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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자인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혀 새로운 시 를 맞이하고 있다. 컴

퓨터 기술은 단순히 디자인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디

자인 개발의 전 과정 뿐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디자인 역으

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의 개발과정과 최종 결과물이 모두 디지털의

형태를 띄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최종 디자인이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구분

되어왔다. 국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CD-Title, 인터넷, 게임, 디지털 상 및 애니메이션, 기타의 다섯

분야로 구분되어 발전하 으나, 최근의 경향은 분야간 구분이 어려운 복합적 유형을 가진 다양한 제품들

을 개발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발전방향에 따라 단순한 생산활동과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디자인산업의 분류를 발전시킨 새로운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 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디자인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엔지니어링, 광고, 포장, 패션

등의 일반 산업에 디자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디자인산업이 독립된 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 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산

업에서 이들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환경아래서 새로운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

조차도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본 고에서 제시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뉴미디어디자인을 디자인 산

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디지털시 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디자인 산업의 분류체계에 반

한 것이다. 둘째는 포장디자인을 가치사슬단계의 한 단계로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것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산업을 확장한 후, 가치사슬 순서에 따라 소비자조사, 제품설계, 제품제조에 해당하는 제품디자

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 뉴미디어디자인을 74401에서 74405까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제품포장에 해당하는 포장디자인을 74406, 그리고 가치사슬의 마지막단계인 광고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

디자인을 74407로 배치함으로써 산업분류체계를 디자인산업의 가치사슬체계에 충실하도록 하 다.

18세기 본격적인 산업 혁명 이후 디자인은 귀족 등 일부 특권 계층을 위한 장인 중심의 디자인에서 일

반 서민을 위한 산업 중심의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듯이, 21세기 디지털과 세계화하는 새로운 경제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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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인은 또 한번 혁명의 기로에 서 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디자인

정책과 기업의 디자인 전략은 모두 달라져야 한다.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상품 거래를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질서를 위한 기반 요소이

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산업 사회의 디자인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디자인 산업의 혁명기에서는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디자

인 산업의 혁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자인 및 디자인

산업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I. 디자인의 새로운 변화방향

우리는 변화( )의 시 에 살고 있다. 물론 변화는 일과성 현상이 결코 아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제도적 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누적되어온

변화의 과정을 여러 세 에 걸쳐 지식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러한

인류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물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변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

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다.

1. 변화의 속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술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변화( )를 겪고 있으면서

도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변화의

진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점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수명( )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깨닫기에는 너무도 짧기 때문이다. 변화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출발점을 명확히 인식하기조차도 쉽지

않다. 반면에 예외적이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다. 점진

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진화(evolution)라고 표현한다면 급격한 변화는 혁명

(revolution)이라는 단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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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방향

진화와 혁명을 구분하는 또 한가지 기준은 예측가능성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

고 일정한 추세(trend)를 가지는 변화는 현상에 한 관찰에 의해 그 진행방향을 예

측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진화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속도 또는 예측가능성에 따른 구분이 절 적인 것은 아니다.

기원전 약 7천년 전에 이루어졌던 농업혁명이라는 변화는 위와 같은 구분기준을 적

용하여 혁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현 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

는 그것이 진화이건 혁명이건 모두 그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가 거듭될수록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그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원리, 원칙을 만들어 또 다른 틀을 확립할 때 변화는 완성되는 것이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때,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나간다는 측

면에서 진화와 혁명은 공통점을 갖게 된다. 

그것이 진화이건 혹은 혁명이건 간에, 우리는 현재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

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시작된 디지털(digital) 혁명이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모든 환경에 향을 미쳐온 디자인(design)이라

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추진력으로 하여 또 다른 변화가 진행중이다. 다만 이것

을 변화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은 누구도 그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또

는 그것을 원칙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디자인

분야에서의 혁명(혹은 진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변화에 힘입어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들을 새로운 원칙으로 체계화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발전방향에 따른 디자인산업의 새로운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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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산업 차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아주 최근의 일만은 아니

다. 1980년 국내에서 저원가, 저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형 산업경쟁력이 한계

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극복할 안으로써 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이다. 그러

나 정부가 디자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을 세운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다만 디자인 산업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그

역사가 짧은 까닭에 정부는 디자인 산업의 범위를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인식하고

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디자인 산업에 한 지원의 방향과 목표, 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디자인이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디자인의 역

