이너: 린드버그(Stig Lindberg)
생산자: 구스타브베리 (A. B.
Gustavsbergs Fabriker).

Rey, 앞의 책,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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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벨기에.“노바믹스”
믹서기(Licuadora Novamix)
디자이너: 로위(Raymond
Loewy)
생산자: 노바(Nova S.A. Liege).

그림 82. 아르헨티나. 회전,
등받이 조정, 운반 가능한 팔걸이
의자(Silló n giratorio, reclinable
y rodante).
디자이너: 까스트로 &
레이로(Celina E. Castro &
Reinaldo J. Leiro)
생산자: 스틸카(Stilka S.R.L).

그림 80. 스위스. CAI-13
계산기(Má quina de calcular
Facit, CAI-13)
디자이너: 베르나도테 &
비오른(Sigvard Bernadotte &
Acton Bjorn)
생산자: 파시트(Facit, AB,
Stockholm).

그림 81. 미국. 소금, 후추통(Salero
y Pimentero)
디자이너: 디파노 & 칼만(De Fano,
Kallman Design, Inc.)
생산자: 브룸필드(Bloomfield
Industries).

그림 83. 아르헨티나.
목제의자(Silla de Madera
Torneada y respaldo de
vaqueta tensada).
디자이너: 까스트로 &
레이로(Celina E. Castro &
Reinaldo J. Leiro)
생산자: 스틸카(Stilka S.R.L).

그리고 다른 외국 제품들의 디자인을 봐도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 폰티에 의하면 CIDI는 유니버설리티 아이디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이는 사회의 보편성을 제공하리라 믿었다고 말하며
CIDI는 사물의 스타일을 주 요소로 여기는 ‘스타일링(Stylling)’과 독일의 기하학적
이고 군더더기 없는 ‘굿·디자인’ 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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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70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아르헨티
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디자인계
와 건축계가 추구했던 보편성은 아르헨티
나의 사회문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유
럽의 그것도 한 데 묶었던 것이었다. 결국
남북아메리카 국가들과 차별을 두고 유럽
을 따라잡아 서구와 동등한 사회를 이루
고자 했던 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첫 디자인 전
시 이벤트였던 만큼, 전시 개막식에 런던
국제예술과협회(Artists' International
Association -AIA)와 ICSID 창시자인 미
샤 블랙(Misha Black) 교수를 초빙하였
그림 84. “미샤 블랙 교수는 산업디자인 이슈들을
분석한다”. "Temas De Diseño Industrial Analizó El
Prof. Misha Black." La prensa (Buenos Aires),
1963.5.16.

다. 그는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평가하
고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 디자인센터의 역할, 그리고 디자인 동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림
84>.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디자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관람객
들이 아닌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산업디자인에 대한 강연을 병행
했다.

270

De Ponti, 앞의 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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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부에노스아이레스
근현대미술관(MAMBA)에서 전시된 1973년
제3회 CIDI 산업디자인전.

그림 85. 1973년 제3회 CIDI 산업디자인전: 굿디자인
상표를 받은 가구와 사물이 근현대미술박물관에
전시된다.

그림 87. 부에노스아이레스
근현대미술관(MAMBA)에서 전시된 1973년
제3회 CIDI 산업디자인전.

CIDI 의 국제활동

그리고 이 외에 산업디자이너 에밀 따보아다(Emil Taboada)는 CIDI와 매우 밀
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강연도 담당하고 국가 지원을 받아 해외 조사 파견도 다녀온 사례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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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목

주최한 기관 장소 및 국가

1969

국제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Internacional de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London Design
Center
CIDI

London

CIDI

Asunción. Paraguay

CIDI

La Paz. Bolivia

CIDI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엑삼플라 71(Exampla 71)에 참여
엑삼플라 72(Exampla 72)에 참여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아르헨티나산업디자인전시(Exposición
Argentina en el Diseño Industrial)

CIDI

CIDI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Santiago
de Chile, Chile
Museo de Artes - Lima.
Perú
Munich, 독일
Munich, 돌일
Sao Pablo, Brasil.

CIDI

Río de Janeiro, Brasil.

CIDI

Caracas, Venezuela.

CIDI

Cámara Nacional de
Comercio - México

1970

1971

1972
1973

1974

Montevideo. Uruguay

표 10. 1963년에서 1974도까지 CIDI가 외국에서 개최한 전시 목록. José A.Rey. CIDI: Un Impulso De
Diseño en la Industria Argentina. Buenos Aires: Los amigos CMD, 2009 차조. 연구자 편집.

<그림 88, 89, 90> 제품들은 1969년 런던 국제산업디자인전시에서 디자인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디자인 공예품들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제품들의 디자인을 봤
을 때, CIDI의 교육을 통해 생산된 디자인 결과물은 아르헨티나의 지역색을 배제하
고 국제무대에 올랐다. 이런 제품은 종종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들 못지않게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났고, 이런 디자인을 국제 전시에 출품하고 세계 각국의 심사위원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방향성은 더욱 더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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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1969년 런던
국제산업디자인전시에서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유리 컵 세트.

그림 89. 1969년 런던
국제산업디자인전시에서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TV.

그림 90. 1969년 런던
국제산업디자인전시에서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데스크 전등.

CIDI 의 공모전과 “굿·디자인” 개념
CIDI는 1963년부터 매해 다양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프로젝트 단계와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
되고 있던 제품들로 나뉘어 소개되었다.
평가 기준은 당시 ULM대학교에서 교육
했던 굿·디자인의 기준이었지만, 현재까지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어떤 문
그림 91. 1965년 CIDI의 굿 디자인 ‘솔리도 데
꼬브레(Sólido de Cobre)’ 트로피.

서에도 심사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
지 않았다. 그 결과, 수상 작품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공정성은 아르헨티나 디자이너
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받았고 CIDI의 약점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CIDI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심사

그림 92. CIDI의 굿 디자인 레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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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공학, 건축,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었고, 선정된 작품들이 받을 수 있었던 상장은 순위에 따라 굿·디자인 최우수상
‘솔리도 데 쁠라따(Sólido de Plata)’ 은제 트로피, 굿·디자인 우수상 ‘솔리도 데 꼬브
레(Sólido de Cobre)’ 청동 트로피 <그림 91>, 굿·디자인 레드 라벨 <그림 92>, 그리
고 굿·디자인 화이트 라벨이었다.271
대표적으로 1964년, 1967년 그리고 1970년에 CIDI의 산업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살펴보면, 1964년 3월 24일 굿·디자인 최우수 트로피는 스페인 디자이너
꼬데르 데 세메나트(J. A. Coderch de Sentmenat)가 출품한 ‘스페인 램프’가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272은 이 제품의 “제작, 운송, 사용 방식”을 칭찬하며 반투명한 나무 재
질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며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했다273. 1967년에는 미국의 찰스 에임스(Charles Eames)가 디자
인한 680, 686 알루미늄 그룹(Aluminium Group 680&686)의자가 최우수상을 받았
고, 1970년에는 굿·디자인 최우수 트로피를 수여할 만한 디자인 작품의 부재로 수상
작은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베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품 또는 제품의 시스템을 고려해야하며, 그 외에도 기본적인 구조가 탁월하여
출품된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르헨티나) 시장의 민감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적절한 가격대와
대량생산에 적합해야한다. (그 어느 제품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없다).274

271

Blanco, 앞의 책, 137.

272

고테일(Dr. Luis Gottheil), 오네또(Arq. Rafael Onetto), 따보아다(Ing. Emil Taboada), 떼데스치(Ing.
Pablo Tedeschi), 우리베(Ing. Basilio Uribe)는 당시 공모전에 출품한 산업디자인 작품을 평가한 심사위
원이었다. Rey, 앞의 책, 42.
273

Rey, 앞의 책, 42 참조.

274

Rey, 앞의 책, 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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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과 1967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모두 외국 디자이너의 제품이었는
데, 특히 1967년 수상작 “알루미늄 그룹”은 이미 1958년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275이었다. 1970년 우리베의 발언은 CIDI의 공모전이 가진 평가 기준의 편
향성과 모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탁월함”은 유럽이나
미국의 국제주의 양상을 띤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시장의 민감한 수요”와 “실질적
인 사회적 역할”을 언급했는데, 1970년대 이전에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은 기술부
족이나 과다한 제작비로인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같은 기능의 일반제
품보다 훨씬 비싼 고급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아,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작품들이 CIDI의 선택을 받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굿·디자인의 상장과 라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
르헨티나 사회에 CIDI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업들과 일반인들 사
이에 굿·디자인과 레드 라벨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CIDI는 굿·
디자인 레드 라벨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굿·디자인 라벨을 자신들의
제품에 붙이기 위해 CIDI를 통한 심사를 거치고 라벨을 받아냈다. 이 방법은 제품에
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CIDI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레이가 언급했듯이 굿·디자인 라벨은 “영리한” 디자인 진흥 정책이었
다.
아르헨티나 건축가 꼼빠이레(Héctor Compaired)는 1960년대 아르헨티나
에서 CIDI의 굿·디자인 트로피만큼 기업과 산업이 디자인을 고려하게끔 하는, 소위
달리는 말의 눈 앞에 둔 “당근”과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276. 그만큼 1960년대

275
"Aluminium Group," Eames oficial site, accessed 2019.05.15., https://www.eamesoffice.com/thework/eames-aluminum-group/
276

Hector Compaired, "Informe de la comisión de la política de diseño," Summa, 197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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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I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기업들의 주목을 얻고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는
시작점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의 사정에
맞는 보강이나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모호하고 편향적으로 적용된 선발 기준은 아르
헨티나의 산업디자이너들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디자인 의식 면에서 외국(유럽)
우월주의를 더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파우시는 이런 CIDI의 디자인 진흥 방식을 다
음과 같이 비판했다.

“CIDI 는 기본적으로 “굿·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강제적으로 전파시켰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에 기반한 가부장적(강압적인)인 행위를 수긍하였다.
1) 유럽과 미국에 “굿·디자인”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로 가지고
오면 어떠할 것인가?
2) (우리 현실이나 기술과 전혀 무관한)“굿·디자인” 개념을 우리 나라에
정립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디자인된 제품을 “모범으로 삼는다”.
3) 좋은 디자인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 공모전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277

“(우리의 저 개발성 때문에 그랬을까?)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이제 제법 잘 (선진국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는가.”278

파우시가 지적한 CIDI의 논리 구조는 마지막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CID의 설립 취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77

Osvaldo Fauci, “Informe de la comisión de la política de diseño,” Summa, 1973, 79.

278

Fauci, 앞의 잡지기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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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I 의 월간지
CIDI는 전시 활동 외에도 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디자이너, 교육자, 건축
가, 기업에게 배포되었던 월간지를 발행했다. 이 뉴스레터는 당시 CIDI와 교류하는
외국 교육기관이나 디자인 진흥 기관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CIDI가 이들과 맺은
계약, 당시 외국에서 진행되었던 전시와 행사, 국제 디자인 전시에서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디자이너의 제품 등을
소개하고 CIDI의 활동을 보고하는 역할
을 맡았다.
그러나, 이 뉴스레터가 CIDI의
활동 외에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나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CIDI에서 발행했던 서적은 굿·
디자인대회에서 선발된 제품에 대한 카탈
로그 외에는 없었다. 그런 만큼 CIDI에 대
그림 93. 1964년부터 CIDI가 발행한 뉴스레터
Boletı́n del CIDI.

한 평가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수마
(Summa)』나 1990년『띠뽀그라피까

(Tipográfica)』와 같은 외부 잡지에서 다뤄진 것이 전부였다.

CIDI 의 기타 활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DI는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였
다. 정기 전시, 국제 학회와 전시 참여, 공모전, 뉴스레터, 오픈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

169

다. 이처럼 CIDI의 행사를 알리려고 했던 이유는 정부와 여러 중소기업들에 디자인
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
니라 이런 홍보 활동은 CIDI의 정규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
는지를 알려주고, CIDI가 발행하던 굿 디자인 라벨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러 활동 중 뉴스레터나 굿디자인라벨, 공모전이나 세미나의 대상이 아르
헨티나 정부, 기업, 전문 디자이너 그리고 국립대학교 학자들이었다면, CIDI의 전시
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CIDI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대중에 다가가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TV 공영방송을 통해 CIDI의 주요 연구소의 활동과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
해 알렸다.
비시엔(Viciend)과 메멜스도프(Memelsdorff)는 채널 7의 “창작의 도시(La
Ciudad Creadora)”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델까스띠죠(Marta del Castillo), 그란
세르(Jacobo Glanzer)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업디자인의 개요와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CIDI의 과제에 대해 알렸다. 그리고 우리베는 채널 13의 “대학
교가 방송되다(Universidad al Aire)”에서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의미, 선진국에서 가
장 발전된 디자인의 특징, 그리고 CIDI의 활동을 소개하였다.279 이외에 산업디자인
의 개념과 CIDI의 활동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은 주요 구성원들에게 있어 지상과
제로 여겨졌다.

279

Rey, 앞의 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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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CIDI 결과에 대한 평가

CIDI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DI는 교
육, 전시, 홍보 그리고 디자인 대회를 통해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들
을 연결하려 했다. 둘째, CIDI에서 디자인 이론 교육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수도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 디자인 교과과정이 없었
던 관계로, CIDI는 그 교육의 역할까지도 맡았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말도
나도의 인맥을 통해 울름대학교와 ICSID 교수들이 진행한 장기 세미나였으며, 그들
의 교육 방식 또한 배타적이었다. 셋째, CIDI는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사회에 굿 디
자인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통상적인 미술품 전시와 차별화된 디자인 전시
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치 방식을 바꾸는 등 새로운 시도를 아
끼지 않았다. 이러한 전시는 디자인센터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70년대부터는 아르
헨티나 지방을 순회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국제무대에 뛰어들었다. 마지막으로 CIDI
는 국제적인 교류를 중요시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 디자이너들은 국제무대에서 자
신들의 작품을 인정받고자 자신들 고유의 특색을 버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따라가
는 경향을 보였다.
CIDI의 목적은 기업과 산업, 그리고 디자이너의 연결과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단순히 형태와 외관을 꾸미는 상술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술과 생산성을 고려한 제품의 기획으로 바로잡는 것이었다. 하지
만 CIDI의 활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디자인 인식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삼게 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외국 제품 디자인을
모방, 또 다른 일부는 외국 제품들을 수입해서 단순 재조립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국내 디자이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CID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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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일반인, 곧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제품의 형태와 기술에 대
해 지식이 생긴 만큼, 일부 뛰어난 국내 제품을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대
부분의 경우 국내 디자인보다 완성도 높고 저렴한 수입제품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또
한, 데폰티가 평가했듯이 CIDI의 기획전과 이가 마련한 박물관도 중상층 소비자들에
게 굿 디자인을 교육시키고 소비자와 국내 공업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을 연결해 주
고자 했던 설립 목표와는 달리 일반 외국 제품 전시장과 다름없이 변하고 말았다.280
CIDI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국립디자인연구소로 설립되기 전부터 다
음과 같이 다양한 역할과 활동이 기대되었다. <그림 94>

그림 94. CIDI가 설립되기 전 세운 목적과 실제로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목록. 파우시(Osvaldo Fauci) 교수
소장.

1.

산업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단순한 미적 사실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 있고 유용한
사용 목적의 생산자로 이해하고 강화시킨다.

2.

환경 보전과 생태 균형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심화시킨다.

3.

산업 디자인을 소비의 절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위한 장치로의 노력과
연결한다.

280

De Ponti, 앞의 책, 63.

172

4.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

주로 생산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에 대해 행동한다.

6.

적절한 의사 소통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자, 사용자, 설계자 및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인공 환경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7.

이 통신 관계를 우리 지역의 국가 (라틴 아메리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제 3 세계)로 확장한다.

8.

산업 디자인의 실행, 승진,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그룹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 적으로 신분증의 정치적 중요성을 정의한다.

9.

법률, 세금 면제, 크레딧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국가 디자인의 입지를
자극한다.

10. ID 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고 국가적인 미래가 있는 비 의존적 기술을
사용한다.
11. 그들의 이미지가 지배적인 대도시의 문화적 침투를 심화시키지 않는 한
자치 디자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원한다.
12.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신분증의 법적 방위를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이, 목표가 매우 방대한 만큼 CIDI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자이너
의 사회적인 역할과 디자인 용어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혔고, 이후 198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대학에 개설될 ‘산업디자인’ 과정의 틀을 제공했다. 이 기회를 타고 해외에
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디자이너들이 CIDI를 방문해 세미나와 강연회를 가졌고 아르
헨티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먼저 세계적인 디자인 흐름에 직면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또한 상호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기 보다는 일방통행
으로 주입되었고, 아르헨티나 자체적으로 지역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연구가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업과 활동은 유니버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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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한 사물을 디자인하여 국내외로 인정받는 시스템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작품
들의 국내 전시는 역으로 소비자들에게 수입제품의 우월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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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아르헨티나 디자인진흥기관의 평가

양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을 평가하기에 앞서,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1960~70년대 디자인센터 설립과 국립 디자인사업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
인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44년 영국 산업디자인의
회(Council of Industrial Design - CoID)의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디자인 회의가 추
진되고 1957년 6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ers - ICSID)가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1959년 당시 17개 국가281의
23개 산업디자인 기관들이 ICSID에 가입하자, 같은 해에 스웨덴에서 ICSID의 주요
구성원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산업디자인기관 대표자들이 모여282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이나 ‘산업디자이너(Industrial designer)’와 같은 용어의 정의와
역할 등, ‘세계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가졌다.283
풀로스는 이 회의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Industrial Design’이 “영
어권 지식 재산”하에 형성된 전문분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ICSID는 ‘industrial design’을 공식 용어로 사

281

덴마크, 프랑스

282

195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ICSID 회장 뮬러먼크(Peter Müller-Munk), 미국을 대효한 콜린스(Jack
Collins)와 라밤(George Labalme), ASID의 백(George Beck), 고르돈 밀러(Leon Gordon Miller), IDI
의 클레멘트(Theodore Celement), ‘영국산업디자인의회(England’s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의
레일리(Paul Reilly) 참석했다.
Pulos, 앞의 책, 216-17.
283

Pulos, 앞의 책,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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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84 1957년
에 앙글로색슨 계열이 아닌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미국 중심적인 디자인 모델이 ‘자본
주의 체제의 노예(the servant of capitalist machinery)’라고 비판의 음성을 높였지만
285

, 1960년대에 들어 ICSID는 Industrial Design의 공식 개념을 국제적으로 발표했

다.
디자인 용어 통일 이후로, ICSID에 가입한 세계 각국의 디자인 기관들을 위
해 교육, 공모전, 우수한 제품을 선발하는 기준 등 디자인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
합되는 코드를 형성 하였고, 그 중 1968년 디자인진흥기관의 정의와 역할을 다음과
같은 8개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1.

디자인센터는 선택적이고 동기화된 모던한 공업품들의 상설전시관이다.
제품의 범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 디자인센터들의 몫이다.

2.

디자인센터는 무엇보다도 상업적이지 않은 학문적인 기업이다. 이의
목적은 디자인이 잘 된 제품들의 수요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장 산업들의
공업품과 제품을 보급하는 것이다.

3.

디자인센터는 산업디자인의 다양한 면면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승낙하지 않은 어떠한 항목도 전시하지 않는다.

4.

디자인센터는 상업(business)이 아니다. (디자인센터는) 전시장에 진열된
제품의 상업적인 정보는 충분히 소개하는데 그칠 뿐, 그것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센터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 이 규칙을 어길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5.

디자인센터의 일부나 전체 자금이 국가나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상업적·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이는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84

Pulos, 앞의 책, 217.

285

Jacques Vienót, “Paris-Londres-Stockholm-Venice,” Esthétique Industrielle, 195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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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센터는 우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제품, 즉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전시해야 하나, 학문적인 영향을 위해 예외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나 시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7.

국립산업디자인센터는 정규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집중해야지만,
학문적인 영향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내 혹은 초빙된 국가의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국제 공업품들을 전시할 수 있다.

8.