은 광범위하다. 따라서 디자인이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디자인 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를 좀처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제 로 세우지 못했다. 그

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경의 변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제 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

문에 좁은 의미의 디자인만을 고려 상으로 삼으면서 디자인의 거시적인 변화를 파

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디자인의 중요성과 미래에 한 가능

성을 과소 평가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디자인의 변화 흐름을 거시적으로

연구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어떤 이론이나 모델이 갖추어야 하는 속성은 현상에 한 설명력(explanation)과 미

래에 한 예측능력(expectation)이다. 어떠한 변화에 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토

로 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변화의 내용 중 하나인 디자인에 한 거시적 연구를 통

해 디자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미래에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는 역을 예측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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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자인의 의미와 개념

1. 디자인의 일반적인 의미

본래 외래어인‘디자인(Design)’이라는 단어를 마땅히 체할 만한 우리말이 존재

하는가에 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그 로 통용되는 것은 그 뉘앙스를 그 로 전달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

만, 그만큼 디자인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또한 그 의미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자인은‘표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Designare, ‘밑그림을 그리다, 소

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의 Disegno, ‘목적, 계획’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Dessein, ‘회화에서의 스케치’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Dessin 등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상의 어원에서 살펴본다면‘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는‘계획’

내지는‘설계’라고 볼 수 있다[조동성, 이동현, 1996: 15-16].

“디자인이 계획 내지 설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도체 칩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플랜트 디자인’등의 사례와 같이 공학자들

은 디자인을 설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가나 조경가들은 디자인

을‘계획’이라는 의미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체의 형태와 색채를 창출하는‘스타일

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정경원, 1993; 조동성, 이동현, 1996에서 재인용].”

자동차 디자인에서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디자인의 의미를 다분히 시각적인 부분

에 국한시켜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난 실체나 형태에 한

역에 적용되어 왔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유용성이라는‘가치

(value)’를 부가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업이나 산업에서 계획하고 설계

하는 과정을 일컬어왔다. 우리는 디자인을 예술과 상업의 경계선상에서 단순히 외형

적 가치를 부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인식해온 것이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포괄성 때문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

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디자인이 여타 역이나 분야로 확장

될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나 역의 확장은 언어의 사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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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성에 의한 어의( )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자인이 가지는 창의

성과 체계적인 프로세스(Process)를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변화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의 언어적 의미와 그 용례( )에 해 살

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디자인의 언어적 의미가 아니라 그 수단적 의미와 역할을 중심

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Communication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인간은 일상 생활에서 또는 학문적 연구나 생산적 작업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이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의 상호교환 행위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엄 한 의미에

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동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위버(Wappen W. Weaver)는 커뮤니케이션을“어느 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향을 주는 방법의 모두를 포함한다[다카하시 마사토, 1999에서 재인용].”라고 정

의함으로써 문자나 언어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

나 수단을 포함시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 모든 외견적인 것이 커뮤니케이

션의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사회적 입장 또는 직업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본래 순수한 감정의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감정의 표출

이나 행위마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에 포함시킬 여지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행위마저도‘공포(恐 )’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갖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

는 것이다[다카하시 마사토, 1999]. 순수 예술인 음악, 회화, 조각, 무용 역시 커뮤니

케이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음악적인 것 가운데서도 T.V. 광고의 C.M. song

이나 회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은 감정의 표출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의미 전달적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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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목적

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구별된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내용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커뮤니케이

션이라고 할 때, 디자인은 이러한 계획된 내용이나 가치 또는 감정을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디자인이라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복잡한 의미나

개념 또는 전달하기 어려운 가치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여 목표로 하는 상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가‘계획’내지는‘설계’라고 할 때,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나 수단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contents) 자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

의 수단이자 내용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범위의 확 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산업의 분류체계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V. 디자인 산업의 범위와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1. 산업의 분류체계

모든 산업은 각각의 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며, 또한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역시 산업에 따라 다르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

(KSIC)에 따르면 산업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1)이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자면 다

음과 같다.