디자인센터의 주 목적은 고급 디자인규칙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혁신적인 변화와 창의를 자극해야 한다.286

CIDI는 1968년, 그리고 KDPC는 1972년과 1980년에 ICSID의 공식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디자인교육자 풀로스(Arthur Pulos)를 초빙해 연구 지도의 자
리를 마련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앞의 두 기관은 같은 국제적인 움직
임 아래 양국의 전통이나 지역사회에 맞는 ‘디자인’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서
구의 ‘industrial design’이라는 외래 용어와 정의에 기반하여 지역적인 연구와 활동
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일컬어 콜롬비아 철학자 카스트로 고메스(Santiago CastroGomez)는 서양합리주의 학습 기초 ‘영도인식론(zero point epistemology)’이라고
정의했다.287 그에 의하면 서양의 학습은 식민국의 이전 것을 배제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63년에 CIDI가 개최한 라틴아메리카 최초
의 산업디자인 전시에 당시 ICSID의 부회장 블랙이 참석하여 ‘industrial design’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후 말도나도의 중개로 ICSID와 울름조형학교 교직원의

286
“Publicaciones del ICSID,” Noticiero del centro de investigación de diseño industrial, 1968.4., 34. 한국어로 연구가 번역함.
287

Castro-Gómez,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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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가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1940년대부터 1980년까지 48개국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디자인 관련기관
은 106개가 있었다.288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다른 디자인 관련 기관들 대부분이 한국
과 아르헨티나 디자인센터의 활동과 유사한 1) 전시(Exhibition), 2) 출판
(Publishing), 3) 디자인 선정(Design Selection) 4) 디자인 수상 (Design Awards), 5)
디자인 공모전 (Design Competition), 6) 디자인 교육과 실습 (Design Education and
Practice), 7) 디자인 상담 (Design Consultation), 8) 국제 활동 (International
Activities) 과 같은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ndustrial design”은 당시 서구 사회에서 합의된 용어일 뿐만 아니라, ICSID 가입
기관들 간에 국제적인 통합 코드를 창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DPC와 CIDI의 활동 과정과 그 결과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홍보를 통해 ‘디자인’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부 활동은 오히
려 각 사회의 모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모호하게 만들었다. KDPC의 수출지
향적 디자인이나 해외 시장에서 눈길을 끌 수 있는 그저 ‘한국스러운’ 디자인의 강조
와, CIDI의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한 유럽 지향적 디자인 인식, 그리고 굿 디자인에
대한 강박적인 추종과 도구화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산업디자인에 대한 서구적 교육이 진행되었다. KDPC와 CIDI 모두
자국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통한 산업디자인 개념을 도출하여 전파
하지 못하고, KDPC의 경우는 외국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 위주의 수출 지향적 산업
디자인 노선을, CIDI의 경우는 유럽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며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사

288
“International Survey on Design Promotion,”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sation
(Osaka, 1980).

178

람들 위주의 교육과정 설립으로 인한 유럽 디자인 우월주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다.
셋째, 양국 기관의 주요 구성원이나 개최한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은 각기 자
국 국립대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KDPC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공예디
자인연구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서울대학교 관계자였고, 이는 KDPC로 통합된 이
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1회부터 5회까지 상공미전의 심사위원
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였던 이순석 심사위원장을 필두로 서울대 중심의 인
원들로 구성되었다. CIDI의 경우는 CIDI 설립 이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에
디자인 교과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모였던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그대로 CIDI의 초기 강연자로 강단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국립대학교와 연결고
리를 형성하였다.
넷째, 양국 기관 모두 자국의 고유 사회문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KDPC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통해 배운 디자인 개념을 기반으
로 수출 진흥을 위한 디자인에 집중하면서 자국민의 입장이 아닌 ‘외국인의 취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적’인 것 조차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적인 것’으로 한정
지어졌다. 수출을 위한 디자인은 결국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한국
의 사회문화는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고려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CIDI의 경우, 엘리
트주의와 유럽 지향적 디자인 인식이 만연하면서 자국민의 생활환경과 디자인의 연
결고리는 미약해졌다. 이는 CIDI 주관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자국의 생활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유럽식 디자인이나 상업적인 디자인, 혹은 외국
의 기존 디자인 제품들의 수상이 반복되면서 아르헨티나 국내 디자이너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양국의 문제점들은 당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연구, 굿 디자인 선정, 그리고 일상과 동떨어진 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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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국에서 드러난 유사한 문제점들은 세계사적
인 흐름과 연관된 사례로,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분석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센터의 문제는 ICSID가 주입시킨 서구 디자인 개념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식민지 근대성으로 인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자국 폄하와 서구에 대한 찬양, 그리고 양 기관이 설립되기 전 서구 디자인 개념의 도
입 방식과 각 센터들의 활동을 동반한 국립대학교의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180

IV.

디자인 개념과 교육의 전개

KDPC와 CIDI를 각각 독립적인 스터디 케이스로 분석하기에는 양국의 디
자인진흥의 역사-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특히 양국에 이러한 국립디
자인센터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 개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알려지고 공식
적인 디자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디자인 개념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된
것인지, 그리고 양국 사회·문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 되었는지는 디자인 현상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디자인 개념의 수용과 이론화과정은 국가 주도
하에 설립된 디자인센터들의 결과물들이 왜 앞서 살펴본 형태로 나타났는지 알 수 있
게 해주는 절대적인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을 통해 양국의 디자
인 개념 수용 방식과 각 사회의 디자인 관련 영역, 그리고 디자인 개념을 최초에 전파
시킨 단체와 디자인운동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디자인 용어의 도입 과정
1.1. 한국: 디자인 활동과 개념의 형성

이 장에서는 한국에 디자인 개념이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81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2차 자료를 통해 - 김민수(1995)289, 전혜숙(2004)290,
노유니아(2009)291, 홍성미(2014)292 - 디자인의 개념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
었는지, 일본에서 최초의 디자인 교육을 받았던 학자들은 누구이며 그렇다면 당시 동
경미술학교 디자인 교과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복귀해 어떤
디자인 교육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이들은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볼 것
이다.

1.1.1. 일본 디자인을 유학한 학생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에서 디자인(당시 도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
기에는 매우 척박했던 상황을 앞서 언급했다.293 그리고 당시 해외유학을 다녀온다는
것은 서양의 근대를 직접 경험하고 귀국해 “근대 지성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돌아와
한국에서 신문화를 건설할 선구자가 되는 길을 의미했다.294 이처럼 외국을 직접 탐구
하고 돌아오는 과정은 일제강점기 전부터 행해졌는데, 주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는

289

김민수, 앞의 논문,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 년대-1960 년대”

290

전혜숙,「일본 제국미술학교 유학생들의 서양화 교육 및 인식과 수용 -김만형(金晩炯)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부』
제22호 (2004): 171-98.
291

노유니아, 앞의 논문.

292

홍성미,「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1909년~1945년 서양화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93

이 연구 제 IV 1.1.1.장 참조.

294

이재령, “1920 년대 전후 북경(北京)의 유학환경과 한인학생(韓人學生) 현황,”『중국학보』
제 80 호 (2017):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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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고295, 18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유학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차차 증가
하였다296. 이 두 국가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국가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학
생들도 있었는데297 개화기와 식민지시기 유학했던 이들의 목적은 동일했다. 바로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을 벗어나 근대적 국제질서로 들어서게”298되는 것이었다. 그
런데 당시 미술이나 예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했던 한국인들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99, 대부분 일본유학을 선택했고 일본의 유학생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300.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디
자인’ 개념 형성과 초기 서울대학교 “디자인” 교육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
서도 서울대학교 미술학부가 개교하고 초기 ‘도안’과의 교수로 영향력을 발휘한 이
순석, 그리고 장발과 유영국, 이병현과 조병덕 등이 동경미술학교 유학생 출신이었다
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301 특히 이순석과 장발은 새로운 미술교육기관의 설립

295

이재령, 앞의 논문, 232.

296

한국학생들의 일본 유학은 1880 년을 비롯해 1910 년에는 약 500~700 명, 1920 년대에서
1930 년에는 약 3000~5000 명 그리고 1942 년을 이르러 약 3 만명으로 증가했다.
김성학,「일제시대 해외유학생집단의 교육연구 활동과 서구교육학 도입」
『교육학연구』
제 34 권, 5 호
(1996): 30-31.
297

이재령, 앞의 논문, 233.

298

이재령, 앞의 논문, 233.

299

김민수에 의하면, 이순석은 독일 유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김민수, 앞의 논문, “한국 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 년대-1960 년대”, 51-68.
300

노유니아에 의하면 1919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 한국유학생들의 수는 차차 증가했다고 한다.
1919년까지는 한 명, 1921년에는 20명, 다이쇼 말기에는 20명 이상이었고 1930년에는 변수를
보였지만, 다이쇼 13년까지 다른 국가 유학생들에 비해 중국학생들을 (96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한국학생 89명).
노유니아, 앞의 논문, 59-60.
301

김민수, 앞의 논문, 3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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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한 선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302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디자인이
라는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 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동경미술학교에서 ‘도안’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를 내면화 시켰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디자인 학자들이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디자인은 ‘도안’을 모태
로 하고있다. 이는 1877년 일본에서 ‘DESIGN’을 ‘도안(圖案)’이라고 번역하여 사용
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디자인 개념 도입에 대해 허보윤은, 당시 일본
사회에는 이미 ‘서양의 근대’라는 옷을 입은 채 ‘미술’, ‘도안’, ‘공예’, ‘응용미술’과
같은 번역어들이 보급되어 있었다고 한다.303 이 중에서 ‘미술’과 ‘수공예’, ‘도안’은
1873년 일본의 ‘Weltausstellung Wien’ 만국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만들어진 용어들
인데 허보윤이 제시했듯이 “기의가 사회 안에 자리 잡기도 전에 기표가 제도적으로
먼저 던져진 상황”에서 “비어있는 기표에 의미를 채워”304나가는 방식으로 일본사회
에서 이 개념은 형성된 것이다. 미술의 경우, 독일어 ‘쿤스트게베르베
(kunstgewerbe)’는 ‘미술’로 번역되었고,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산업적인 미술”은
‘수공예’로 번역된 것이다.305 일본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공예품’의 물량과

302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창설은 처음 서울시 학문과정으로 재직하고 있던 장발 선생을 춘곡 고위동
선생과 당시 군정 문교부 고분관으로 있던 이순석 선생 등이 만나 새로운 대학미술교육기관에 의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후 덕수궁에서 다시 미술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회동하면서 미술대학 설립의 안이 구체화되고, 장발, 고희동 그리고 동경미술학교 출신 김용준, 이순석
등이 주축이 되어 경성대학 미술학부의 창설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사: 1946-1993』(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3), 2.
303

허보윤, “미술로서의 디자인: 이순석의 1946–1959년 응용미술교육,”『Form archives』
제2호
(2010): 154.
304

허보윤, 앞의 논문, 155-156.

305

허보윤, 앞의 논문,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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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품질을 맞추기 어려워, 그 생산체제를 서양 공장 방식으로 바꿔 일정한 품질
로 대량의 공업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업품을 생산하기 위
한 형태와 장식을 그리는 설계도면을 ‘도안’이라고 지칭한 것이며 빈 만국박람회 2년
후, 정부 수행원이자 일본 최초의 디자인 교육자 노토미 카이지로(納富介次郞)306는
‘DESIGN’을 ‘도안’으로 번역한 것이다.
노토미 카이지로는 일본으로 돌아가 “생산량을 늘리고 산업을 발전시키자”
라는 캠페인 아래 여러 활동을 이끈다.307 그 일환으로, 일본 최초의 디자인 교육자로
서 서양식 공예 생산 방식을 가르쳤으며, 2년 후에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 자신이
그린 도안을 ‘design’이라는 명칭 하에 출품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자인’이 ‘도안’으
로 완전히 동일시 되어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필요했던 시차로 간주되고, 그 후
여러 세대를 걸쳐 동경미술학교의 전문 학술 분야인 ‘도안과’로 자리잡게 된 것이
다.308 여기에서 당시 노토미 카이지로가 빈 만국박람회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왜 ‘디
자인’을 ‘도안’으로 번역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유니아에 의
하면, 초기의 도안 개념은 “설계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도법기하학, 일명 도학이 완성

306

비엔나 박람회에 일본 공예품 선발 심사위원을 맡았던 노토미는 유럽을 방문해 공예품 대량생산을
공부하고 돌아와 토쿄 전시장에서 서양 기술을 가르치곤 했다. Haruhiko Fujita, “Notomi Kaijiro: An
Industrial Art Pioneer and the First Design Educator of Modern Japan,” Design Issues 17 (Spring
2001): 20 참조.
307

비엔나 세계 박람회 후, 그는 "생산 증대 및 산업 진흥"캠페인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는 서양 기술을 이용해 전통 공예를 보편화시키려고 했다. 일본 공예품이 비엔나에서 호흥을 얻은 후,
일본 정부는 공예품을 중요한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Fujita, 앞의 논문, 20.
308

노토미는 귀국하자마자 도쿄 전시 사무실에서 도자기 셍산 센터(pottery-producing
center)´에서에서 온 학생들에게 그의 (도자기 디자인) 방법을 가르쳤다. 노토미가 시작한 사업은 이후
‘내무부 산업 개발 사무소’가 이어서 진행 했다. 그리고 1876 년에 노토미는 ‘필라델피아
박람회(Philadelphia Centennial Exposition)’의 일본 전시 부서를 개관하고 그는 전시회에 출품될
공예품의 스케치 제작을 제안했다.
Fujita, 앞의 학술논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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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계와 건물을 기술자가 의도하는 대로 도면에 정확히 표현하는 일”309에 가까
웠다고 한다. 또한 허보윤은 도안의 의미를 “분업화된 단계 중 형태와 장식을 결정하
여 미술=공예품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일”310이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산
업생산과정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으며, 개인의 창작이나 예술성을 강조하
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311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김민수가 설명했듯이 도안은
“온갓 인공물들을 단순 처리하는 양식화(stylization)의 기법을 뜻”312한 것이고, 일본
에서의 ‘도안’은 ‘디자인’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설계나 도면의 의미를 갖기
보다는 제품의 표면을 감싸는 장식적인 그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식산흥업(殖産興業)정책을 통해, 일본에서의 미술교육은 수출을
위한 상품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 되었고 서구인들이 선호했던 오리엔탈리즘 취향
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313
이러한 맥락을 참고로, 메이지 정부의 지원 하에 제작된 『온지도록(溫知圖
錄)』을 살펴보면, 당시 완성된 ‘색회금채해룡도유환화병’<그림 95 왼쪽>과 이것이
제작되기 전 구성한 도안<그림 95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당시 일본에서의 ‘도안’은
한 제품을 분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구상이라기 보다는 오직 표면에 들
어갈 이미지 디테일에만 주목하여 스케치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왼쪽 완성품과 오
른쪽 도안을 비교했을 때 최종 작품이 가진 양 옆 손잡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단순하
고 직선적으로만 다루어졌다.

309

노유니아, 앞의 논문, 12.

310

허보윤, 앞의 논문, 158.

311

허보윤, 앞의 논문, 158.

312

김민수, 앞의 논문,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54.

313

김민수, 앞의 논문,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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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1879년경『온지도록』에 실린 ‘색회금채해룡도유환화병’. (왼쪽)
1876-78년 제39첩『온지도록』 일본 메이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도안첩. (오른쪽)

물론, 최종 제품을 스타일만 구상한 단계라고 보기에도 당시 1881년 필라델
피아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프랑스 도자기 병” <그림 96>의 디자인 스케치와 비교했
을 때, 여기에는 최종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와 각 부품의 사이즈, 생산방식과 이에 필
요한 재료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 실제 제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반면, 일본 도
자기의 도안에는 이와 같이 제작을 위한 정보가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
루어 봤을 때 연구자는, 일본이 ‘design’을 ‘도안’으로 번역했을 때 제품의 표면에만
치중했다는 점과 이 제품들을 수출하기 위해 작가 중심적이고 ‘일본스러운’ 문양을
제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87

그림 96. 회전판을 사용해 만들 ‘프렌치 도자기 병(French Crushed Vase)’ 1881년 8월 스케치.

이처럼 원 ‘design’의 의미를 변형한 ‘도안’은 일차적으로 일제강점기 여러
미디어를 통해 한국(조선)에 확산된다.314 그리고 도안 교육은 대대적으로 이어져
1896년 동경미술학교의 전공 학과로 개설되었고,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한
국 학생들의 디자인 관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1.1.2. 반사된 서양의 우월성과 미국의 개입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은 개항기에 서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주요 경로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의 디자인 교육을 직접 경험한 장발을

314

노유니아, 앞의 논문,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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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디자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
은 일본 동경미술학교으로 유학을 다녀온 예술가들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순
석이나 이병현, 유영국, 조병덕을 주로 꼽을 수 있다.
장발은 1920년 9월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 진학을 앞둔 1921년 9
월에 미국 유학을 위해 자퇴한다. 이후 미국 국립디자인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25년에 콜롬비아 대학 미술사와 미
학을 수학하고 귀국하여 미국에서 얻은 경험을 초기 도안과에 적용시켰다고 한다.315
그리고 장발 이후에 미국의 디자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를 찾아본
다면, 대부분 앞서 다룬 공예시범소와 시범시청각교육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대
표적으로 공예시범소의 디자인 유학 지원금을 받고 돌아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민철홍과 권순형의 사례가 있다316. 그 이후 국제적 교류 차원에서 서울대학교가
초빙한 외국인 교수들의 강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
다는 감정, 그리고 디자인은 미술보다 계급이 낮다는 관념과 함께 그저 ‘수출을 위한
장식’이란 인식은, 이미 1860년대 일본에서 “design”을 번역할 때부터 시작되어
1930-40년대 일본에서 교육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한국 미술계 및 사회 전
반에 걸쳐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5

김민수, 앞의 논문,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35-36.

316

“전통 공예 및 경공업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수출을 위한 디자인 진흥 방안 모색
과 국민의 산업 디자인 의식 고취 및 전문적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
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수 디자이너들의 미국 유학도 주선했는데 이들은 일제시대에 수
학했던 제 1세대를 이어 교육 현장에서 제2세대를 형성하게 되어 이후 디자인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앞의 책,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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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르헨티나: 디자인 활동과 개념의 형성

이 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1950년대 무렵에 형성된 디자인 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디자인
개념이 도입하기 전 ‘구체·발명 예술협회(Asociación de Arte Concreto Invención AACI)’가 어떠한 활동과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1차 자료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
현대미술관(MAMBA)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장식미술 박물관(Museo de Arte
Decorativo)의 카탈로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건축 대학교 도서관의 영상 파일과 신문
기사를 확보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자료는 아르헨티나 디자인의 선구자인
말도나도(Tomas Maldonado)의 저서를 분석해 말도나도의 디자인 철학을 파악할 것
이다. 그리고 베로니까 데바제(Verónica Devalle), 알레한드로 크리스피아니
(Alejandro Crispiani), 다니엘라 루세나(Daniela Lucena),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ández), 하비에르 데폰티(Javier De Ponti)의 자료 등 말도나도의 디자인 개념과
아르헨티나 디자인에 끼친 영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1.2.1. 1930년대 유럽 추상미술과의 접촉

가장 최근까지 연구된 아르헨티나 산업이나 디자인사 서적을 살펴보면, 건
축과 추상미술 운동의 일부였던 ‘구체·발명 예술(Arte Concreto Invención- AC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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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지 않은 저서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317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1920년대 르 코
르뷔지에(Le Corbusier)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여러 건축가 및 학생들과의 접촉
과, 1950년대 말도나도(Tomás Maldonado)의 디자인 이념의 형성과정(추상미술에
서 디자인으로)318에 있다.
ACI의 작품 스타일은 ‘추상미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 루세나(Daniela
Lucena)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구체·발명 예술’은 뻬또루띠(Emilio Pettoruti)나 솔
라르(Xul Solar), 델쁘레떼 (Juan del Prete)나 폰따나(Lucio Fontana)의 작품들과 함
께 추상예술 카테고리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중 델쁘레떼와 뻬또루띠의 경우, 프
랑스의 ‘압스트락숑-크레아숑(Abstraction-Creation)’을 전파한 예술가들이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추상미술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국가보다 예술
의 정의와 필요에 대해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념의 충돌은
ACI 예술가들의 분열을 초래했으며, 1945년 ‘마디(MADI)’와 ‘인벤시오니스모
(Invencionismo)’, 그리고 1947년의 ‘뻬르셉티비스모(Perceptismo)’라는 세 부류의
새로운 ACI 예술파가 형성되었다. ‘인벤시오니스모’를 선도한 말도나도는 아르헨티
나 ‘구체·발명 예술협회(Asociación de Arte Concreto Invención - AACI)’를 구성했
고, 기존의 추상예술가 뿐만 아니라 동시대 ACI 예술가들과 자신을 차별화했다.319
이를테면, <그림 97, 그림 98과 그림 99>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그림의 구성과

317

앞서 서론에 언급된 아르헨티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유럽의 모던 건축과 ACI의 활동을 시발점
으로 삼고 있다.
318

데바제의『형태의 항해(航海)(La travesía de la forma)』라는 저서의 제목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 전
문성, 개념이 형성되고 알려지기까지 있었던 유럽 아방가르드의 영향과 모던 건축가들로 두 갈래로 이
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말도나도가 ACI 활동에서 1950년대에 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이론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319

Lucena, 앞의 책,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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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특징으로 따지자면, AACI320의 주요 인물이었던 말도나도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뻬또루띠의 작품<그림 98>과 델 쁘레떼의 작품<그림 99>으로 미
루어 보아, 이들은 같은 추상미술 범주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8. 델 쁘레떼(Juan Del Prete).『녹색의
구성(Composió n en verde)』1957년.

그림 97. 뻬또루띠(Emilio
Pettoruti).『파르파쟈(Farfalla)』 1957년.

그림 99. 말도나도(Tomás Maldonado).
『구역에서부터(Desde un sector)』1953년.

320

발레이(Bayley, Edgar); 까라두헤(Caraduje, Antonio); 꼰뜨레라스(Contreras,
Simón); 일리또(Hlito, Alfredo); 이오미(Iommi, Enio); 란디(Landi, Obdulio); 로사(Lozza,
Raúl); 반딕 (Rembrandt van Dyck); 말도나도(Maldonado, Tomás); 몰렘베르그(Molenberg, Alberto);
모나꼬(Mónaco, Primaldo); 누녜스 (Núñez González, Oscar); 쁘라띠(Prati, Lidy); 소우사(Souza,
Jorge); 베르빈(Werbin, Mati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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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ACI의 선언
서(manifesto)를 통해 발표된 철학으로부터 드러난다.
말도나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 미술’은 ‘추상
성(abstraction)’과는 정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유럽에서 당시 일어나고 있던
근대미술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21 즉, 말도나도가 구상했던 ACI의 철학
은 결국 유럽 추상·구체(Abtract-Konkret) 예술가들
의 저서, 1948년에 여행을 계기로 만난 인맥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322 이러한 만남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추상·구체미술 운동은 막스빌이
바젤 쿤스트할레(Basel Kunsthalle)에서 최초의 추상·
구체미술 국제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시작한다. 이처
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아르헨티나에
서의 유럽 아방가르드 운동이나 스타일유행은 거의
동시 수용할 정도로 실행이 빨랐다. 이런 “즉각성”을
다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미술계는 곧

그림 100. 『아르떼 꽁끄레또
인벤시온 (Arte Concreto
Invención)』 잡지에 개제된
「인벤시온 예술가 마니페스트
("Manifiesto Invencionista”)」
사진.

321

앞서 배경 부분에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 예술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인으로서의 정채성을 모색한 작
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재는 아르헨티나 토착 문화에 관한 요소들을 다루고 유럽 근대 미술운동들의
기법을 적용한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델 쁘레떼나 뻬또루띠는 당시 프랑스 추상·발명(France
Abstraction-Creation)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322 “

밀란에 가서 맥스 휴버(Max Huber), 브루노 무나리(Bruno Munari), 삐에로 도라지오(Piero
Dorazio), 쟈니 도바(Gianni Dova). 취리히에 가서는 리차드 루스(Richard Lohse), 카밀 그레저
(Camille Greaser)와 막스 빌(Max Bill)과 연결하고, 파리에서는 (George Vantongeeloo)를 만난다. 이
모든 인연 중 막스 빌과의 접촉이 말도나도의 미래를 위한 가장 뜻 깊은 만남이 될 것이다”
Lucena, 앞의 책, 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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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 시대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했다고 보인
다.
1940년대 당시, 구체·발명 예술은 아르헨티나에 있어 매우 선진적인 예술
운동이었던 만큼, ACI의 선언을 편집해 1944년 『아르뚜로(Arturo)』예술 잡지에
그 내용을 실었고, 이후 말도나도는 다양한 글을 통해 구체·발명 예술과 “비시온
(visión)”,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구성했다.

1.2.2. 디자인 이론의 출현과 전개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분야는 매우 단단한 이론적인 기틀을 특징으로 한
다.323 그리고 어떤 분야라도 그에 대한 서적, 사상, 사설, 집필 등이 매우 다양한데, 이
는 앞서 살펴본 1880년대부터 내려오는 “문명화 시기”의 전통과 깊게 관련되어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게 있어 이런 튼튼한 이론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
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문학적 연구 기반을 닦은 것도 사실이지
만, 식민시기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유럽의 이론적 틀을 뛰어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 분야에서 전문잡지 매체는 이런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다.『누에스트라 아르끼떽뚜라(Nuestra Arquitectura)』,『떽니까(Técnica)』,

323

아르헨티나 FADU에서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정공한 연구자 개인 경험에 의해서 말하자면, 기
호학1,2, 디자인사 1, 2, 3, 윤리, 사회학, 물리 1,2, 수학 1,2, 미학, 시청각 이론, 디자인경영 등의 과목들
을 이수해야만 졸업 실기 과목 시각디자인3 혹은 산업디자인4를 수강하고 졸업작품을 제출할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각 과에서 실기 과목에서도 과제를 소개하기 전 역사나 형태학 이론을 배경으로 소개하
는 것은 필수로 진행한다. 그만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에서 이론 과목은 전체 과목 중 절반이
넘고 디자인이론은 학생들의 전문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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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끼떽뚜라(Arquitectura)』,『까논(Canón)』등은 유럽의 모던 스타일을 중개하
는 아르헨티나 최초의 건축전문잡지였다. 이들 잡지의 목적은 동일했다. 즉각적으로
유럽 당대의 유행을 아르헨티나에 전달하고 모던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여, 어떤 기법이 국내에 적용되는지 알리는 데에 의의를 뒀
다.
디자인 잡지의 경우, <그림 101>『아르뚜
로(Arturo)』예술 잡지가 모태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324 『아르뚜로』는 1944년에 개간해 제1호를 발
행하고 절판되었다. 이 잡지는 구체·발명 예술 운동
을 대표한 아르덴 퀸(Carmelo Arden Quin), 꼬시세
(Gyula Kosice), 베일리(Edgar Bayley), 로드푸스
(Rhod Rothfuss), 또레스 가르시아(Joaquín Torres
García) 가 공동 편집했고, 잡지의 디자인은 말도나
그림 101.『아르뚜로(Arturo)』예술잡지.

도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그리고 잡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말도나도(Maldonado), 쁘라띠(Lidy Prati), 로드푸스(Rhod
Rothfuss), 다실바(Vieira Da Silva), 또레스(Augusto Torres),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몬드리안(Piet Mondrian), 또레스 가르시아(Joaquín Torres García)와
같은 국내·외(유럽) 추상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담고 있었다. 데바제
에 의하면 이 잡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외 추상 예술가들을
최초로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325. 이들을 연도나 국적, 테마 등 그 어떤
분류 체계도 없이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잡지의 목적은 당시 미술계에

324

Devalle, 앞의 책, 121 참조.

325

Devalle, 앞의 책,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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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려지지 않았던 아르헨티나 화가들의 활동을 유럽의 추상미술 운동과 같은 카테
고리 안에서 소개하여 알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326.

그림 102. 1951년12월 제1호
『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잡지.

그림 103. 1952년 1월
제2,3호『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잡지.

그림 104. 1945년
제5호『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잡지.

말도나도는 1949년 잠시 AACI의 활동을 멈추고 유럽으로 떠나 막스 빌과
만나고 돌아와서 1951년에 잡지『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 - NV)』을 직접 편집
하고 발행했다. ‘새로운 시각’을 뜻한 NV는 모홀리 나기(Moholy-Nagy)의 과목 명칭
인 ‘뉴 비젼’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것이었으며, 말도나도의 글에서 드러나는 구체·
발명 예술을 일러 “절대적인 문화적 영도(cero cultural absoluto)”라고 비유했다.327
그만큼 말도나도는 구체·발명 예술이 “객관적인 요소들로 객관적인 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는 ‘추상미술(Arte Abstracto)’도 ‘구상미술(Arte Objetivo)’도

326

『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 - NV)』잡지에 있어서 가장 새로웠던 것 중 하나는 당시 유럽에서
행했던 아방가르드한 추상미술 운동에 대한 소식을 즉각즉각 전달해서 아르헨티나 현지의 예술가들이
유럽과 조화되어 움직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327

Tomás Maldonado, “Actualidad y porvenir del arte concreto,” Nueva Visión, 195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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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비구상도 조형예술(Arte Figurativo)’이라고 단언했다.328 이러한 주장들은 당
시 말도나도의 희망”329 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유럽을,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1.2.3. 건축계에서의 디자인

그림 105. 1949년 10~11월『건축학생회관지(Boletín del Centro de Estudiantes de Arquitectura- CEA)
2』잡지에 개제된 말도나도(Tomás Maldonado)의 글. 「디자인과 사회생활(El diseño y la vida
social)」. CEA 잡지 디자인: 말도나도.

말도나도는 유럽을 다녀온 후, 미술에 대한 본인의 관심을 극단적으로 절제
하고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 교육학 그리고 디자인으로 시선을 돌린다
330

.

328

Maldonado, 앞의 글, 6.

329

신혜성은 1960 년대 아르헨티나 미술계의 특징 중 하나를, 동시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미술행위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라 보았고 이런 동시성을 결국 아르헨티나가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신혜성,「1960 년대 아르헨티나 아방가르드 미술의 시간성」『기초조형학연구』제 14 권 4 호 (2013):
335-43.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이미 1930 년대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30
Jorge N. Bozzano, Proyecto, razón y esperanza: escuela superior de diseño de Ulm (Buenos
Aires: Eudeba, 199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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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말도나도가 극
단적으로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는 가에 있다”331고 하며, 이런
관점에서 과학의 세계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1961년 「문제해결사로서의 디
자이너(“El diseñador como
그림 106. 산체스, 라고스와 델라또레(Sá nchez, Lagos y De
la Torre)가 디자인한 까방(Kavangh) 건축물 내부 이미지.
고전주의 양식과 모던 디자인의 특징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례.

solucionador de problemas”)」
라는 글에서, 디자이너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진·확산 방법론(método proyectual)”
이라고 제안한다.332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이 예술의 개념을 버리고 기획, 설계의 의미
를 갖게 된 것은 1940년대로 추정되며, 그때부터 근대 개념으로서의 ‘디세뇨

331

Bozzano, 앞의 책, 65.

332
말도나도는 디자인의 활동을 오직 문제해결에 제안되면 안된다고 직면했다. 20 세기 상반기에 과학
분야에서 경험한 막대한 기술의 발전에 생각하면, 문제해결사로서의 디자인은 울름조형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신 계산기가 단순한 문제를 풀 수 있기에,
디자이너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게 아니라 이를 제기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말도나도는 1961 년에 쓴 글, “문제 해결사로서의 디자이너(El diseñador)”에서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디자인의
방법론을 “합리주의”와 “직관주의”, 두 부류로 나눴다. 전자는 결과보다 방법론에 취중 했다면, 후자는
그 어떠한 결과도 상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Tomas Maldonado, El diseñador como solucionador de problemas (Barcelona: G. Gilli, 1977), 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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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ÑO)’ 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사례는 부에노스아이레
스국립대학교(FAU)가 1949년 10월에 발행한 『건축학생회관지(Boletín del Centro
de Estudiantes de Arquitectura- CEA) 2』에 수록된 말도나도의 글 「디자인과 사회
생활(El diseño y la vida social)」<그림 105> 인데, 동시에 근대적인 개념의 디자인
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333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근·현대 개념으로서의 ‘디자인’이 말도나도가 출간한 미술 잡
지가 아닌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발행한 건축잡지에서 사용된 것인가? 물론,
통상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에는 디자인 교육과 실무는 건축에서 출발한다고 알
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데바제는,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교육이 1940년대 부에노스
아이레스국립대학교(FAU)의 건축과 전공과목 중, ‘시각(Visión)’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각’이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 아르헨티나에서 건
축계와 디자인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2.2. 장에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는 현지 문화를 뿌리 뽑고 문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럽 후
손들, 즉 엘리트 권력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건축 양식은
대부분 프랑스 고전주의 스타일을 표방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양한 유럽
이민자들의 손에 풍파를 겪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수 많은 형식을 모방한 건축물
의 집합소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 1930~40년대부터 수많은 아르헨티나
에 모던 건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333

우연치 않게 같은 해에 쿠바 디자이너 클라라 포르셋(Clara Porset)이
『멕시코건축잡지(Arquitectura México)』,「디자인이 무엇인가(¿Qué es el diseño?)」에서 디자인은
미술이 아니라 미국 개념의 디자인, 즉 계획, 기획으로서 디자인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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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출현과 영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근
·현대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건축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말도나도가 개
입된 ‘구체·발명 예술(Arte Concreto
Invención- ACI)’ 운동이 러시아 구성주의와
그림 107. 1929년 9월, 르 코르뷔지에가
바라본 부에노스아이레스.

연관되어 있었기도 하지만334, 1920년대에 유
럽의 주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335이 부에노

스아이레스를 방문했던 사실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929년에 모던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의 방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말도나도가 속해 있던 아르헨티나 건축협회 및 대학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
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1929년 9월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르 코르뷔지에는 자신
이 상상했던 “빈 땅덩어리”336가 아니라 바다 위에 숨 쉬는 도시(부에노스아이레스)
의 모습을 발견했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날 그린 스케치<그림 107>에 자신의 감상

334

“구성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화 하려는 시도는 간(Aleksei Gan(1893-1942)의 콘스트럭티비즘
(Konstructivizm) 브로셔에 있었다. 간은 ‘구조(tectonic)’, ‘질감(texture)’, ‘구성(construction)’이 구성
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서술했다. 구조는 공상주의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했다.
질감은 재료의 특성이자 이것이 산업 생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의미했고, 구성은 창의적 과정과 시
각 조직의 규칙을 상징했다.”
Philip Meggs and Alston Purvis, Meggs' History of Graphic Desig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12), 301 참조.
335

1930년대 아르헨티나의 모던 건축 형성과정에는 1920년대 마리네띠(F. T. Marinetti), 헤게르만
(Hegermann), 스테인호프(Steinhoff), 바르디(Bardi), 사르토리(Sartori), 페렛(Perret)와 같은 건축가 예
술가들의 방문을 배제할 수 없다.
Jorge Francisco Lineur, Arquitectura en la Argentina del siglo XX: la construcción de la modernidad
(Buenos Aires: Fondo Nacional de las Artes, 2001), 171 참조.
336

르 꼬르뷔지에는 빈 땅을 맞이할 것이라는 매우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왔다.
Jose Bernardi, “Presicions on Le Corbusier’s Plan for Buenos Aires,” ACSA Annual Meeting 84th
(199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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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고전주의 장식을 둘러싼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 내부를 보
며, 모던 건축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을 통해 기본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
고, 건축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에 그 생각을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아방가르드 감각이 그의 담론을 지배했으며, 그는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방법과 개념이 동반된 학문적 사고를 목표로
했다.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그는 또한 학계의 거의 무의식적인 친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비판적이고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는 군중들. 결과적으로, 그는
그가 신념처럼 여기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학문적으로 사고하는 것" 을 지지하도록
젊고 교육받은 엘리트 청중들을 끌어들였다.”337

물론 이런 비판적인 의견은 아르헨티나 건축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리네
르에 의하면, 르 코르뷔지에나 마리테티는 아르헨티나 건축계에서 호응을 받지는 못
했다고 하며, 『라 쁘렌사(La Prensa)』의 신문 기자 기도(Ángel Guido)는 그들이 기
술지배적인 미학을 선언하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며
혹독히 비판했다.338 그리고 1929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빨레르모(Palermo)구에 다
세대 주택(edificio de viviendas), 박물관 계획, 띠그래(Tigre)구의 주택 계획, 마르델
쁠라따(Mar del Plata)구의 호텔 등의 설계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르 코르뷔지에가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계획 프로젝트는 파편적으로 흩어지

337
“A sense of the avant-garde dominated his discourse and he suggested that a common enemy
needed to be destroyed. He targeted the type of academic thinking which adopted methods and
concepts without question. In a paternalistic way, he also mentioned the almost unconscious ally of
academism; the crowds, whose thoughts were uncritical, always ready to obey. Consequently, he
engaged an audience of young and educated elite. “to free themselves entirely of academic thinking”,
to be part and support what he called his doctrine.”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Bernardi, 앞의 논문, 152.
338

Lineur, 앞의 책,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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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339
그러나, 르 코르뷔지에의 모던 건축이 당시 아르헨티나에 만연해있던 엘리
트주의 건축계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을지언정, 그의 이론은 1930년대 말부터 신 건
축물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말도나도가 있었다340. 특히, “기존의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형태를 무시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이론
강의가 열린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모던 디자인을 소개하는 말도나도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잡지『누에바 비시온(Nueva Visión)』, 즉 ‘새로운 시
각’의 발행은 “바우하우스 정신을 되찾고”341 아르헨티나에 적용 시키려는 취지에서
에서 출발하였다. 교육 면에서는, 1950년대 FAU에서 ‘비시온(Visión)’이라는 과목
을 개설하는데, 이 과목 명칭은 ‘시각’을 의미하며, 이 과목의 신설을 추진한 사람들
은 레뻬라(José Alberto Le Pera), 자넬로(César Janello), 브레이에르(Gastón
Breyer) 등 말도나도를 지지했던 건축가들이었다.342 이 과목은 구성주의 예술가 모호
이 나지의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게슈탈트(Gestalt)의 빛의 이론, 이미지 분석,
지각으로 인한 이미지 대상의 왜곡 등의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었다. 『누에바 비시
온』잡지를 통해 말도나도가 미국의 ‘굿·디자인(Good Design)’, 이탈리아 ‘벨·디자인
(Bel Design)’ 그리고 독일 ‘구떼·폼(Gute Form)’의 이론적인 기반을 아르헨티나

339

Lineur, 앞의 책, 172.

340

1947년대까지만해도 당시 말도나도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세계에 그로피우스나 르 코르뷔지에
의 모던 건축의 이론과 펩스너나 가보와 같은 구성주의 예술가들의 공간 개념을 반영하고자 했다.
Devalle, 앞의 책, 129.
341

Devalle, 앞의 책, 243.

342

Devalle, 앞의 책,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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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343, FAU에서 ‘비시온(Visión)’은 이러한 이론을 몸소 체득
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림 108. 1959 년 FAU ‘시각(Visión)’ 과목 ‘산업 생산품에 대한 과제(Ejercicio sobre objetos de
producción industrial)’ 학생들 결과물 모음.

앞선 르 코르뷔지에의 발언과, 이후 말도나도의 행보는 일견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건축계에서 처음으로 디세뇨(diseño) 용어를 사용
하며 그 중요성을 성토했던 말도나도의 운동, 『누에바 비시온』 잡지의 발행을 통한
이론적인 기틀의 마련과 보급을 위한 노력, 그리고 FAU의 ‘비시온(Visión)’ 과목 개
설은 바닥부터 모두 다 바뀌어야 한다는 르 코르뷔지에의 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아르

343
Alejandro Crispiani, “las teorías del Buen Diseño en la Argentina: del arte concreto al diseño de la
periferia,” Cuadernos del Instituto del Arte Americano no. 7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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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 내부에 모던 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필로티(pilotis)’344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44
연구자는 아르헨티나에 주입된 말도나도의 서양 디자인 교육은 지역적인 연구 없이 허공에 건설될
이후 디자인 경향을 지탱한 필로티는 2층라고 본다.
필로티는 르 코르뷔지에 모던 건축의 5개의 원칙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필로티’2층부터 세워질
방을 1층에서 지탱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허공에 뜬 건물의 버팀목이 된다.
Frampton Kenneth, Le Corbusier (Madrid: Ediciones Akal, 2002), 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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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0~60 국립대학교의 산업디자인 교육

김민수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사회·문화적 질서의 개편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345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은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제도적으로 적용하여 국가가 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한 정치·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생산공장이자 훈련소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가 대학
교를 지원하는 만큼,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립대학교가 배출한 졸업
생들이 사회에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이 맥락에서 디자인센터들이 활동하던 당시, 각 센터의 멤버들은 디자인센
터의 활동과 함께 동시에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육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이 교육자들이 디자인센터들과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이 장에서 양국의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과과정과, 교육 프
로그램, 그리고 디자인진흥기관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의 활동의 교육적 배경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산업디자인’ 혹은 ‘공업디자인’이라는 교과과정이 생기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디자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
식으로 ‘산업디자인’346과 양국의 디자인진흥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는지 분석

345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31.

346

산업디자인교육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KDPC에서는 공예와 제품 디자인이, 그리고 CIDI에서는 산업
디자인이 주 항목으로 연구, 전시, 교육되었기 때문이다. CIDI의 경우, 1967년 무렵 그래픽 디자인이 연
구과제로 포함하지만,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을 더 중요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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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2.1. 한국: 디자인 교육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미술교육에서 디자인 교육이 자리잡기까
지,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
듯이 한국의 디자인 개념의 확립과 교육의 전파도 결국 일본 식민통치의 방해와 해방
후 미국 헤게모니의 개입 중에 형성되었다. 또한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해방 전후
일본과 미국의 교육 기반을 답습하던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무려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디자인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의
트렌드와 신기술 발전을 급히 따라가며 형식적으로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347 특히, 연구자는 국립대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국가의 필요로 인해 형성된
교과과정이며,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제도,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그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들 또한 초기 형성 과정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본
다.
한국 모던 미술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1880년대 말부터 한국과 프
랑스의 미술 교류 등으로 시작되어, 1886년에 공예미술학교 설립 계획이 입안되기까
지 이르렀다.348 그러나 이런 자발적인 교류의 맹아는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로 무
산되며 식민지 시기에 압살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국민 주도적 국립대학교
의 설립은 해방 후 1946년대까지 지체되고, 그 이전까지 근대미술 전문 교육을 받을

347
정영호, “디자인 교육에 희망이 있는가,”『월간디자인』, 12월, 2008. Accessed 2017.09.08.,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46481
348

조형연구소,『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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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로는 오로지 유학뿐이었다. 유학을 선택한 자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교육
을 받고 귀국하여 한국고등교육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 후 미국의 이데올로기 아래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의 영향으로 1960년대 고등교육은 미국의 방식을 강조했고,
유학을 선택한 이들의 경로는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바뀌었다.