1)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특성

: Physical traits of the final goods 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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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용도

: Type and usage of the goods or services

3)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공정이나 기술

: Manufacturing process or technology of the goods or services

이 세 가지 분류기준은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UN에서 각국에 권고하고 있

는 내용으로 각 생산주체가 수행하는“생산활동”의 경제적 특성을 반 한 것이다. 위

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국내의 모든 산업은 0번에서부터 9번까지의 분류와 그

하위의 중, 소, 세, 세세 분류의 다섯 자리 숫자코드로 나누어진 5단계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분류기준은 나름 로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나 절 적인 것은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류기준과 분류에 따른 해석 또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

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조동성, 이동현, 1996]. 과거 제품 생산과정

이 단순하고, 제품 생산여부가 기업 성패를 가름하던 시 에는 단순한 생산과정을 중

심으로 한 분류가 타당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 기업조직 내에서는 가치창

출활동도 단순히 생산이라는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이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제품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생산만 하면 팔려나가던 시 와는 달리 현 소비자들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그 제품이 어떤 만족감을 주는 제품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생산활동과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분류체계는 환

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0년 3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분류기준은 1963년에 광공업편, 1964년에 비 제조

업편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8차례에 걸친 개정, 보완 작업을

거쳐 고시된 제 8차 표준산업분류이다. 공식적인 산업 분류체계는 산업구조 파악과

산업간의 연관분석,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

의 상을 설정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원 방법이나 규모를 결정하

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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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디자인산업의 분류

통계청은 2000년 1월 기존의 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3월에 고시했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산업분류(1998년 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디자인 산업을 주로 패션 디자

인에 포함시켜 세분화하지 않은 채, 명확한 체계 없이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조동성, 1998). 

위의 분류체계 또는 디자인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엔지니어링,

광고, 포장, 패션 등의 일반 산업에 디자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했다. 이

러한 분류체계는 그 동안 한국경제에서 디자인산업이 독립된 역으로 인정받지 못

했던 시 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산업이 포함한 내용과 그 분류체계에 관해서는 통일된 이론이 없이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조동성, 이동현(1996)은 디자인산업에 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념과 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

를 느끼고, 디자인 산업을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는 경 학적 분류기준에 따라 새

롭게 분류하 다. 가치사슬은 한 기업의 전체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활동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갖는 경쟁우위의 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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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7421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4215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743 광고물 작성업(설계 및 도안)

74950 포장 및 충전업

7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74991 패션디자인업(실내장식 디자인, 상품디자인, 일반상업디자인,

상업미술서비스, 그래픽디자인 포함)



개발된 분석 도구이다. 이 모델은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각 활동을 본원적 활동(핵심

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은 이러한 가치사슬을 도식화한 것이다.  

제시된 분석의 틀에 따라 디자인 산업의 본원적 활동을 구분해 보자면, 1)소비자

조사 활동, 2)제품 설계 활동, 3)제품 제조 활동, 4)제품 포장 활동, 5)광고 활동 의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디자인 산업의 가치사슬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조동성, 이동현은 전통적인 산업의 분류(종축)와 디자인 산업의 핵심활동(횡축)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그림 3>과 같은 디자인 산업의 분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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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치사슬 -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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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자인 산업의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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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이동현의 디자인분류체계는 기존의 분류체계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그 동안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디

자인산업의 범위를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둘째는

<그림 3>에 명쾌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치사슬의 초기단계인 제품디자인과

후기단계인 시각디자인이 가진 구조적 차이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사슬에 의한 디자인 산업의 분류체계는 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

지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의 물리적 성질

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표준 산업분류에서 얻을 수 없는 성질, 즉 디자인을 통해 창출

되는 부가가치의 원천과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에 의한 디자인 산업의 분류모델 역시 환경 변화를 반 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들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

라 그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의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고, 경제의 흐름이 디지털 기

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제품을 위주로 한 분류는 변화 흐름을 제

로 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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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치사슬에 의한 디자인 산업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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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기존 아날로그 중심의 생산경제에서 정보통신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 함께 관련 신산업이 등장하 다는 점이다. <표 1>은 정보통신산업이 한국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의 8.1%에서 2010년의 19.3%로 괄목상 하게 신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

기기 및 부품 산업, 정보통신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을 꼽을 수

있다[김정호, 장성원, 2000]. 두 번째 방향은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응용을 통해 연구개발 능력이 확 되고, 제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전통산업 역시 디지털 혁명의 향아래 구조적

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n-line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3년경까지 전체 거래규모의

20%에 육박3)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이렇듯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중이 커질수

146 經 � , 35 卷 1

3) OECD 추정치 ─ 삼성경제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에서 재인용.