2.1.1. 서울대학교와 디자인

서울대학교에 미술학교가 설립되고 1976년에 최초로 “디자인”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정착되었다. 그러나 ‘디자인
하기(to design)’가 ‘디자인(design)’ 이 사용되기 전부터 존재했듯이, ‘상업디자인’,
‘공업디자인’, ‘공예디자인’이 개설되었다고 해서 ‘디자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은 아니었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명칭과 범위가
변하고 세분화되거나 합쳐지기도349, 혹은 독립된 학과로 분리되기도 했지만 디자인
전공의 성격은 그 뿌리를 배제하고 정의될 수 없다. 특히, 한국 ‘디자인’과 ‘공예’ 전
공은 같은 종목의 전문분야로 ‘미술학교’ 아래 설립되고 현재까지도 미술학교에 종속
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현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디자인 교육’의 지위와 가르치는 방식, 혹은 결
과물이 결국 ‘디자인’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국립대학교를
지원하는 국가가 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땠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디자인’이 미술대학에 학부·학과로 자리잡게 된 동기는 디자인 교육의 개설과 연결

349

1946년에서 1960년 시기에 도안과는 응용미술과로 명명되며 1961년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은 ‘산업
미술’,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여려 전문분야가 형성되기도 하고
필요로 인해 합쳐지기도 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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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본다. 이 특징은 1946년 미술부를 개원한 이화여자대학교와 더불어
1949년의 홍익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는 미술부의
개원 초기부터 디자인과 공예 전공을 독립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한국 최초의 케이
스로 꼽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진다350. 물론, 1972년에 ‘공예과’와 ‘산업미술과’가 분
리 되기 전까지는 소수의 강사진이 여러 수업을 중복하여 지도했지만,351 공식적으로
과정이 분리되어 있었다.
김민수는 서울대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구조가 미군정 제도 아래 미국식
제도로 구성되었지만, 도안과는 일본식 교과과정과 유사한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있
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
었던 이순석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352 같은 맥락에서, 김용철이 언급했
듯이 서울대학교는 미군정치하에 개교했는데 이의 미술부는 음악부와 분리 설치되
었고 연극이나 영화 같은 장르가 예술대학교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353을 봤을 때, 서
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어느정도 미국정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공예와 도안을 통한 사회 참여에 대한 의무감 및 일제에 의해
왜곡된 문화를 바로 잡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다.” 이 필요성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 때 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의 설치로 나타난다.

(…) 예술대학이 4 년제 종합대학의 한 단과대학으로 설치된 것은 미국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역시 미국계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자대학의 예림원 미술학과 도안

350

조형연구소, 앞의 책, 358.

351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0.

352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32.

353

김용철, “도쿄미술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조형 아카이브』제2호 (2010):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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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더불어 후에 한국의 디자인 고등 교육이 미술 또는 예술대학에 설치되는
원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미국식 종합대학 시스템과 “도안과”라는 일본식 교육과
정을 결합한 형태였고, 이는 당시 미국식 미술교육을 경험하고 돌아온 장발 학장과
일본에서 유학을 한 이순석의 교육배경에서도 연유했다.354 김민수가 “이 둘 사이에
발생했던 조형 양식의 견해 차이로부터” 뿌리깊은 문제점이 유래했다고 했듯이355,
이 두 사람이 받은 교육과 이념이 한국 디자인 교육과정의 혼돈을 야기한 것뿐만 아
니라, “도안” 정확히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당시 한국 사회에 부재했던 것이기에
“수입해야”만 하고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가야만 했던 상황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이순석이나 그 당시 “전통성”을 강조했던 교수진들이 교육에 반영
한 ‘전통성’과 ‘한국성’에 대한 사고는 어떠했고, 미국식 교육을 적용시킨 교수진은
디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54

허보윤,『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서울: 미진사, 2009), 61.

355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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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응용미술과의 교과과정과 교수진

1950년대 이후 ‘도안’과가 일본식 미술교육을 벗어나고자 ‘응용미술’과로
명칭을 바꾼다.356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응용미술 교과과정은 공예과와 함께 ‘미술’
항목 아래에 속해있었고, 응용미술과에서 제품 디자인에 해당하는 “공예미술” 수업
은 이순석, 백태원이 담당했다. 교과과정은 1학년에 기초과정을 마치고 2학년부터
교양 과목357과 전공실기수업으로 나눠져 있는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
공 수업은 학년별로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2학년에 “상업미술과 공예미술로, 3학년
은 상업미술, 공예미술, 무대미술로, 4학년은 공예미술, 선전미술, 무대미술 등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교수가 수업을 진행했다.”358
먼저, 이순석은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담당했다. 서울 국립대학교
에서 초기 디자인 교육을 구성하고 주임 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최초의 한국 디자인
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센터’의 설립, 국전과 상공미전의 심사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개인적 사업을 함으로써 다방면으로 독립 후 한국 초기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전파시켰다. 이런 그의 활동과 경력으로 인해, 그는 한국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
어 학자들로부터 극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제1세대 전문 디자이너 배
출, 최초의 연구소, 최초로 독립된 응용미술과 프로그램 개설 등 “최초”의 타이틀을
다수 부여받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356

조형연구소, 앞의 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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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외국어, 인문사회교양, 교육학, 미학 등의 교양과목과 서예, 해부학, 미술사, 도학 등의 공통실
기과목이 있었는데, 전공 실기과목은 ‘실기’라는 통합 과목명 아래 나뉘어 있었다.”
허보윤, 앞의 책,『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69.
358

허보윤, 앞의 책,『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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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1954년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 응용미술과
실기실에서 작업중인 학생들.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장.

그림 110. 1954년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
이화동 교사 응용미술과 수업 풍경.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장.

그러나 이순석이 일본의 도안 수업 커리큘럼을 아무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순석 이후로 동경미술학교
에서 유학을 하고 온 학자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아
니었다. 1950년대 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박암종에 의하면 2학년까지 수업은 이
순석과 김정환이 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수업 내
용이 묘사되어있다.
“2 학년 때까지 수업은 이순석 선생님과 김정환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셨는데, 아마
미술대학 설립 아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1950 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만큼 초기에 이순석이 마련한 수업 커리큘럼은 약 10여 년 간, 즉 1959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민철홍과 권순형이 수업을 맡기 전까지는 특별한 변
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순석은 일본 교육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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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으로 당시 서양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 명칭이 바뀌고, 1954년 이후 1세대로 졸업한 학생들이 강사 자리를 맡
게 되면서 미술대학의 여러 과목에서 외국인 강사들도 점차 채용되기 시작했다.359 그
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김정자, 민철홍, 권순형이 “추상 미학 체계”를 적
용하면서 교육은 보다 미국식으로 변화했다.360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으
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1950, 60, 70년대에 각기 나타난 디자인진흥기관들과의 연
관성에서 모던 디자인 개념이나 “한국성”에 대한 필요성 또한 점차 변해갔다고 본다.

미국식 모던 디자인 교육의 적용

응용미술과에 개설된 전공 교육은 양식화, 광고 포스터, 달력 디자인, 패키
지 디자인 등으로, 오늘날의 디자인교육에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도면과 렌더링 단계까지 작업하는 데 그쳤고, 교육 과정에서 실물 제작을
경험해 보기는 어려웠다. 간혹 수업 시간에 완성한 디자인을 실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개 ‘공예사’라고 불리던 외부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서구에서 행했던 ‘그래픽’과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개념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기였다.

359

조형연구소, 앞의 책, 35 참조.

360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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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교육의 적용은 서울대학교 미
술대학 초기 학장이었던 장발부터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22년 미국 뉴욕국립디자인
학교(New York National Academy of Design)
에서 1년간 수학하고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
을 받았다. 여기에서 장발은 웨슬리 도우
그림 111. 웨슬리 도우(Arthur Wesley
Dow)가 1899년에 출판한
『구성(Composition)』, 1913년 제7쇄.

(Arthur Wesley Dow)에게 받은 교육을 토대로
“구성”이라는 과목을 서울대학교에 개설하였
다.361 일견 전적으로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웨슬리 도우가 콜롬비아대학에 “구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는 일본식 도안이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웨슬리 도우는 학창시절 파리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1980년대 말에 미국으로 돌아와 보스턴 예술 박물관(Boston Museum of
Art)에서 동양 미술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던 페넬로사(Ernst Fenellosa)를 만나
일본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추상성을 연구하게 되었다.362 그리고 그의 연
구의 결과로 1899년에 『구성(Composition)』<그림 111> 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으
며 그 내용에 일본의 도안 기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363 따라서 장발
이 생각했던 미국식 교육에 기반한 “구성”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도안” 교육과 밀접

361

“구성”이라는 과목명은 “장발의 발상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수, 앞의 논문, 36.

362
"Arthur Wesley Dow,"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accessed 2020.04.20.,
https://americanart.si.edu/artist/arthur-wesley-dow-1325.참조
363
Arthur Wesley Dow, Composition; a series of exercises in art structure for the use of students and
teachers, 7 ed. (New York: Garden City,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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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발은 ‘구성’ 외에 ‘서양미술사’를 같이 담당했는데, 이 수업의 내용
은 1950년대 일리노이 디자인 학교의 ‘서양미술사’와 다를 것이 없었다. 민철홍에 의
하면, 그는 유학 당시 학장이 지정해준 ‘서양미술사’ 수업을 다른 과목으로 바꿔달라
고 할 만큼 장발에게 받았던 수업과 그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한 바 있을 뿐만 아니
라, 수업 교재로 사용했던 헬렌 가드너(Helen Gardner)의 『시대속 미술사(Art
through the ages)』도 동일하게 사용했다.364 이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교육자
들이 그러했듯, 그 어떠한 필터 없이 서양의 디자인 교육과정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한국의 수업에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카피 앤 페이스트” 교육
풍토는 장발 이후 교수진의 행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안’과가 ‘응용미술’과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외국인 강사 채용도 꾸준
히 있었다365. 장발은 1953년 5월 프랭크(John L. Frank)에게 ‘구성’ 수업을 맡긴다.
한국전쟁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최초 외국인 강사 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이었
던 만큼 학생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 수업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프랭크의 이력을 찾아 살펴보았다. 프랭크는 1951년에
뉴저지에 위치한 ‘뉴어크 예술 및 산업미술 학교(Newark School of Fine and
Industrial Art)’를 졸업하고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군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364

박영목, 앞의 책, 52.

365

이 기간 중에는 학년도에는 꾸준히 외국인 강사가 채용되었다. 1949년부터 1957년까지 강의한 강사
명단에는 1952년 1학기에 죤 엘 후랑크는 응용미술실기와 영어를, 그리고 조지프 세켈(Joseph Szekel)
은 회화구성을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환도한 1953년의 기록은 없고, 1954년 1학기에는 맥타 가
-드가 미어를, 1955년 2학기에는 도로티 그난드가 조소길기를, 그리고 윈터 엘딘트멘이 회화실기를,
1956년에는 1956년 로버트 엘 클레이가 두 학기에 걸쳐 방직도안 기초구성을 , 그리고 가브리엘 빌스마
이엘이 장식문자를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7년에는 왹국인 강사가 없었다.”
조형연구소, 앞의 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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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군생활 말미에 한국과 일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366 그리고
전문 분야가 ‘추상 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였던 만큼, 짧은 기간 동안 ‘구
성’ 과목에서 ‘서양미술’의 기법을 가르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권순형에 따르면,
이 수업에서 추상미술의 ‘프리폼(free form)’ 기법을 배웠다고 한다.367
이후, 그 자리는 1958년에 ‘오클라호마대학(University of Oklahoma)’에서
회화·디자인 석사를 마치고 온 김정자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서 장발에 이어 제2의 미국 대학 교육과정을 거친 한국 교육자로 자리 잡았다.368
1959년 구성 과목에서 미국식 디자인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당시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 사이에서도 ‘디자인’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구성 수업
에서 판화 실기 교육과 더불어 기초 디자인 이론 교육을 최초로 병행하기 시작했
다.369 그렇다면, 최초의 ‘디자인 개념’ 강의에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자의 수업을 수강했던 부수언은, 김정자가 당시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디자인을 접하고370 돌아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 시키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김민수

366
Justus Bier, The paintings of John L. Frank, ed. Allen R. Hite Art Institute (Louisville: Allen R.
Hite Art Institute 1958). 참조
367

1995년 8월 8일에 김민수가 권순형 인터뷰한 내용. 김민수, 앞의 논문, 39 에서 재인용.

368

조형연구소, 앞의 책, 36.

369

박용목,『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김정자』, (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03), 38.
370

김정자가 디자인을 접근하게 된 계기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을 때와 오클라호마
대학원에 입학하여 도서관에서 “모던 아트”를 혼자서 공부하면서 디자인에 견해는 더 깊어졌다고 하였
다. 또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 조교를 맡아 건축가 학생들에게 ‘기초 디자인’ 수업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박용목, 앞의 책, 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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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에서 그녀가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자는 디자인의 정의, 목표,
분야에 대해 논하고 디자인을 선, 형태, 색채,
질감(그녀는 이를 ‘바탕’이라고 했다), 무늬,
공간의 6 가지 요소로, 그리고 그 원리를 비례, 균형,
율동, 반복, 강조, 조화에 입각해 정의한
바 있다.”371

여기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6가지 요
그림 112. 김정자가 조형연구소에 기부한
서적. 1953년에 에머슨(Emerson, Sybil).
『디자인, 창의적 접근(Design: A Creative
Approach)』책 표지.

소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원리 또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자료실에 김정자가 기증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그림 113>. 연구자는, 김정
자가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곳에서 구한 도서
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372, 이 책의 내용과 앞서
김민수가 다룬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그녀가

그림 113. 앞의 책의 목차: 선과 재료(Line
and Materials), 형태와 공간(Form and
Space), 색채(Color), 질감(Texture),
무늬(Pattern).

기증했던 만큼 이 책을 중요한 수업 자료로 이
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김정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디자인 정의
또한 이 책에 기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371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4.

372

당시 한국전쟁 발발 이후 매우 열악한 대학교 인프라에서 “소곡동 양서노점 골목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수업을 지도했다고 묘사한 바 있다. 박영목, 앞의 책,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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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는 “용도의 기능을 기초로 한 동작적인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했
는데,373 이러한 인식 또한 이 책에 쓰인 내용과 유사했다.374 따라서 이 자료는 김정자
본인의 디자인 정의와 그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디자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그림 112> 1953년에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Pennsylvania
State College)’ 미술 교수이자 미국 화가였던 에머슨(Sybil Emerson)이 발행한 저서
였고, 이 책이 쓰여지고 출판된 195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디자인 교육이 합의되기
시기375 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 산업디자인협회가 형성되고 전
세계의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센터’의 개념과 활동을 통일시키기 위해 ICSID에서
두 개념의 정의를 내렸듯이, 미국에서도 산업디자인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는, 디자인 교육의 일원화는 향후 디자인 원조를 통해 그들의 교육을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에 주입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 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물론 인프라가 부족했고 학교의 교수진조차 ‘디자인’이 뭔지 잘 알지 못했던 당시
에, 김정자는 이론적 기초를 세우느라 각별한 노력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디자인은 서양의 것”이라는 지배적인 사고 아래 한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논리 안
에서 ‘디자인’을 찾고자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시 김정자의 수업을 “정리

373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4 재인용.

374
“Design being the fundamental plan, inherent in the material chosen, it cannot be applied, as if it
were on external things. It is rather the bringing together of all elements which serve the proposed
end, whether that end is the painting of a picture, the making of a craft article, or simply the grouping
of objects.”
Sybil Emerson, Design: a creative approach (Scranton, Pennsylvania: International Textbook
Company, 1953), 3.
375

1957년에 풀러스는 디자인 교육자 30여명과 만나 미국에서 디자인 교육을 균혈화하기 위해 ‘산업디
자인교육협회 (Industrial Design Education Association - IDEA)’를 제3조 국립 디자인 협회로 형성하
고자 했다. Pulos, 앞의 책,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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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덜 된”376, “이해를 못 함”377과 같이 평가한 학생들의 의견에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서 ‘산업디자인’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모호하게 쓰여지고 있을 시기였다.

“(…) 이순석 선생님이, ‘제품 공예’ 그런 말씀 하셨고 ‘공예’자는 안 붙이고 ‘제품
디자인’ 뭐 디자인이라는 말을 미술 대학에서는 그때 슬슬 쓰기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선배들도 작품 하는 것을 한 교실이니까 봤는데 파리솔, 또 핸드백,
그러니까 헤비 언데스트리얼(heavy industrial)이 아니고 경공업, 일상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378

따라서 당시 학생들에게 ‘공예’와 ‘디자인’의 정의는 물론, ‘제품 디자인’의
가능성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응용미술과 학생들에게 실기를 통해 근대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
식을 심어준 사람은 공예시범소를 통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민철홍이라고 알
려져 있다.379 민철홍은 공예시범소 회장 디 한이 건축을 전공했던 학교를 추천 받아
1958년 1년간 일리노이 공과대학교(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디자인 학교의
교육을 받고 귀국했다. 그는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해 더블린(Jay Doblin) 학장과 만

376

박영목,『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부수언』, (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03), 34.
377

“그때 구성은 김정자 선생님한테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서 구성이 뭔지 몰랐어.”
김수정,『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양승춘』(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
구소, 2003), 31.
378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 70.

379

부수언은 학장시절 때를 기억하며 김정자 선생에게 구성의 기초를 배우고 디자인 전공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은 본격적으로 민철홍에게 배웠다고 했다.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부수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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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할 과목을 정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시간표를 짜는데 1,2 학기로 나눠서 하는 걸 하는걸 다
염두에 두고 (…) 기초 워크샵하고 2 학년의 베이직 디자인(basic design)은
자기(제이 더블린) 시간을 꼭 이수하게 해서 (…) 나머지 그것들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표에서 2, 3, 4, 대학원, 5 개 영역에 대한 시간표를 고르는 거예요.”380

민철홍은 더블린이 정해준 1학년 기초 워크샵(Basic Workshop), 2, 3학년
의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4학년의 ‘고급제품디자인(Advanced Product
Design)’, 그리고 ‘대학원 세미나(Graduate Seminar)’와 같은 수업을 이수했다381. 이
수업들의 강의계획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과목명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 실기 과목
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수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모교의 강사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했을 것이고, 이런 포트폴리오
를 본 학생들은 ID를 눈으로 습득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382 이후 민철홍은 본
격적으로 IIT에서 경험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수업 내용을 서울대학교에서 재전파
하기 시작한다. 그는 수업 시간에 전화기나 다리미와 같은 생활용품 디자인을 과제로
내주기도 했다.383
민철홍이 귀국하고 1년 뒤, 권순형이 민철홍과 같은 ICA장학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갔던 ‘클리블랜드 미술대학(Cleveland Institute of Art)’에서 돌아와 본인의

380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 52.

38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앞의 책, 14-15.

382
양승춘은 당시 1학년 학생일 때 민철홍 교수가 돌아와서 IIT에서 1년간 배운 바인더를 펼쳤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다”고 감탄했다. 김수정, 앞의 책, 32.
383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 76-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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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미8군 문화원 전시실에 출품했고, 이 또한 학생
들이 그래픽 디자인 영역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권순형의
그래픽 디자인 작품 전시 목적은 ICA 디자인 원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는 민철홍과는 유사한 상황을 겪고 돌아왔다.

"수업 스케줄이나 수강신청은 이미 사무엘 셔가 모두 결정해서 처리한 상태였다.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 9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광고디자인(Advertisement Design),
수요일 9 시부터 6 시까지는 기초디자인(Basic Design), 목요일과 금요일은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으로 꽉 차있었고, 게다가 수요일 저녁에는 이브닝
클레스로 도예(Ceramic) 수업을 들어야 했다.”384

권순형은 셔의 지시로 클리블랜드 미술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그가 지정한
과목을 수강했고, 유학 기간 연장의 여지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식 디자인을
전시하고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의 교수진으로 취임했으며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것
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열의 넘치는 선생”385으로 민철홍과 함께 미국식
디자인 교육의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둘은 이후 대한민국상공미전에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KDPC의 모태였던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와 같은 국립디자
인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84

허보윤, 앞의 책,『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82.

385

허보윤, 앞의 책,『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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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에 근거한 양식화 과정
앞서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서 미국식 교육 체제를 전개하고 있었던 당
시에, “한국성”이나 “전통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먼저, “십장
생 선생”386이라고 기억될 만큼 한국의 것을 강조한 이순석은, 당시 일본 유학을 마치
고 돌아온 임숙제, 강청규, 한홍택, 유강열, 김제식 등과 함께 “한국성”에 대해 작품의
표면에 전통적인 문양을 입히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처럼 초기의 도안과나 이후 응
용미술과의 교육과정은 “힌국성”과 “전통성”을 두고 어떠한 “형태의 표면을 장식으
로 구사하는 교육”387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순석의 수업에서 디자인은
그저 장식적인 모티브 그 이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민철홍과 권순형의 서울대학교 부임으로 미국식 ‘디자인’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에도, “한국성”과 “전통성”은 여전히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었
다.388 당시 디자인을 지도했던 교수라면 “한국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고, 미국식 디자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적용시켰던
민철홍과 권순형도 미술대학교 외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성”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고 본다.389 1965년 응용미술과에 부임한 김교만은 개인적인 스타일
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는데, 김민수가 지적했듯이 그의 “스타일은 이미지가

386

김정자에 의하면, 이순석은 한국적인 것을 매우 강조했기에 “십장생 선생”이라고도 기억한다고 언
급했다. 김민수, 앞의 논문, 55.
387

허보윤, 앞의 책,『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89.

388

이 논문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1958년에 공예디자인연구소에부터 “전통성”은 외국인 소비자
의 눈을 매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한국전쟁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한국 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
389

민철홍은 담배갑, 훈장, 우편을 디자인했을 때 그리고 권순형은 1968년에 공예디자인연구소의 연구
부서를 담당하면서 국가 상징, 전통 문양, 등 한국적인 것에 대해 고민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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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야 할 내적 정감과 심리적 미묘함을 말살시키고 파상적인 형식의 단순화된 선적
구성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픽 디자인을 오로지 자와 콤파스에
의해 ‘도안기법’으로 인식”390하게 만들었다. 당시 응용미술과에서의 그래픽 디자인
에 해당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수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지표로 작품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도안 양식화의 그림자”391를 야기하
는데 깊이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디자인계를 뒷받침할 이론적
기반이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했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응용미술과 전공에서 김정자 이후 디자인 개념과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연
구는 1972년 3월 정시화가 강의를 맡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392 그는 1968년부터 공
예디자인연구소에서 이론 부분을 담당하며 모던 디자인 개념이나 해외 디자인에 대
한 내용을 정리하고 1969년부터 『계간디자인』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한국디자인
역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강의와 교재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현대 디자인이 취해야 할 성향, 역할,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393.
그리고 그는 한국의 디자인 교육이 산업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공예시
범소”와 같은 한국 디자인 기관의 기능과 역사에 대해 최초로 연구하고 다루었다.394
따라서 정시화는 서울대학교 디자인 이론 교육과 한국디자인사를 다루기 시작한 매
우 중요한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전 한국전통에서의 디

390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6.

391 “

결국 이것들은 한국 그래픽 이미지의 고질병인 ‘도안 양식화’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김민수,「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우상·허상 파괴 한국 디자인 문화
의 진단과 처방」(2000).
392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51.

393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51.

394

정시화, 앞의 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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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대한 연구와 “미학적 맥락과 형식 논리”395에 대한 연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고 본다. 그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1960년대에 ICSID가 공표했던 “인더스트리얼 디
자인” 개념과 세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서양의 디자인사 틀 안에 한국디
자인사가 포함되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1.3. 대학 차원의 디자인 전시

앞서 살펴본 디자인 개념의 수입과 적용의 결과는 학생들의 작품에서 고스
란히 드러난다. 1953년 응용미술과가 개설되고 1954년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민철
홍은 실습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2 학년서부터 전공 들어와서 하나의 교실에 2 학년은 출입구 있는 쪽에 있고,
중간에 3 학년 선배가 쓰고, 그 다음에 졸업반 선배가 썼어요. 교실이 크기 때문에
(… ) 1 학년은 기초 과목이었으니까 자기 방이 없고요.”396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선배들이 교수로부터 받는
지도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작품을 보고 교과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직
접적인 결과물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과정이 개설되고 2학년에
오른 민철홍은 당시 선배들의 작품에서 “회화 성향의 장식화 성격”을 봤고 당시 디자
인에 가까운 작업은 포스터 정도 밖에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현상은 1960년대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14, 그림 115>은 응용미술과

395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51.

396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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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모음인데, 민철홍이 언급했던 관광 포스터는 아니지만 학생들
의 작품에서 당시 이순석이 일본에서 교육받았던 투시 작업인 ‘도안’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115>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의 외곽 형태만 구사하는 식의 작품도 있고
명칭 또한 ‘가구도안’으로 표기되어있다.

그림 114. 1960년대 제14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앨범 응용미술과 학생들
사진과 작품.

그림 115.1960년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앨범 응용미술과
유관호 학생 ‘가구도안’ 작품.

이러한 응용미술과의 모호성은 과정이 개설되고 4년이 지난 시기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응용미술과에 재학중이던 부수언도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 당시 선배들이 졸업작품으로 졸업전시회에 전시한 작품은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지 크기의 판넬에다가 포스터컬러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테마가 가미된 평면 구성에 가까웠죠. 순수미술도
아니고 그래픽도 아닌 것을 전시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도 있었습니다.”397

397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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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묘사에서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 ‘도안’ 교육과
동떨어진 “구성” 수업의 모호성, 다른 하나는 1959년에 귀국한 민철홍으로부터 미국
식 디자인 교육을 받은 부수언 의식에 형성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인식이 바로 그
것이다. 실제로 부수언이 경험한 1959년과 이듬해 ICA의 미국식 디자인 교육 프로
젝트는 민철홍과 권순형이 응용미술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
작한 것이다.

“제가 3 학년이 되던 1959 년, 민철홍 선생님과 권순형 선생님이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과과정이 저의 위 학년들과 점점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명칭이 그냥 ‘실기’에서 ‘공예미술’, ‘상업미술’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398

“1961 년 내가 응미과 3 학년이 되었을 때 민철홍, 권순형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때가 응미과에 새로운 경향이 도입된 해로
기억됩니다. 드로잉의 재료가 다양해지고, 실물 제작하는 수업이 생겼습니다.
촛대나 재떨이 렌더링을 할 때 색지에 색연필이나 파스텔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권순형 선생님이 1960 년도 귀국 개인전에 출품한 렌더링에 사용된 파스텔은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재료였습니다.”399

398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앞의 책, 50.

399
57학번 강창균 인터뷰 내용.
허보윤, 이소현,『서울대학교 현대공예 교육 1961-2018』(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전공, 201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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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미국에서 귀국한 교수들의
결과물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은 학생들
에게 모범사례로 인식되었고 그들의 교육
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작품과 활동을 통
해 그 교육 내용을 현실화했다. 이를테면,
그림 116. 학생들의 작품 전시. 1963년 민철홍
과제 결과물 예상.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소장.

민철홍은 1963년에 담당했던 공예 수업에
서 칠판에 ‘Industrial Design’이라고 적은

후 전화기 디자인을 과제로 냈다고 한다.400

그림 117. 1968년 제18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전
포스터.

그림 118. 1968년 제18회
미전에 출품한 이정숙 학생의
Packaging Design 책표지.

그림 119. 1968년 제18회 미전에
출품한 김인천 학생의 KOREA 관광
포스터.

<그림 117>이 바로 이 과제의 결과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66년 정부가
수출을 위한 디자인을 적극 지원하자, 서울대학교 미전을 대표하는 포스터에서 추상
적인 이미지를 적용하거나<그림 117>, 기하학적인 레이아웃과 산세리프체를 사용한
제목 “packaging design”의 책 표지 디자인<그림 118>, 그리고 한국을 광고하는 관

400

박영목, 앞의 책,『한국 디자인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디자인 민철홍』, 76.

226

광 포스터와 같은 작품들을 학생들의 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19>. 이후 1968년
상업미술, 공업미술, 공예미술과 같은 세부 전공으로 분리되면서 그래픽디자인과 산
업디자인의 전문분야는 보다 뚜렷한 윤곽을 잡아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림 120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 포스터에서의 태극 문양
과 전통으로 여겨지는 조선시대 건축물이나 전통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사물들을 추
상적인 기법으로 바꿔서 포스터에 삽입하는 사례, ‘한국적’인 형태를 띤 함 <그림
122> 등 서양 디자인의 범주 하에 한국의 디자인 교육과정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한
국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1950년 ‘도안’과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예시
범소로부터 다시 한 번 강조되었던 “서양식 기법과 기술의 전통문양 적용”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렴하는 듯 보였다.

그림 120. 제26회 응용미술과
졸업생 유효준.

그림 121. 제 26 회
응용미술과 졸업생
최명숙.

그림 122. 제25회 졸업생 작품.

전문 교육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기본 방향

한국 디자인 교육과정이 형성된 데에는 실제 사회의 요구나 인식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교육적 인식에 의해서 훨씬 더 강조되었고 선행되었다. 교육에 있어서까
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았고, 1976년이 되자 교과과정도 응용미술과 아래에

227

세부적인 전공 명칭이 ‘미술’에서 ‘디자인’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공예’와 ‘디자인’이 개별적인 전문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표 11>
이러한 전공의 세분화 과

학년도

학과

1946 (예술대학

도안과

정은 1970년대의 미국식 디자인

응용미술과

교육이 서울대학교에 정착하면서

1961~1961

응용미술과

교수진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

1962~1967

응용미술과

1968~1975

응용미술과

1976~1980

응용미술과
(입시 시 전공
명시)

미술부)~1950
1951 (1953:
미술대학)~1960

되었다. 이를테면, 민철홍은 1971

1983~1988

공예과

상업미술전공
공업미술전공
공예미술전공
상업디자인전공
공업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도자공예전공
금속공예전공
공업디자인전공
산업미술과

1989~1997

공예과

산업디자인과

공예 분야에 종속되어 있고 “소기

1998~2004

디자인학부

2005~현재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현

디자인전공

실적으로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1981~1982

응용미술과
(입시 시 전공
명시)

표 11. 디자인 전공이 개별적 전공으로 형성되는 과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55-56 참고. 연구자 편집.

년 ‘Industrial Design’이라는 제
목으로 산업디자인의 유래와 외국
에서의 디자인 실습의 전개를 실
은 기사에서 ID 전공은 그때까지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ID계의 악
순환을 만들고 발전을 둔화 시켰

다고 비판한 바 있다.401 결국 학교 측에서도 디자인이 공예와 분리되어 개별적인 전
공이 개설되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디자인 교육과정의 독립은 사회 경
제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KDPC의 설립과 이에서 시작된 디자인 교육
과 활동, ICSID나 ICOGRADA의 회원으로 등록 등 빠른 변화를 추구했던 KDPC는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변화를 요구했다. 이런 요구 중
에서도, 디자인 과정의 탈 순수미술과 학과 명칭의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401

민철홍, “Industrial Design,”『미대학보』제6호 (187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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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드러났다.402
응용미술과의 세분화에 이어, 공예와 산업미술(이후 산업디자인)도 결국 분
리가 되었고 산업디자인은 보다 독립적인 전공으로 개별적인 커리큘럼을 지니게 된
다. 그러나 김민수가 제시했듯이, 이러한 독립성은 선택 과목의 감소와 공예과와 디
자인과 사이의 ‘개념적 갈등’을 초래했다.403 그리고 세계 흐름에 따라 추진된 디자인
전공의 세분화 또한, 산업혁명에 국한된 기술 위주의 디자인 전공들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2.1.4. 디자인진흥기관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교수와 졸업생

앞서 살펴봤듯이, 일제강점기에 전통 억압과 동시에 ‘디자인’, 즉 장식 차원
에서의 ‘도안’을 수입하였고, 이 개념이 공예시범소와 시범시청각센터를 거치면서
‘디자인=장식’ 이라는 개념을 전파했다. 결국 자본주의 사상과 미국식 굿 디자인 이
념이 합쳐지면서 전통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출품 장식에 지나지 않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자인 교육 또한 초기 일본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교수들과 미국의 디자인을 경험하고 돌아온 교수들의 주도로 도구로써의 장식적 디
자인 개념을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공예시범소의 디자인 원조를 통해 미국에
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교수로 임용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

402

1978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황과 문제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대순은 디자인은 미술
에 비해 이론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순수미술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디자인
학과 명칭을 세분화시키고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인이나 공예디자인과 같은 학과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그 개황과 문제점,” 앞의 기사, 41-42.
403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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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짧게 경험하고 온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 응용미술과 세부전공들이 ‘미술’에서
‘디자인’으로 바뀐 1970년대까지 ‘디자인’ 개념과 교육의 실태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
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성은 당시 학생들의 증언과 그들의 작품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그림 123. 제1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과 추천작가 명단.
강선동, “산업 디자인전의 출품 및 전시 현황,”『디자인포장』제9호 (1978).

결국 국립 디자인 진흥 사업을 맡았던 KDPC의 수출을 위한 비일상적인 디
자인 결과물, 그리고 외국인 교육 강연 내용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적용은 서로 동떨
어진 내용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인 배경과 전문 디자이너 배출 기관 중 가장 대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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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디자인 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졸업생들은 KDPC의 모태였던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활동했으며 KDPC가 설
립된 후에도 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 양상을 보였다. 이를테면, 한도룡과 김교
만과 같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출신들은 『디자인포장』 잡지에 기사를 실었으
며, 상공미전 초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철홍이나 권순형, 이순석의 경우 1971
년부터 주최 기관이 KDPC로 바뀐 후에도 추천 작가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더했다.
추천 작가 명단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상공미전이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림 123>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김교만, 조영제, 한홍택, 권순형, 백태원, 민철홍, 한도룡 등 서울대학교 출
신들이 명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출품작 또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 상
공미전에 출품하고 수상하는 것은 그들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디자인 계에
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상공미전의 주체가 KDPC로 바뀐 후 1977년부
터 전람회에서 입상한 작품은 이동 전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지방을 순회하고, “우수
한 수상 디자이너들이 선진국의 디자인계를 연구하고 시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향후 전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70년
에도 대다수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상공미전에 출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124, 125>, 앞 장404에 소개한 수상 작품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결과물들에

404

이 논문 ‘1.4. KDPC 결과’ 장에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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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장식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4. “商工美展서 本校生 20명 입상.”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1973.6.4.

그림 125. “상공未展 본교생다수 入賞.”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1974.6.24.

이러한 결과물들은 ‘디자인’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알려졌고, 입상한 학
생들의 선진국 디자인 연구 파견은 해외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좋은 수단임을 넘어
한국 디자인 산업이 가진 외국의 디자인에 대한 의존성을 유지시킨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 있다. 1950~70년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
었지만405, 2014년 조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첫 시기인 1950 년도부터 1960 년까지의 졸업생들은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교 전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회화과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405

“그러나 졸업생들의 소속과 활동 분야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다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1950 년대부터 70 년대까지의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학과와 직종, 분야에 따라서 응답 비율이 제각기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과 및 직종별 분포도를 분석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형연구소, 앞의 책,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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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원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조소과와 응용미술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들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시기인 1961 년부터 1980 년까지 시기에서도 지속되었지만, 응용미술과의
경우 기관 소속의 전공 실무자와 기업체 대표/공방 운영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 우리나라 공예와 디자인 산업의 성장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50 년부터 1980 년대까지는 독립적으로
활동한 개인 창작자들 중에서 ‘전업 작가’로 응답하거나 구체적인 직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술 협회 회원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졸업생들의 숫자가 상당수
존재했다.”406

사회에서 교육자, 혹은 개인 창작을 하는 디자이너의 활동이나 그들의 디자
인 산업 또한 존재론(ontological)적이며 사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취향과 문화를 형성시킨다. 즉 교육을 통해 초기 디자인 개념과 인식이 후대에 전달
되었고 그들의 디자인 활동이 한국의 디자인적 아비투스(habitus)를 지속시켰다고
본다.

406

조형연구소, 앞의 책,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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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르헨티나: 산업디자인 교육

2.2.1. 수도를 벗어나 설립된 디자인 학교

한국과 달리, 아르헨티나 디자인 교육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벗어
나 지방 국립학교와 대학교에서 시작된다. 1958년에 멘도사주(Provincia de
Mendoza) ‘꾸조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uyo - UNCu)’, ‘조형예술학
교(Escuela de Artes Plásticas)’에서 개설된 “디자인과 장식(Diseño y Decoración)”
전공, 1960년 6월 로사리오(Rosario) 산타페주(Provincia de Santa Fe)에 설립된 ‘산
업디자인학교(Instituto de Diseño Industrial - IDI)’, 그리고 1963년 라쁠라따(La
Plata)도 ‘라쁠라타국립대학(Universidad de La Plata)’, ‘미술대학교’에서 개설된
‘디자인(Diseño)’ 전공이 그것들이다.

꾸조국립대학교(UNCu)
꾸조국립대학교(UNCu)의 디자인전공은 아르헨티나를 넘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디자인 전공 대학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최초로 학생이 디자이너 자격증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었다.407 데 폰티에 의하면 UNCu는 부에노스아이

407

1963년 4월 27일 런던, 현재의 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1963년 당시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seign ico-D, 이후 ICOGRADA)가 설립되자 매년 4월 27일을 국제적인 그래픽디자인의 날
로 기념하게 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10월 24일을 기념일로 하는데, 이 전통은 1966년 10
월 24일 스트리메이터(Haydeé Stirmatter)가 꾸조국립대학교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그래픽디자이
너 학위를 받고 졸업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꾸조국립대학 디자인학교는 아르헨티나 디자인사에 있
어 중요한 학교로 인식되어있다.
"Diseño de la UNCuyo, una carrera que hizo historia en Sudamérica," Úniversidad (Mendoza) 2008,
Accessed date: 2019.05.10., http://www.unidiversidad.com.ar/diseno-de-la-uncuyo-una-carrer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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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건축도시계획대학(FAU)과 울름조형대학(hfg Ulm)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고 한다. 특히, 1952년 FAU의 ‘시각(Visión)’ 과목을 개선한 자넬로(César Janello)와
그의 아내인 보까라(Colette Boccara), 그리고 당시 UNCu의 ‘조형예술학교(Escuela
de Artes Plásticas)’에서 예술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던 규디세(Abdulio Giudic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했다.408
자넬로와 보까라는 ‘UNCu 조형예술학교 공예과’에서 학생들에게 산업·공
예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409. 자넬로의 경우, 지방 대학에서 말도나도의 디자인 잡
지 『누에바 비시온』에 소개하는410 등 모던 디자인의 신 개념과 양식을 멘도사 지역
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자넬로의 경우, 말도나도와 가장 많은 활
동을 같이 한 인물이었는데411, 지방 대학에서 새로운 개념이었던 디자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꼈고, 수업을 개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도의
FAU로 돌아가 ‘시각’ 과목을 교육했다.412
규디세는 자넬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디자인과 장식’ 전공 신설을 추
진했고413, 당시 UNCu 조형예술대학교 총장이었던 까를로스 실바(Dr. Juan Carlos

hizo-historia-en-sudamerica. 참조.
408

De Ponti, 앞의 책, Diseño industrial y comunicación visual en Argentina: Entre la universidad, la
empresa y el estado, 87.
409

De Ponti, 앞의 채, 87. 참조.

410

Federico Deambrosis, Nuevas Visiones (Buenos Aires: Infinito, 2011), 125.

411

세사를 자넬로(Cesar Janello) 건축가는 건축 스튜디오 아만시오 윌리암스(Amancio Williams)에서
말도나도하고 같이 활동을 했으며, ACI에 참여하고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 아르헨티나 현대
건축 협회(Organización de Arquitectura Moderna - OAM)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1943년에 역사적인 의자 ‘W’와 1954년에는 아메리카 박람회(Feria de las Américas)을 프로젝트의 주
요 디자이너였다.
412
Martín Carranza, “Intercambios sobre enseñanza del diseño en la Argentina Desarrollista. El caso
de la escuela superior de Bellas Artes en la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Anales no. 43 (2013):
185-86 참조.
413

De Ponti, 앞의 책, 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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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a)에게 제안해 허가를 받아냈다414. 그 결과 1958년 ‘디자인과 장식 전공
(Departamento de Diseño y Decoración)’이 신설되었고, 이 과정은 3년제 ‘준비과정
(Curso Preparatorio)’과 5년제 ‘심화과정(Curso Superior)’으로 나뉘어 있었다. 처음
3년제 ‘준비과정’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규디세는 hfg Ulm 조형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수업 내용을 참고하고, 말도나도와 막스 빌, 그리고 UNCu의 장학생 신분으
로 hfg Ulm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던 프라세다스(María Fraxedas)를 만나 디자인 교
육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했다.415 그러나 규디세가 hfg Ulm을 방문하는 동안, 디자
인과 장식 전공 과정은 등록 정원 미달과 교수진의 디자인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은 끝에 폐과(廢科)되고 만다.416
데바제에 의하면 UNCu에서 디자인 전공은 1962년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고 봤다.417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는, 이 전공 과정이 성공적으
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전문적인 교수의 부족에 더하여 전공의 정체성이 불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전공 교과목 명을 바우하우스를 따라 먼저 정한 후,
억지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이 과정을
맡았던 인물들은 당시 미술사, 건축, 공예, 심지어 의학 전문가들 뿐이었기 때문에 디
자인적으로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414

UNCu 디자인사 교수 에이린(Guillermo Eirin)에 의하면, 까를로스 실바(Dr. Juan Carlos Silva) 총
장은 멘도사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법률, 문학, 음악, 체육뿐만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인으로 통했다. 그는 건축의 기본이 디자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디자인의 중요성
과 사회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라 심플하고 기능적
인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규디세 교수가 디자인 과의 필요성에 대해 그를 찾았을 때, 그
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고 한다.
Guillermo Eirín, Historia de diseño en Mendoza, 2001, Proyecto de Investigación, Mendoza.
415
Silvia Fernández, “Hfg Ulm en el origen de la enseñanza en América Latina,” in AA.VV. Diseño
Hfg Ulm, América Latina, Argentina (La Plata: Los Autores, 2002), 52.
416

“Institutos y escuelas de diseño,” Summa, 1969, 35.

417

Devalle, 앞의 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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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부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났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2>

1958 년도 ‘디자인 및 장식’ 교과과정
준비과정
(Curso
preparatorio)

심화과정
(Curso
Superior)

1 학년

그림 1 / 스튜디오 실습 1 / 수학 및 평면 기하학 1 / 역사 1 / 까스떼자노
1 / 영어 1

2 학년

그림 2 / 스튜디오 실습 2 / 수학 및 평면 기하학 2 / 역사 2 / 까스떼자노
2 / 영어 2 / 지리학 1

3 학년

그림 3 / 스튜디오 실습 3 / 수학 및 평면 기하학 3 / 역사 3 / 까스떼자노
3 / 영어 3 / 지리학 2 / 시민 교육학 / 아르헨티나 역사

1 학년

그림 / 시각 1 / 디자인계론 / 수학 및 공간 기하학 / 물리학 1 / 화학 1 /
문화, 예술, 기술의 역사 / 구성과 문법/ 심리학 / 스튜디오 실습 1

2 학년

시각 2 / 디자인이론 / 삼가겁 및 우주학 / 물리학 2 / 화학 2 / 문화, 예술,
기술의 역사 2 / 구성과 스타일 / 논리학 / 스튜디오 실습 2 / 교육학 1

3 학년

디자인 1 / 시각 3 / 수학 1 / 표상체계 / 산업과정 기술 1 / 재료 기술 1 /
문화, 예술, 기술의 역사 3 / 스튜디오 실습 3 / 교육학 2

4 학년

디자인 2 / 시각 4 / 수학 2 / 산업과정 기술 2 / 재료 기술 2 / 문화, 예술,
기술의 역사 4 / 사진 1 / 스튜디오 실습 4 / 교육학 3

5 학년

디자인 3 / 문화, 예술, 기술의 역사 5 / 사진 2 / 스튜디오 실습 5 / 예술
및 기술 철학 / 화계학 / 가격 산정 및 고용.
자격증: 디자이너 장식가
자격증: 디자이너 장식가 교육자

표 12. UNCu대학교 1958년도 ‘디자인 및 장식’ 교과과정. 에이린(Guillermo Eirin)제공 자료. 연구자 편집.

이후 규디세는 바우하우스와 Ulm 조형대학교의 커리큘럼, 그리고 그가 유럽
에서 얻은 경험을 참고하여418, 1961년 전임교수 산체스 데 부스따만테(Samuel
Sánchez de Bustamante)와 함께 디자인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했다.
산체스 데 부스따만테는 “장식 없는 디자인”419을 표방하며, 아르헨티나를 넘어 라틴

418

De Ponti, 앞의 책, 88.

419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의 디자인 이념에는 말도나도가 당시 추구했던 과학으로서의 디자인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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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디자인 전공을 개설하는 만큼 국제적인 디자인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못지 않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멘도사(Mendoza) 지역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적용시키고자 했다420. 이를 위해 현 지역(멘도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사회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에이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꾸조 지역 산
업은 농업과 식품 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디자인을 적용 시킬만한 곳이 없으며
(…) 기업 발달이 매우 부족해 산업디자이너들의 육성이나 디자인학교의 설립도 이
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421

1964 년도 ‘디자인’ 교과과정
1 학년

그림 1 / 시각 1 / 디자인개론 1 / 예술과 / 기술 역사 1 / 공방실습 1 / 기하학 1 / 심리학 1 /
수학 1 / 기술 영어 1

2 학년

그림 2 / 디자인 2 / 시각 2 / 사회학 및 예술과 기술 역사 / 공방실습 2 / 기하학 2 / 심리학 2 /
수학 2 / 기술 영어 2

3 학년

디자인 3 / 시각 3 / 사회학 및 예술과 기술 역사 / 공방실습 3 / 수학 3 / 기술 물리학 / 기술
영어 3

4 학년

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 공업과정 기술 / 응용수학 / 정치 경제학 / 전문 법률 / 공장 실습

5 학년

자격증: 디자이너
산업디자인 / 기계기술 및 산업공정 / 공장실습 / 공업색상 / 경제 및 산업 제정법 / 사회학
(시장조사)
자격증: 산업디자이너

표 13. UNCu대학교 1964년도 ‘산업디자인 및 장식’교과과정. 에이린 (Guillermo Eirin)제공. 연구자 편집.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녹아 있었다고 본다. Maldonado, Tomás, “New Developments in
industry and the training of the designer,” in Ulm, October 1958. 참조.
420

Eirin, 앞의 논문, 18.

421

Eirin, 앞의 논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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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Sá nchez de
Bustamante) 시각 수업 모습.

그림 127.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Sánchez de
Bustamante) 시각 수업 모습 2.

그림 128.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Sánchez de
Bustamante) 시각 수업 모습 3.

산체스 데 부스타만떼는 4년제 전공에 1년을 더 전수(專修)하면 ‘산업디자
이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1964년 ‘디자인과 장식’이라는 전
공명을 ‘디자인’으로 개칭하고 전공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13>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의 노력은 1966~67년 사이 아르헨
티나 최초의 디자이너들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모던 디자인의 이론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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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26, 127, 128>. 바우하우스의 모호이
나지(Moholy Nagy)의 형태학이나 인간 공학, 심리학, 사회학 및 예술과 기술 역사,
기계·기술을 강조하되 현실에 맞는 사회, 문화, 기술을 고려하여 수업을 시도한 사례
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림 129. 1968년 도시용 전기 자동차(Automó vil
urbano elé ctrico). 학생: 마르셀로
베르네스(Marcelo Vernhes) / 교수: 무뇨스(Amado
Muñ oz).

그림 130. 1969년 중거리 시외버스(O0 mnibus para
media distancia). 학생: 마리나 라제라
아르마니(Marina Layera Armani) / 교수:
무뇨스(Amado Muñ oz).

그림 132. 1975년 동네 표지판(Señ alizació n de un
barrio). 학생: 에스테르 아스꼬나(Esther Azcona) /
교수: 꼬뽈라(Norberto Có ppola).

그림 131. 1974년 신문판매 부스(Quiosco para
venta de diarios y revistas). 학생: 수사나
파리아스(Susana Farias) / 교수: 본지페(Gui
Bonsi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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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던 디자인의 적용과 이에 대한 연구는 1966년 산체스 데 부스타만
테가 사직하고 다시 유럽 중심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마도 무뇨스(Armado
Muñoz)가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의 자리를 대신하고, FAU 출신의 산업디자인협회
(ADIA) 회원이자 CIDI에서 활동 중이던 꼬뽈라(Norberto Coppola)가 그래픽 디자
인 수업을 담당했다. 또한 같은 FAU 출신으로, Ulm 조형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수
학한 꼴메네로(Julio Colmenero)가 ‘제품 디자인(Diseño de Productos)’ 과목을 담당
했고, 1973~74년에 Ulm 조형대학교 출신이자 동 대학 교수였던 본지페(Gui
Bonsiepe)가 졸업반을 담당하게 되면서, 산체스 데 부스타만테의 시도는 퇴색되고
만다. 그 이유는 <그림 129, 130, 131과 132>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1968년에서
1975년까지 UNCu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제출한 졸업 작품들이다. 전반적으로 근대
디자인의 형식과 구조를 갖추었고, 몇몇 결과물의 디자인은 매우 세련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29>이나 <그림 130>에 소개된 전기 자동차와 중거리 시외버스
는 당시 멘도사 지역에서 대량생산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기술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전기자동차의 바퀴 디자인은 잘 닦인 포
장도로가 아니면 운용이 어렵게 되어있었고, 당시 아르헨티나의 도로 정비는 그에 미
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74년과 1975년 졸업작품에서는 앞서 묘사한 작품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1974년 본지페가 지도한 학생의 작품의 경우<그림 131>, 발
전주의 국가 디자인에 번번이 사용되는 재활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그러한 클리셰(cliché)가 사용되는 방식과 “어떤 지방의 지역색”을 나
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V장 논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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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꼬뽈라 교수가 지도한 동네 표지판<그림 132>은 시각디자인 측면
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먼저, 이 표지판에 사용된 시각 요소들은 너무 많고 시
각적 계급(visual hierarchy)에 문제가 보인다.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와 색상, 아이
콘으로 표현한 지역 특색과 이를 동반하는 지역의 명칭, 그리고 그 아래 덧붙인 숫자
는 각 요소의 무게감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한눈에 인식되어야 할 정보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적인 문제점을 제하더라도, 이 표지판은 멘도사 지역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신·타이포그래피나 평면적인 픽토그래프의 가독성도, 멘도사 지
역의 특징도 살리지 못한 유럽 근대 디자인의 양식을 모방해 아르헨티나에 적용시킨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사리오 산업디자인학교(IDI)

UNCu에서 디자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에,
1955~1956년 사이 로사리오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Rosario - UNR)의
건축학교가 개설되었고, 1960년 7월 14일 UNR 공과대학에 산업디자인디자인센터
(Instituto de Diseño Industrial -IDI)가 설립되었다. IDI는 디자인 연구소의 역할을
맡았고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1965년 ICSID의 공식 잡지였던『디
자인(Design)』에 연구소의 활동이 소개되었는데<그림 133>, 이 기자는 부에노스아
이레스 다음가는 도시인 로사리오에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디자인센터를 극
찬하면서 “디자인 연구, 홍보와 교육”과 같은 IDI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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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1965년 ICSID 잡지 『디자인(Design)』에 실린 IDI기사 “아르헨티나는 디자인과 산업을
연결한다(Argentina links design training with industry)”기사.

기사에 따르면 IDI의 주요 활동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조언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각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문제점을 해
결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생들은 주로 공학이나 건축을 전공한 이들이었고, 대학원이
없었던 당시 IDI에서 3, 4년간 기본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학생들이었다.422
그러나 IDI의 디자인 연구 성과는 모호했다. 까란사에 의하면, 실제로 IDI는
UNR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디자인 교육도, CIDI 만큼의 디자인 홍보도 중요시 하지
않았다.423 1964~1966년 사이에 연구소의 결과물을 국내 행사에 출품한 것424을 제외
하고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디자인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CSID는 이런 지방 디자인 연구소의 활동을 응원하며 세계에 소

422

Richard Carr, “Argentina links design training with industry,” Design, 1965.

423

Carranza, 앞의 글, 187 참조.

424
Carlos Méndez Mosquera, “Departamento de Diseño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Cuyo,”
Summa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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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했던 것일까? 그 이유에는 기사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디자인 조직, 특히 산업 디자인 리서치 센터와
아르헨티나 산업 디자이너 협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 조직은 미샤 블랙
(Misha Black)과 일 마리 타 피오 바라 (Ilmari Tapiovaara)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주최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에 디자인 센터를 열 계획을
세우고있다”고 말했다.” 425

기사에 언급되었듯이 IDI는 CIDI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만큼, 당시 CIDI
가 진행한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ICSID 회장이었던 브랙과 협회의 대표 강사 타피오
바라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것이다. 결국 이 기사는 아르헨티나 산타페(Santa Fe) 주
에 설립된 디자인연구소를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ICSID 교육의 성과와 그 영향
력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IDI는 UNCu와 마찬가지
로 UBA FAU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1960년부터 1962년까지
학장을 맡았던 브레이어(Gastón Breyer)는, FAU의 건축가이자 “아르헨티나 디자인
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선구자”였다426. 뿐만 아니라 브레이어는 FAU, 그리고 1984
년 이후 FADU 디자인 과정에서도 명예교수의 자리를 맡았다.427 그리고 브레이어 퇴

425

“The institute is closely linked to the design organizations in Buenos Aires, especially the
Industrial Design Research Centre and the Argentine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The former
organisation has organised seminars addressed by such people as Misha Black and Ilmari Tapiovaara,
and is now working on plans to open a design centre in the Argentine.”
Carr, 앞의 글, 62.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426
Jorge Francisco Lineur and Fernándo Aliata, “Breyer, Gastón,” in Diccionario de Arquitectura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AGEA, 2004).
427

브레이어는(Gastón Breyer 1909-2009)는 아르헨티나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56 년과 1965 년에 FAU 학장, 그리고 1958 년부터 1959 년까지 부학장 자리에 있었고.
1966 년부터 70 년대 독재정권 시기에 그는 활동을 중단하고 1984 년에 FADU 로 돌아와
기초교육과정을 개선하고, 1985 년부터 2009 년까지 그래픽과 산업디자인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을
지도했다. 브레이어는
“Gastón Breyer,” IDIS, 1978, accessed 2020.04.03., http://proyectoidis.org/gaston-br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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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 IDI의 학장으로 빌라 오르띠스(Jorge Vila Ortíz)가 부임했는데, 그는 CIDI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428

그림 134. IDI에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진행한
인간공학 연구.

그림 135. IDI 초기 연구소 내부 모습.

이러한 맥락에서 IDI는 CIDI, 즉 ICSID의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적용시
키고 FAU에 디자인 전공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브레이어로 하여금 모던 디자인
교육을 시험해볼 수 있었던 인프라를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다.

라쁠라따 대학교 (UNLP)
라쁠라따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 UNLP)는 아르헨
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항구도시 라쁠라따에 위치한 대학교이다. 라쁠라따는
식민지시기부터 유럽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르 코르뷔지에가 1953년 꾸루
쳇 집(Curutchet)을 완공한 후로 아르헨티나에서 모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주요 도
시다. 이런 유토파아의 일환으로 1963년 UNLP 미술대학에 디자인전공이 개설되는

428

1962년부너 1989년까지 IDI를 관리한 호르헤 빌라 오르띠스(Jorge Vila Ortiz)는 1964년 INTI와
UNESCO가 주체하고 CIDI에 지리잡은 ‘국제산업디자인교육세미나(Seminario Internacional de
Enseñanza del Diseño Industrial)’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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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429, 기존의 디자인 교육기관과430는 달리, 보다 각별히 Hfg Ulm의 교육과정을 계승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UNLP 미술대학 디자인전공 개설은 1960년 알메이다 쿳(Daniel Almeida
Curth)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 알메이다 쿳은 FAU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UNLP
미술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모던 디자인 교과과정의 필요
성을 느꼈다. 이에 그는 UNLP 졸업생, 그리고 미술대학 교수진431들과 함께 3년의 투
쟁 끝에 1963년 UNLP 학장의 허락을 받아 ‘산업디자인(Diseño Industrial)’과 ‘비쥬
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Diseño de Comunicación Visual)’ 과정을 개설한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에는 울름조형대학과 영국 로얄칼리지의 교육 모델을 적용
시키고자 했다. 그는 디자인 전공이 공시적으로 개설되기 전부터 이미 까사스(Mario
Casas), 베르나베(Renán Berdenave)와 함께 UNLP의 최초의 디자인 교육자로 활동
하고 있었다.432 그가 담당한 과목 중 ‘디자인 공방/실기(Taller de Diseño)’ 과목에서,
그는 울름조형대학에서 시행한 과학적 이론에 기반한 디자인을 강조했다.433 알메이
다 쿳으로 시작된 울름조형대학의 영향은 그가 1962년에 사임한 뒤로도 지속되었다.
UNLP 학생들과 교수진의 울름조형대학 방문, 교과과정에서의 울름교수들

429
Silvia Fernández, Javier De Ponti, and Alejandra Gaudio, “Utopias,” in Diseño 2004:
Investigación, Industria, País, Utopías, Historia (La plata: Nodal, 2004).
430

앞서 다룬 UNCu와 IDI보다 모던 디자인 기관.

431

Prof. Cartier, el Ing. Edgardo Lima, el Agrimensor Manuel Souto, el Prof. Enrique Besozzi y
Rodolfo Morzilli. Devalle, 앞의 책, 342.
432

Silvia Fernández, “La carrera de diseño en La Plata,” Tipograficas, 1987, 4.

433

“어떠한 학생이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겠다고 오면 나는 그를 목수공방으로 보냈다. 울름학교는 이론
과 실기를 담당하는 교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학교 목수에게 (…) 학생이 나무 책상이나 의자를 디자인
하고자 할 때 그는 학생에게 나무의 섬유질, 자르는 법(…)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Alejandra Gaudio, Javier De Ponti, and Valentina Mangioni, “El hombre inserto en su medio y en su
espacio. Entrevista a Daniel Almeida Curth,” in Diseño 2004: Investigación, Industria, País, Utopias,
Historia, ed. Nodo Diseño América Latina (La plata: Nodal, 2004),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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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제를 필수 자료로 사용, 1964년 말도나도와 곤다(Tomás Gonda)의 강연 등434
울름조형대학교의 영향은 “UNLP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곁눈으로 보면서 울름을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435고 할 정도로 매우 강했다. 그러나 말도나도는 “디자이
너의 형성(La formación del diseñador)”강연에서 UNLP 디자인 과정이 기대했던 만
큼 미술의 영향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미술대학 안에
디자인과정이 개설됐기 때문이었다.436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런 특징이 울름 엘리트
주의 교육과 달리, UNLP 디자인 결과물에서 지역적인 색깔을 띄게 한 결과를 낳았
다고 보기도 한다.437 이러한 추론에 더하여,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UNLP 디
자인 자료실에서 디자인 과정 개설 프로그램 및 보고서와 함께 상당 분량의 UNCu
디자인 학교 커리큘럼과 연구 프로젝트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기
반으로 UNLP 디자인 프로그램에서이미 울름조형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연구를 고려한 UNCu의 실험적인 경험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울름대학교의 강박관념은 지역적인 예술과 문화의 특색을
탐색하고 서구의 과학과 기술 외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UNLP의 디자인 과정은 이후 FAU가 디자인 전공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
고 FADU로 개칭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디자인이 발전하고 1970
년대 학생들이 졸업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의 새로운 교수진으로 자리잡기 때

434

Fernández, De Ponti, and Gaudio, 앞의 책, 92 참조.

435

Devalle, 앞의 책, 344-45.

436

말도나도 “디자이너의 형성(La formación del diseñador)” 강연 내용 Fernández, De Ponti, and
Gaudio, 앞의 책 재인용
437

Martín Carranza, 앞의 논문, 1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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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그림 136>

그림 136. UNLP 산업디자인 전공에서 1971~87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작품 목록. 166명의 학생 중 33명이
이후 FADU를 비롯한 자국 디자인 대학교에서 총장, 전임교수, 부교수로 활동하였다. 블랑꼬(Ricardo Blanco)
교수 제작. 나소(Eduardo Naso) 교수가 제공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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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랄국립대학(UNL)와 산타페 주립디자인과시각예술학교

라쁠라따의 디자인 교육과정이 공식화 되면서 아르헨티나 곳곳의 대학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주에 위치한 ‘리토랄국립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l Litoral - UNL)’도 그 중 하나였다.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UNL은 196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건축과를 졸업한 ‘가이
떼(Arnoldo Gaite)’에게 세미
나를 요청했고, 그는 ‘디자인
요소와 형태의 체제(Seminario
de Elementos de Diseño y
Organización de la Forma)’라
는 주제로 12회의 특강을 했
그림 137. 1963년 8월 23일날 리또랄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l Litoral)에서 진행된『디자인 요소와 형태의
구성(Seminario sobre elementos de diseñ o y organizació n
de la forma)』세미나. 가이떼(Arnoldo Gaite) 담당 강연.

다.<그림 137> 그리고 이 세미
나에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아르헨티

나 연방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
다.438 그리고 이 세미나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가이떼의 이력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이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
고, 졸업 이후 동 대학과 UNLP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비시온(Visión)’과 ‘건축적 구
성(Composición Arquitectónica)’ 수업의 담당 교수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타
페 사람들에게 가이떼의 특강은 당시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CIDI나 FAU가 선구적으

438

Arnoldo Gaite, Caminitos del diseño: crónicas de Arnoldo Gaite (Buenos Aires: Nobuko, 20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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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하고 있었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UNL 뿐만 아니라 산타페 주에
서 이 특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고, 같
은 해 가이떼는 ‘건축과 디자인 발전 관
념(Nociones sobre Evolución de la
Arquitectura y el Diseño)’439, 그리고 8
그림 138. 1964년 8월 9~24일 최초 산타페 주립
시각예술미술관 바우하우스 전시(Exposició n
Bauhaus) 카탈로그.

월 9~24일에 아르헨티나 최초의 ‘바우하
우스 전시(Exposición Bauhaus)’를 기획

<그림 138>440했으며 1964년에 산타페 ‘주립시각예술학교(Escuela Municipal de
Artes Visuales)’와 ‘주립시각예술미술관(Museo Municipal de Artes Visuales)’의 학
장을 맡았다. 그리고 주립시각예술학교의 명칭을 ‘주립디자인과시각예술학교
(Escuela Municipal de Diseño y Artes Visuales)’로 바꾸고 디자인 교과과정을 개설
한다. 가이떼는 디자인 교과과정을 ‘그래픽’과 ‘사물(Objetos)’ 디자인으로 나누어 진
행했다.441 당시 교과과정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1964년 El Litoral 신문에 실린 기사에 간략하게 이 내용이 언급되었
다.

“학생들에게 조별과제는 그들의 개별성을 없애고, 전적으로 공업과 기술에 몰입
시키기 위해 익명적인 공동체의 규율에 따르도록 훈련시킨다. 미겔 플로레스,
알리시아 세드라섹, 오스카르 루나 그리고 우안 올리바가 ‘회화와 그림(Pintura y
Dibujo)’을 이어서 지도한다. 렌더링(modelado)에는 호세 세드라섹 그리고

439

Gaite, 앞의 책, 27.

440

Gaite, 앞의 책, 33.

441

Gaite, 앞의 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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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grabado)’에는 미겔라 베라 데 바에스. ‘구성(composición)’에 마리아
보나졸라, ‘문체론(estilística)’에는 아델라 알데아, ‘역사(historia)’에는 벨리아 데
스토르니, ‘인문디자인(introducción al diseño)’에는 아르놀도 가이떼,
‘지각(perspectiva)’에는 까를로스 꼬르디비올라 그리고 ‘기술(Tecnología)’에는
미겔 플로레스가 임용된다.”442

이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가이떼는 바우하우스의 교과과정을 디자인
학교에 적용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이떼가 디자인 개념을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 형성하는 모든 형태, 즉 디자인은 미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형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만큼 그는 디자인을 “실용적인 사물을
만들기 위해 예술을 적용”하고자 했고, 이는 울름대학교의 과학에 기반한 커리큘럼
보다 바우하우스의 “예술과 기술의 결합”에 더 가까웠다고 본다. 또한, 전공 명칭을
‘제품 디자인’이 아닌 ‘사물 디자인’으로 명명한 것으로 봐서도 상업적인 제품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더 폭넓게 지칭하며 실용적인 면을 더 강조하려고 했
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부분은 1964년 동 대학에서 진행한 디자인 전시<
그림 139과 140>학생들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가이떼가 산타페 지역에서 진행한 모든 디자인 교육 산업은 당시 서양 디자
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산타페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다만, 이러한 디
자인 교육이 실질적으로 산타페 지역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는 확
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이떼는 보수적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보다 더 자유로운
체계를 가졌던 산타페 연방에서 바우하우스의 전시와 교과과정을 실험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명암을 파악하고, 이후 1985년 FADU의 부총장으로 취임하여 그 경험을

442
“Notas de arte: Muestra de la Escuela de Diseño y Artes Visuales,” El Litoral, November 3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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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 활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림 139. 1964년 디자인과시각예술 학교 전시(Exposición
1964: Escuela de Diseño y Artes Visuales) 카탈로그.

그림 140. 1964년경 학생들의 작품.
평면을 가지고 형태 만들기 과제
(Ejercicio generador de formas en el
espacio a partir de planos).

그리고 연구자는 CIDI의 뉴스레터443를 분석하던 와중에 1968년에 당시 진
행되었던 ‘산업디자인교육 국제세미나(Seminario Internacional de Enseñanza de
Diseño Industrial)’에 당시 아르헨티나 전국 디자인교육기관과 관련된 대학교의 학
자들이 참여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노르데스테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Nordeste - UNNE), 공학과주거계획 대학(Facultad de Ingeniería,
Vivienda y Planeamiento) 디자인과에서 교수 살라스(Andrés A. Salas)와 세비자
(Jorge Alberto Sevilla)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디자인사를 다룬 서적에서 언급된 경우가 없다.

443

Boletín del CIDI (Buenos Aires), 196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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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울름 조형대학(hfg ULM)을 비롯한 디자인 교육

그렇다면 왜 아르헨티나의 디자인교육은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가 아니라
지방대학교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앞서 III. 2. 3장에서 살펴봤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 FAU의 독단적인 교육
체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1955년부터 FAU에 디자인 전공
을 개설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 번
째는, 바우하우스와 울름조형대학의 교육과정을 가져와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적용
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UNCu가 경험했듯이)444 그 여파는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 대상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디자인교육은 수도를 벗어난 아르헨티나 북동 지방 멘도사(Mendoza)구의 UNCu,
꼬리엔떼스(Corrientes)나 산따페(Santa Fe)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고, 1차 실
험 결과에 기반해 차차 수도와 인접한 로사리오(Rosario)의 IDI나 라쁠라따(La
Plata)의 UNLP에 개선 사항을 적용해본 후,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 도입시키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말도나도가 독일 디자인 교육의 모델, 특히 울름조형대학의 교
과과정을 아르헨티나에 적용 시키려고 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나
치 운동을 반대했던 울름 조형대학(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은 1955년에 잉
게 숄(Inge Scholl)과 오틀 아이처(Otl Aicher)가 설립한 학교로, 진한 사회·정치적 색
을 띄고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그 이념은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전환되었다.
아르헨티나 디자인역사학자 페르난데스(Silvia Fernández)에 의하면 ‘울름
조형대학(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디자인 교육기

444

이 연구 제IV 2.2.1. “꾸조국립대학교(UNCu)”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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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형성과 그 교과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페르난데스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와 쿠바의 예들 들며 울름 대학교는 당시 전 세계에서 “사회
문제점에 있어서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울름은
디자인을 산업화 과정에 적용시키고 그 어떠한 예술적인 행위는 디자인 계획 과정에
서 배제한 디자인 교육 기관”이였다고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연구자
는 울름 대학교의 과도한 영향과 교육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혼종문화의 미학적 특징
을 부각시켜 자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페르난데스는 울름의 교육은 아르헨티나 디자인 교육에 “결정적이
었다”라고 확신했는데 이 용어는 또한 “절대적이다”라고도 해설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뜻은 갈림길에서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서로 상호작용하며 같이 가야 했었던 길을 배제하고 유럽식 디자인하기를 선택했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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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FADU) 산업디자인 교수와 교육 방식

“근대화는 미국화도 유럽화도 아니다. 이는 근대적
해방의 거대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문화, 제국주의 문화의 침입 지지자가 아니다. 시
간이 없다. 폐허가 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바지
해야 한다.”

“근대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대중
의식이 필요하다.” 445

그림 141. 1985년 FADU에서 열린 말도
나도(Tomás Maldonado)의 특강 ‘더 모
던 프로젝트(El Proyecto Moderno)’ 비
디오 컷.

아르헨티나 수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에서 첫 디자인 교육과정
은 1983년 아르헨티나 사회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계획되기 시작했다. 1984년
대학교 교무보조 산체스 고메스(Javier Sánchez Gómez)와 총장 두조네(Bernardo

445
“No soy partidario de los discursos de penetración cultural, de Imperialismo cultural. No hay
tiempo. Hay que dedicarnos a este país que está en ruinas.”
“modernización no es la americanización ni la europeización. Es el gran programa de emancipación
moderna.”
“Es necesario una conciencia científica de masa para avanzar en una democracia moderna.”
Tomás Maldonado, El proyecto moderno (Buenos Aires: FADU, 1984).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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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jovne)는 FAU 건축과 출신의 도베르띠(Roberto Doverti), 가이떼(Arnoldo
Gaite), 블랑꼬(Ricardo Blanco), 곤살레스 루이스(Guillermo Gonzalez Ruiz), 레이
로(Reinaldo Leiro), 멘데스 모스께라(Carlos A. Méndez Mosquera), 꼴메네로(Julio
Colmenero), 꼬간(Hugo Kogan)을 불러모아 ‘산업디자인’ 교과과정 개설을 계획한
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말도나도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더 모던 프로젝트(El
Proyecto Moderno)’를 주제로 FAU강단에 오른다 <그림 141>. 말도나도는 연설에
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림 142. “유럽식 교육 적용하기 프로젝트” 지도. 변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로. 연구자 제작.

데바제는 이 강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건축대학에 자리
잡게 위한 절차, 즉 말도나도의 연설을 “건축과 디자인을 이어주는 연설”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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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446 그만큼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말도나도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
다. 그의 연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말도나도는 ‘근대화’나 ‘근대과학’, 즉 유니버
설 디자인의 길은 아르헨티나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차별되지 않고 경제상황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1984년 디자인 전공 개설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들은 FAU 건축과 출신이자 CIDI에서 울름대학교와
ICSID 대표들의 교육에 참석하고, UNCu나 UNL, UNLP에서 근대 디자인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시켜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림 142>

그림 143. 1990년대 FADU 학생들의 산업디자인(Diseñ o Industrial)과정 작품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연방에서 “유럽식 디자인 프로그램 적

446

Devalle, 앞의 책,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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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키기” 프로젝트의 결과로 기존의 경험을 통해 보다 단단한 이론적 보강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의 지역성과 문화를 배제한 체 매우 선진적인 윤곽을 띈
교육 커리큘럼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143> 대학교 차원에서 아르헨티
나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고자 했던 시도도 일부 있었지만447, 결국 1990년 학생들
의 작품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할 수 있고 대중에 익숙
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세련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따른 프로토타입, 즉 산업 없는 산
업디자인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결국 외국 회사 제품의 재조립 수준의 디자인
을 하거나 유럽 혹은 미국으로 떠나 우수한 디자이너들의 “두뇌 유출(fuga de
cerebro)”448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1985년에 ‘산업디자인’, 그리고
1986년에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개설되면서, FAU에 ‘디자인(DISEÑO)’의 ‘D’를
추가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건축디자인도시계획대학(Facultad de
Arquitectura, Diseño y Urbanismo - FADU)으로 공식 개칭되었다. 그리고 1985년
당시 개설되었던 교과과정은 2020년 현재까지도 수강편람의 내용적인 부분이 추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447
“La carrera de Diseño Industrial aspira a convertirse en una escuela de creadores,” Expomueble,
1986. 참조
448
Tulio Del Bono, “La fuga de cerebros pone en riesgo el futuro”, La Nación, November 12, 2003,
Accessed 2019.08.19., https://www.lanacion.com.ar/opinion/la-fuga-de-cerebros-pone-en-riesgo-elfuturo-nid54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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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국립디자인산업 비교분석

이 장은 앞서 제2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후, 제3
장에서 양국 최초의 디자인진흥기관인 한국 KDPC와 아르헨티나 CIDI에 나타난 현
상들을 다루고, 제4장에서 디자인 개념의 형성과정과 양 국립대학교의 근·현대 디자
인교육과정을 살펴본 후, 풀린 실타래의 얼개들을 조합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
인사를 비교·분석하며 정리하는 장이다.
1960-70년대 양국에 나타난 디자인진흥의 모순은, 긴 시간을 두고 여러
외부의 간섭을 받아 형성된 발전주의 국가의 ‘디자인’ 세계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수입된 디자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양국의 현실이나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국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독단적인 엘리트주의의 디자인 실기와 이론을 형성하였다. 이런 비일상적인 디자인은
결국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이 중 하나는 정부가 디자인을 발전주의 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써 사용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디자인 선구자”들의 교육 배경과 그 영향력이 초기 디자인 개념 정립
시기에 국가와 교육계에 매우 크게 작용했다. 이 모든 요소가 현재까지도 강대국의
굿·디자인을 우러러보며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개발도상국의 ‘디자인 식민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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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된 디자인 개념의 모순

제1, 3장에서 다루어진 것 같이, 양국에서 근대적 디자인 개념의 형성은 결
국 각 사회 디자인역사문화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개념이 각
사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디자인 교육제도와 전문 디자인 분야의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양국 사회에서 “Design”은 수입
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도안’, 그 이후 1950년대
미국 원조를 통해 도입된 ‘디자인(Design)’과 1949년에 등장한 아르헨티나에서의
‘디세뇨(diseño)’라는 각각의 번역어가 부여받은 의미는, 양국에서의 역사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신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먼저 한국 사회로 디자인 개념이 수입된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간추려보면,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보다 서양과의 개항이 늦었다는 점, 둘째, 일본 식민지배를 겪으며 전통의 탄압과 왜
곡된 근대의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셋째,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겪게 되는 ‘이념
적인 디자인 식민지배’를 들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개항기와 일제강점
기에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도안”을 해방 후까지도 계속해 사용했고, 이후 미국디자
인원조를 통해 서양의 “Design”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자는 제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맞춰진 계획이나 도면이 아니라 공예품 표면에 새겨질 문
양이나 그림에 가까웠고, 최초 미국의 원조를 통해 알려진 디자인은 당시 한국 사회
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기술을 고려해 ‘기획’에 가까운 의미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단기간 내에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공예품을 수출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도구
로 사용이 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인포장센터(K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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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디자인은 곧 제품을 외국인(수입자)의 취향에 맞게 장식하는 포장이고, 그 안에
‘한국성’은 단순히 제품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적용된 소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
실이 바로 엇갈리게 끼운 첫 단추, 즉 왜곡된 디자인 개념의 수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스며
드는 데에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
민지배를 겪으면서 현지인들의 말살과 백인 후손들에 의해 뿌리째 뽑힌 토착문화의
영향으로, 독립 후 “라틴아메리카의 것”을 되찾고자 저항하는 민족도 없었을 뿐만 아
니라, 선진강대국들과 같이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왜곡될 리도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디자이너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
신들만이 유럽의 연장국인 마냥 유럽의 추세를 빠르게 포착하고 디자인의 변화를 즉
각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 믿었고, 이런 과정에서 “유행 지난” 개념을 추구하는 한
편, 아르헨티나 자체적으로 형성된 디자인 문화는 무시하고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같은 대륙에 위치했던 미국
을 완전한 강대국으로 인정하기 전인 1960~70년대까지, 두 나라는 서로를 경쟁자
의 시선으로 경계하고 견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대다수의 학자는 아르헨티나의 근대 디자인은 말도나도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말도나도가 아르헨티나 디자인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
육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그는 유럽과 아르헨티나의 사이에서 디자인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구자로 불린 것이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 행
하던 구체 미술 운동을 아르헨티나에 전파하고, 1948년에 유럽의 울름조형대학과 연
결되어 이듬해에 “디자인과 사회”라는 글을 통해 미술을 폄하하고 과학을 찬양하는
관점을 표방하며 디자인은 과학적인 ‘전진·확산 기법(método proyectual)’을 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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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글을 통해 선보였다. 이후 그와 울름조형대학에서
활동했던 본지페, 그리고 유럽 지향적인 건축가들은 유럽을 기반으로 아르헨티나 디
자인 이론을 매우 단단하게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디자인 양식을 추구하던 1960-70
년대 아르헨티나 디자인은 다양한 국제 활동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시 유럽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기술, 산업의 갭이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유럽을 모방하느라 아르헨
티나 현지의 사회 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건축계 디자이너들의 독단적인 이론
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을 유럽과 미국을 뒤쫓기만 할 뿐 앞서
지 못하는 굴레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개념의 수입은 결국 KDPC와 CIDI
의 모순을 초래했고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양국 디자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
다고 생각한다.

1.2.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육의 외국 프로그램

디자인 개념이 수입되었듯이, 양국의 디자인 교육도 같은 경로를 통해 수입
되어 당시 사회의 필요성을 고려하기도 전에 여과 없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물론 국립대학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의 정치·제도적 틀
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교과과정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선진국들이 지향
했던 교과과정을 모방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양국 모두 국립대학에서 디
자인 교육이 시작된 이후 사립대학들이 국립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인용 하는 방
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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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
동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전파하고 보강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순석
과 민철홍, 그리고 말도나도와 본지페라는 양국 디자인계의 매개자 역할을 맡았던 교
수들을 대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순석과 말도나도는 양국에서 디자인의 선구
자들로 간주하며, 미술가로서 왕성한 개인 활동과 함께 초기 디자인 교육과정을 수립
하고 양국 최초의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말도나도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아르헨티나와 유럽을 오가며 유럽
의 모던 디자인 개념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 최초의 디자인 잡지 『누
에바 비시온』의 발행과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 디자인 개념과 이론의 기초를 세웠
고 모던 디자인의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까지는 독일 울름조형대학에서 강의하고 총장 및 부총장을 역임한 후, 디자인 대학
교육과정이 없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CIDI에서 세미나와 강연을 하며 아
르헨티나 디자인 교육과정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본지페는 아르헨티
나 지방 국립대학교와 CIDI를 오가며 말도나도의 디자인 개념을 전파했고 발전주의
국가를 위한 ‘토착 디자인(Diseño Autóctono)’을 연구했지만, 서양 디자인 논리의 틀
안에서 접근했던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석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1946년 유학시절 보고 배운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차
용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부 ‘도안과’를 개설하여 초기에 일본식의 장식 디자인 개념
을 교육하고 전파했다. 또한 1965년에 상공부 미팅에 참여하여 1966년 대한민국상
공미술전람회를 기획하고 1968년 최초의 국립디자인진흥원이었던 한국공예디자인
연구소 회장을 맡으면서 국립디자인산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민철홍은 공예시
범소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디자인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상공미전에서 추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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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미
국식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교육했다.
이들은 모두 양국 디자인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
는 차이점 또한 분명했다. 말도나도의 경우, 울름조형대학과 ICSID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울름조형대학에서 기초한 ‘과학으로서의 디자인’을 통한 유니버설한 디
자인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유럽의 위상에 다다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모던 디자인 이론의 기반을 세우고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작품을 세계무대로 이끌려
고 노력했다. 반면, 이순석은 일본에서, 그리고 민철홍에 앞선 장발은 미국에서 배운
내용을 서울대학교 ‘도안'과 그리고 이후의 ‘응용미술’과에 그대로 재전파하는 교육
방식을 택했다.
결국 이 두 디자인 개념의 대립은 학생들에게 ‘도안’과 ‘구성’, ‘디자인’과
‘전통’의 개념에 있어 혼란을 심어줬고 이는 학생들의 결과물에서 서양기법으로 한
국 전통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1958년 ICA가 기대했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전파의 일환으로, 미국식 ‘디자인’개념의 교육은 민철홍과 권
순형의 부임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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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자인 개념의 대중화 과정에서의 엘리트주의와 비·일상화

KDPC는 1970년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한국수출디자인연구소’, ‘한국포장
기술협회’, 그리고 ‘한국수출품포장센터’, 이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KDPC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한국의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의 지상목표는 디자인을
통한 수출 증대와 수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상품의 품질 자체는 외국의
것에 비해 손색이 없지만, 디자인과 포장이 부족해 수출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KDPC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 진흥 활동을 펼쳤다. 여
러 차례에 걸쳐 해외의 인사를 초빙하여 세미나와 강연을 열거나, 디자이너와 경영
자, 기술자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수출 증진을 위한 포장 디
자인과 포장 기술을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한국적’인 디자인은 단지 동양을 연
상시키는 대상이나 문양, 물건 등을 표면에 입히는 장식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의미하
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KDPC가 개최한 상설전시회의 출품작들도 대부분 수출을
위한 상품이나 해외의 성공적인 수출품 사례, 포장디자인 등이었다. 결국 이러한
KDPC의 수출 지상주의 디자인 개념 전파의 노력은 관련 산업 인력들과 대중들로 하
여금 디자인은 곧 포장이며 외관을 꾸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이러한 인식의 고착에는 KDPC 이전의 디자인진흥기관이었던 한국공
예디자인연구소부터 시작된 수출 지향성과 초기 서울대학교 도안과의 교수로 활동
한 이순석의 디자인 개념 교육이 끼친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동경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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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안과에서 디자인 개념을 배우고 돌아온 이순석은 표면을 꾸미는 장식적인 의
미에서의 ‘도안’, 즉 ‘디자인’ 개념을 교육했고, 그를 필두로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졸
업생들이 대거 디자인진흥기관의 요직과 연구원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
중들에게 장식적이고 수출 포장으로서의 디자인 개념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당시 대중에게 있어 디자인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지고 내수가 아닌 해
외 지향적인 학문이며, 때로는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대중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도 완
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회와 시장 전반에 걸쳐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CIDI의 목적은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디자이너 간의 안정적인 삼각관계를
통해 디자인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1963년 아르헨티나 최초의 디자인 전시회
를 통해, 기존의 예술작품 전시회의 틀을 깨고 관람객의 디자인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사회와 대중에 디자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
을 개최했는데, 실제로 수상한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 없이 우수한
외국 디자이너의 작품, 혹은 외국 기업의 디자인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된 제품이 다
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CIDI의 공모전은 아르헨티나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유
럽의 굿·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인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인식은 CIDI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엘리트주의에서 기인한 것으
로, 그 결과 1970년대 말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들에 의해 강력하
게 비난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특색에 맞지 않는 유럽식 디자인의 무조건적인 추종과
대중에의 잘못된 디자인 인식 주입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계와 교육계에
까지 그 영향을 끼쳤고, “디자인 식민성”을 초래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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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림 144.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의 유럽 중심 디자인 교육 이념의 전개도.

산업디자이너로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CIDI에 의해
아르헨티나 사회에 굳어진 굿·디자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유럽의 디자인을 모방하
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디자인 대학교 UNCu의 교
육과정이 1950~60년대를 거치며 폐과라는 실패를 극복한 끝에 지역적 전문성이 강
한 1세대 디자이너들을 배출했으나, 1960년대 중반 부에노스아이레스 FAU와 CIDI,
그리고 Ulm 출신 디자이너들이 교수직에 오르면서 다시 유럽 중심적인 디자인 교육
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UNCu의 유럽 중심 디자인 교육 구조가 1960년
대 말 UNNE, IDI를 시작으로, 이후 1970년대 UNLP까지 전파되어 산업디자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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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틀을 세우게 된다. UNLP의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 블랑꼬가 FAU에 디자인 전
공 신설을 주도했고, 1985년 디자인 전공이 추가된 FAU의 명칭이 FADU로 변경된
다. 그리고 같은 해, 1970~80년대 UNLP에서 블랑꼬 교수 아래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졸업생 166명 중 33명이 FADU의 교수로 임용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아르헨티나 디자인계의 엘리트주의는 전승되고 고착화되어갔다. <그림 144>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럽 중심적인 디자인에 대한 비판과 아르헨티나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일부 있었지만, 아르헨티나 디자인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독단과 엘리트주
의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1.4. 이중적 디자인 식민성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나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개념은 이중적 디자인 식
민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물리적인 식민지시기에 양국에서
발생한 ‘문명화’ 아래 전통문화의 억압 및 형성된 자아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미뇰로의 개념을 빌리자면 “내부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449가 형성되
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의 디자인 개념과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교육하는 시기에 형성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구 시장의 인정을 받기
위한 디자인과 독단적인 이론 기반의 자생적이고 자체적인 연구활동의 부재가 바로

449
미뇰로는 아르헨티나 사르미엔또의 ‘문명화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당시 서구에서 시작한 문명화
가 내부에 엘리트주의들로 하여금 이어진 것을 ‘내부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 개념으로 정의
했다.
Walter Mignolo,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United King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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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양국에서의 디자인 식민성은 각 정부가 ‘디자인’을 경제 개발을 위한 도구
로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1960~70년대 설립된 디자인센터에서 보편화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 센터들은 ICSID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개념과 서구 선진국의
디자인 형태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고, 근본적인 디자인 연구는 선진국의 굿 디자인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CIDI의 경우를 위한 세미나에 참여하였으나, 이 또한 서구의
산업디자인 논리 아래에서 발생한 지역성으로 다뤄졌다. 그리고 KDPC의 경우, 공예
시범소의 경험에 이어 초빙된 외국인 강사들 또한 “한국성”을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모티브로 사용하라는 강연을 하는 등 서울대학교 이론의 부재와 함께 서
양식의 비일상적인 제품의 생산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문제는 양국의 디자인 정책이 처음부터 정부 주도적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트렌드를 파악하여 수출
품 개발을 거쳤고, 아르헨티나는 산업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교육과 제품 디자인 따라
가는 데에 급급했다. 양 디자인 센터에서 1960-70년대부터 무려 20~30년에 걸쳐 생
산되었던 디자인은 그 시대의 변화와 인식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프라이가 말했듯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사물은 이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뿌리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 디자인은 굿 디자인 이름 아래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발전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
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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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디자인계의 1990년대 비판적 디자인 이론의 영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비교적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국가의 식민지배를 지나, 경제·이념적인 식민지를 겪게 되면서 양국에서의 “디자인”
은 국가의 지원 하에 선진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대부분 많은 디자이너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생각하
고 의문을 제기할 시간이 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사실 그들은 외국에서 흘러 나
온 베낄 만한 자료 찾기에 엄청 바쁘다. 이와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의 시간을 절
약해 주기 위해 디자인 관련 저널들은 외국 디자인의 동향과 멋진 사진만을 소개하
느라 상당한 지면과 비용을 할애한다. 덕택에 디자인계에서는 아무도 질문하려 하
지 않는다. 그동안 해왔던 것과 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들
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잇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
해 왜 디자인해야 하는지…”450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그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도 이론을 중요시하
는 나라가, 디자인계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기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인가? 1990년
대, 한국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1940년대부터 디자인의
이론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디자이너들451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유
럽 디자인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자국의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좋

450

김민수, “디자인문화비평이 독자에게,”『디자인문화비평』제 1 호 (1999).

451

1970 년대부터 파우시(Osvaldo Fauci)나 시모네띠(Eduardo Simonetti)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디자인실기 교육자로서 서구중심적인 디자인 모델을 벗어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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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품으로 선정하고 자화자찬하는 방식의 글에 지나지 않았다. 데바제는 이러한 전
통이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지며, 2000년대 이후 (디자인 전문가들
외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창출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에 변화가 시
작됐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오랫동안 서양의 입장에서 배제
되었던 내용을 주목하고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식민지
배 전, 원주민들의 토착문화에서 발굴된 공예나 미술을 디자인사에 포함한 저서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는, 특히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를 다루는 연
구들은 그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적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수도 중심적인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풍토에 머물러있다. 즉 아
르헨티나의 디자인을 유럽의 연장선에서 보는 관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
편, 유럽이나 미국,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강대국 중심적인 디자인사를 탈피하고자 하
는 움직임은 2000년대 말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2009년『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디자인사(Historia del diseñ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452, 2015년
『세계의 디자인사(World History of Design)』453 , 2011년『글로벌 디자인사
(Global Design History)』454 등의 저서들이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저서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디자인을 단편적으로 서술
한 것에 그친 것을 보았을 때, 아직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디자인 발전주의 국가
들의 역사·문화는 강대국 관점이 반영된 몇몇 단편적인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다. 한 예로, 본지페가 집필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디자인사』의 우루과이에

452
Fernández S, Bonsiepe G., Historia del diseñ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ao Paolo: Blücher,
2009).
453

Magolin Victor, World History of Desig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5).

454

Adamson G, Riello G, Teasley S. Global design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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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술을 찾아보면, 글 서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현재 우루과이 어떠한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산업이나
그래픽 디자인은 부재한다, 더더군다나 이에 대한 이론적 사고는 없다”455

‘디자인 식민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아르헨티나보다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데에는 비판적 디자인 이론 등을 통해 이루
어진 자기 성찰의 힘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출판 측면에서는 1999
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발행된 디자인비평전문지인 『디자인문
화비평』을 들 수 있고, 개별적인 연구자 중에서는 가장 큰 역할 맡은 김민수나 최범
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식민지적 상황과 정체성을 지적해온 김민수는 다양한 각도로
한국 사회의 디자인 모순을 살폈고456, 특히 그의 연구 중 1996년 디자인·공예 교육을
다룬 논문457은 한국 디자인계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당시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던
서울대학교 디자인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울대학교를 넘어 한국 대학 전반의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455 “
No existe en Uruguay una presencia consolidada del diseño industrial o gráfico en la práctica
productiva concreta, ni menos aún en la reflexión teórica.”
Fernández S, Bonsiepe G., 앞의 책,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함.
456

김민수, 앞의 논문, 「호돌이의 뿌리와 그림자: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Min-Soo Kim, “Mapping a Graphic Genome: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esigners,” Visible Language 37, no. 2 (2003).
457

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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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연구의 한계

2.1. 결론

연구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 연구의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미뇰로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가 16세기에 “우리의 역사”458가 아
닌 “그들의 역사”로 생각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서술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
론, 21세기 오늘날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디자인사에 대한 연구는 더욱 발전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 1950~70년대의 디자인 정책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서구 모던 디자
인’에 의한 ‘디자인 식민성’과 각국 디자인 문화에 대한 폄하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다. 그리고 그 현상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양국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사회 역사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70
년 선진국을 지향하는 발전주의 시기의 행보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양
국 모두 전략적인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
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근대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자체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
하고 상품의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소비 지향적인 근대성을 띨 수밖에 없
었다. 독립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공예시범소, 립(DAVC)이 설립되었고, 이로

458

미뇰로는 아르헨티나 사회학자로서 비 서구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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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디자인의 타의적 해석을 받아들여야 했다. 반면, 아르
헨티나는 근대화를 통해 독립된 국가로 서게 되지만, 그 근대화 프로젝트는 결국 아
르헨티나의 토착문화를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뿌리를 뽑는 과정에 가까웠다. 한
국과는 달리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디자인 교육 프
로젝트가 무산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은 각각 박정희와 페론과 같은 권
위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디자인을 도구로 활용
해 민족성을 유발하고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개입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양국에
는 10년의 차이를 두고 경제 개발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1962년 아르헨티나의 CIDI,
그리고 1971년에 한국의 KDPC 라는 국립디자인진흥기관이 설립된다.
제3장은 KDPC와 CIDI를 비교·분석하는 장이었다. 먼저 양국 국립디자인
진흥기관의 성과와 각 기관에서 디자인이 갖는 의미, 기관 내·외적으로 활동한 인물
들의 행보와 결과를 살펴보는 장이었다. KDPC와 CIDI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
은, 첫째, KDPC와 CIDI는 국제적인 디자인센터의 양식에 맞게 교육, 전시, 홍보 그
리고 디자인 대회를 통해 기업과 디자인 전문가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상호 연결하려
했다. 그러나 CIDI는 내부에 만연한 엘리트주의로 인해, KDPC는 수출 지향적 디자
인으로 인해 선진국지상주의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외국의 제품과 디자인에 열광하
는 풍토를 낳았고, 특히 KDPC는 디자인 개념을 포장에 국한하는 그릇된 인식을 사
회에 심어 주게 되었다. 둘째, CIDI와KDPC는 각기 디자인 개념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CIDI에서 디자인 이론 교육은 아르헨티나 디자
인사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말도나도의 인맥을
통해 ICSID와 울름조형대학 교수들이 진행한 장기 세미나였으며, 그들의 교육 방식
또한 배타적이었다. 반대로 KDPC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초빙된
학자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적인 모티브의 사용, 포장의 기술과 같은 경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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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차원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결국 양국의 디자인진흥기관 모두 디자인
교육에 있어 자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셋째, KDPC와 CIDI는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사회에 굿·디자인을 보여주려는 노
력을 기울였고, 통상적인 미술품 전시와 차별화된 디자인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
했다. 이러한 전시는 디자인센터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70년대부터는 아르헨티나
지방을 순회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국제무대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KDPC와 CIDI
모두 외국 제품의 스타일이나 취향을 따라잡기 위한 디자인 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졌
고, 특히 CIDI의 경우 오히려 외국제품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양 디자인센터의 행보와 그 결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유럽 우월주
의와 엘리트주의가 아르헨티나의 “디자인 식민성”을 초래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양국의 디자인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의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장이었다. 먼저 디자인 개념의 도입 과정과 최초의 디자인 운동을 살펴보았
으며, 이 개념이 디자인교육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양국의 국립대학교 디자인 교과
과정 및 KDPC, CIDI에 관련되어 있던 교수와 학생들의 행보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첫째, 두 기관에서 사용된 디자인 개념은 최초의 디자인 개념의 도입
및 디자인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개념은 자체적으
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을 배제하고 “수입” 되었다. 한국의 경우 형태와 장
식을 그리는 설계도면을 뜻하는 일본의 ‘도안’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고, 아르헨티나
의 경우는 말도나도를 통해 유럽으로부터 “문제 해결사로서의 디자인”인 디세뇨
(diseño)를 받아들였다. 셋째, 양국의 국립디자인기관과 국립대학교들은 밀접한 관계
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CIDI가 수도에서의 디자인교육을 담당했
고, 당시 지방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디자인교육은 근대디자인을 실험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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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사례들로 추정된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에 디
자인 과정이 생겼을 때, 교수진은 CIDI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채워졌고, CIDI에서
행해졌던 울름조형대학의 교과과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1960~70년대 한국이나 아르헨티나에서의 국가주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독립적이고 유일한 사례가 아니며, 디자인진흥기관의 설립과 활동 또한
양국의 디자인역사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은 KDPC와 CIDI는 양국의 ‘디자인 식민성’이라
는 결과를 낳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입된 디자인
개념과 교육과정은 오늘날까지 양국의 디자인 인식과 일상 등 사회 전반에서 그 흔적
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19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1990년대 말 이후
디자인 식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판적 디자인 이론의 정립과 자기 성찰로 독자적
인 디자인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자는 양 국가의 디자인연구센터, 국립연구기관 그리고 국전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존재하는 각 1차와 2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대학 디자인학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건축디자인도시계획대학 도서관
(Biblioteca de la FADU),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라쁠라따국립대학교도
서관(Biblioteca de la Universidad de la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자료실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INTI 기록관, 장식미술박물관(Museo
de Arte Decorativo)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자료의 디지털화가 되어있지 않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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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IDA는 국립 디자인 아카이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
료를 학생이나 연구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1976년 군부정권 하의 CIDI에 대한 자료
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
자인진흥원 자료실, 서울대학교 기록원,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이
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시스템과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사 자료의 확보와 보존은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이었다. 연구자는 여러 절차를 통해 알아본 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기록관에서
1960~70년대 자료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민수는 1996년에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교 디자인·공예 교육의 지난 50년
을 되돌아보며 당시에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한 연구의 한계로써
“별도의 기록보관소가 학교 내에 없었기 때문에 초기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
는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았고 그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개인의 기
억 속에서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459고 밝혔다. 2020년 현재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 학부에 대한 자료의 부재는 여전
하다. 그나마 이 논문에서 살펴본 1950~60년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관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자료실과 미술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자료가 없는 것도 결과인 것”에 대해,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을 이 논문의
한계 또한 양국에서 디자인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 제
공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역사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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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앞의 논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 공예교육 50년사: 1949~1996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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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생산적인 비판과 이론의 장
이 전개되어야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50~70년대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자료 부족,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에
서 활동했었던 주요 인물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증언을 논문에 담지 못했던 부분
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비교함에 있어 분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최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과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분량과 비중을 맞춰보려고 했으나, 각 장의 분석 내용과
깊이가 다소 비대칭적으로 다뤄진 듯이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연구는 1950~70년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국립 디자인진흥기관
과 교육에 집중한 관계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1960~70년
대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칠레나 멕시코와 같은 비 서구 국가들에서도 국가주의 디
자인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논문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ICSID나 미국 산업디자
인협회(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 - IDSA)의 국제적인 산업디자인 개념
확산 프로젝트, 그리고 이런 서구 논리를 벗어난 비 서구 국가에서의 ‘굿·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 역시 이 연구의 한계로 드러난다. 이러한 추가
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후속 연구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자는 국가의 개입과 근대화의 옳고 그름을 넘어, 방법에 대한 질
문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자기 성찰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 연
구가 앞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 학자들이 양국에 필요한 디자인 논리를 연구하고 디
자인 학계의 다양성을 찾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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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Coloniality of
South Korea and Argentina
-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al
Design projects during the 1950~70s -

Eliana Kim
Design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wo
governmental bodies, the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 (KDPC) and the
Argentina’s Industrial Design Research Centre (CIDI) as design promotion
agencies and evaluate the outcome of the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undation in the 1960s and 1970s. Despite the vast research published on the
American and European design history in the 1960s and 1970s, little is known
about the Korean and Argentinian design during this time. Using a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interpret the results generated by abov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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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oducts of their socio-historical background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design
concepts, and the commitment to Western-centric design education under the name
of ‘Design Coloniality’.
The study begins with why, despite of being located on the opposite sides
of globe, Design in Korea and Argentina was authorized and promoted by each
government, and why alike Design Centers appeared in a similar period of time.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rgentina, given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Comparative
studies, which are sparse, primarily focused 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To date, there has been no study published to cross-examine these
countries on the grounds of design history and culture. In order to address this
scarcity,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 into the phenomenon of both National
Design Promotion Agencies during the 1960~70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ir
result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modern design’ and its
educational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primary
sources, such as governmental documents, photographs, as well as testimonies by
scholars who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delivery of design centers, national
universities, printed materials, newspapers and magazine articles. Secondary
sources including bibliography and case studies were also used, in supplement to
the primary sources.
Despite inherent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rgentina, both countries
served as strategic geographic locations which undoubtfully led to a strong interest
for subjugation by occupying countries. Japanese and Spanish colonial rules,
respectively,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Korea lacked an opportunity to progressively transit into a modern era
as Joseon was forced to abolish its tradition and subdue into ‘Colonial Modernity’.
Cultural coloniality continued after its liberation, as it fell under the economic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By f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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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HDC) and Demonstration Audio Visual Center
(DAVC), ICA promoted industri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ts and crafts and
largely contributed to the wide spreading concept of American design and its value.
Both institutions capitalized on the export-oriented design which utilized ‘Korean
identity’ and ‘tradition’ as mere decorations to help attract foreigners’ attention to
boost capital inflow.
Argentina, on the other hand, developed a strong preference for Europe
over their neighboring Latin American countries due to the accessibility of port of
La Plata, early colonial education as well as the nomadic nature of locals.
Expedited rapid modernization – and the regional culture obliteration – was
achieved under the “Civilization or Barbarism (Civilización o Barbarie)” campaign
led by the Argentinian Elite whose admiration for Europe prevailed throughout the
following years. Argentina did not experience any revolution following its
independence, as such ideological remnants of the dominant nation remained to
influence its national identity, modernity and ethnicity of the society, shadowed by
Europe and West modernization.
Another important similarity l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its political use by each government. Both Park Jung-hee in post-war Korea, and
Peron in Argentina were quick to recognize the power of design. Coup d’etat in
1961 saw Park Jung-hee rising to power, and he launched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seeking to achieve a self-sufficient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through export. A significant level of funding was injected into
culture and art, exemplified by hosting of the Korean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 Exhibition in 1965, and founding of the Korean Craft Design Institute in 1966
(which later became the Korea Export Design Center in 1969). The year of 1970
marks the foundation of KDPC through merging of three 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Craft Design Institute (later called Korea Export Design Cen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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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ackaging Technology Association, and the Korea Export Packaging Center.
In Argentina, design gained its popularity following the Peron regime in
1946. Its wide spread use in government propaganda in advocacy of ‘populism’
politics saw the expansion of influence with the developmental government of
Frondizi in the 1960s. To promote industrial design activity,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CIDI was established in 1962 under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NTI).
It is evident both KDPC and CIDI were created based on the socioeconomical needs. KDPC’s design policy was clearly outward-oriented. On the
contrary, the purpose of CIDI was to foster local industry within its domestic
market. Both institutions, inadvertently, resulted in the consolidation of design
based on a modern universalist model, leading to the overvaluation of the western
form and the devalu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s global industrial design concept
implementation project was partially responsible. It was not co-incidental that both
centers engaged in similar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investigation, and
promotion of ‘good design’.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prior region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both countries accepted industrial design on a ground-zero
epistemology. At KDPC, design education seminars were dominated by
international scholars, some of whom used design as a tool to embellish a product
by adding traditional decorative motifs to increase sales in foreign market. Others
imposed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design as a unique universal concept.
This Western-centric education inevitably influenced the researches and
competitions held at KDPC and CIDI. The former filled its design exhibition with
decorative products which were impractical and unable to be manufactured on a
bigger scale. The latter awarded products exhibiting ‘good design’ of European or
American origin. Most importantly, both organizations faile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sign, and saw foreign design as a synonym f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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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ern design was an imported concept in both count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sign was known as ‘Do-an (‘도안 圖案)’ which means
stylized decoration sketch in Japan. In 1958, it became known as applied arts
through HDC and DAVC and served to increase foreign capital. ICA also
supported exchange students to study US design and many of these scholars
returned home to later become professors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Japanese
idea of design as decoration versus the American capitalist perspective was deb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without much critical thinking. These academics
were involved in the Korean Craft Design Institute and the Korean Commercial
and Industrial Art Exhibition.
In Argentina, modern design was introduced by Maldonado in 1950s. He
was invited to teach at hfg Ulm by Max Bill who was heavily influenced by
European concrete art. Maldonado worked as a mediator between Argentina and
Europe and introduced the idea of ‘design as science’ thinking that it holds the key
for Argentinian economic growth during the developmentalist period. H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at CIDI whilst it served as Buenos Aires’ only design
school and the European design education model was being applied in diverse
regional Design Schools. All these trials derived into FADU in 1985, when the
Buenos Aires Faculty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FAU) incorporated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nd became FADU.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supported KDPC and CIDI
allowed for ‘Design Coloniality’ by being oblivious to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each society and unconditionally accepting the foreign curriculum. The imported
concept and design education did not only influence the perception of design in the
general public but it also influenced people’s daily life in both countries. Design
coloniality finally experienced a moment of epiphany following the South Korean
economic boom of the 1980s, as critical design theory began to emerge and

294

allowed Korean Design scholars to review their history in the manner of selfreflection toward independence in the late 1990s.
As part of this ultimate movement, this study aims to reinforce the recent
movement of Korean design historians as they seek to critically evaluate Korean
design theory and its history and also to bring some positive enthusiasm to the
design academy and industry.

Keywords: Design Education, Design promotion,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
(KDPC), Argentina Industrial Design Research Center (CIDI),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alist, Decol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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