<표 1> 디지털화와 산업구조 변화전망(GDP 비중)

구 분 1996년 2000년 2005년 2010년

농림어업 5.9(%) 3.8 3.2 2.7
광 업 0.4 0.4 0.4 0.3

제 정보통신기기부품 5.7 7.8 9.9 11.3
조 기 타 23.6 23.7 20.8 16.8
업 소 계 29.3 31.0 29.1 25.6

서 통신및 방송서비스 2.0 2.1 2.8 4.0
비 소프트웨어 0.4 0.9 2.4 3.3
스 기 타 61.9 62.0 62.9 65.8
업 소 계 64.3 64.8 67.3 71.5

정보통신산업 전체 8.1 10.8 15.2 19.3

출처: 전통기업의 디지털 스위치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자료; 2000. 4.
주: 1. 정보통신기기 부품산업은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산업을 포함.

2. 통신서비스업은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업 포함.



록 이들에 한 디자인의 중요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자인 산업에서 이들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환경아래서

새로운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조차도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었다.

이러한 디지털시 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에 이루어진 표준산업분

류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12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에서 개최

된 세미나에서 조동성 (1998)은 <그림 3>을 부분 수정하여 <그림 4>와 같이“가치사

슬에 의한 디자인산업의 신분류체계”를 제시하 다.

그리고 조동성은 위의 <그림 4>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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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3년의 증권법에 따라 연방통상위원회의 권한은 1934년에 증권거래위원회에(SEC)로 이관

되었다.

<그림 4> 가치사슬에 의한 디자인산업의 신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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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체계는 두 가지 면에서 조동성, 이동현(1996)이 제시했던 디자인산업의

분류체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뉴미디어디자인을 디자인 산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디지

털시 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디자인 산업의 분류체계에 반 한 것이다. 둘째는 포장

디자인을 가치사슬단계의 한 단계로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것이다. 조동성은 이와 같

이 디자인산업을 확장한 후, <그림 4>의 가치사슬 순서에 따라 소비자조사, 제품설

계, 제품제조에 해당하는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 뉴미디

어디자인을 74401에서 74405까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제품포장에 해당하는 포장디

자인을 74406, 그리고 가치사슬의 마지막단계인 광고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디자인을

74407로 배치함으로써 산업분류체계를 디자인산업의 가치사슬체계에 충실하도록 하

다.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조동성(1998)의 제안을 보완하여 디자인산업 분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통계청에 제출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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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디자인업

7440 디자인업

74401 제품디자인업

74402 패션디자인업

74403 공예디자인업

74404 환경디자인업

74405 미디어디자인업

74406 포장디자인업

74407 시각디자인업

4) 1차: 디자인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 요청, 1998. 12. 13. 
2차: 디자인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 요청, 1999. 9. 6. 
3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재 개정안 요청, 1999. 12. 4.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자문을 기초로 하여 8차 표준산업분류(2000년 1월 개정, 3월

고시)를 발표하 다.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분류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류와 신 분류를 비교해 보면 조경이라는 분야가 관련 산업으로 새로 포함되었

으며, 전문 디자인업을 소 분류로 구분한 뒤 제품, 시각 등의 디자인업을 그 하위 분

류로 세분하여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단 전문 디자인업을 소 분류로 명

시하 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에 비해 디자인 산업에 한 시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

조 동 성 149

7460 전문 디자인업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포장디자인 포함)

74604 실외환경 디자인업(신설)

74605 패션 디자인업(신설, 텍스타일 디자인 포함)

74606 뉴미디어 디자인업(신설)

746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 사업서비스업( 분류)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 분류)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43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5 광고업

7459 기타광고업

74593 광고물 작성업

746 전문 디자인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

746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류체계도 디지털 시 의 급변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응하고, 디자인산업의 발전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

다.  

V. 21세기의 디자인 산업의 위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디자인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세계화의 진전

으로 전혀 새로운 시 를 맞이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은 단순히 디자인 작업을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디자인 개발의 전 과정

뿐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디자인 역으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의 개발과정과 최종 결과물이

모두 디지털의 형태를 띄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최종 디자인이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구분 되어왔다. 국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CD-Title,

인터넷, 게임, 디지털 상 및 애니메이션, 기타의 다섯 분야로 구분되어 발전하 으

나, 최근의 경향은 분야간 구분이 어려운 복합적 유형을 가진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다변화 현상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비록 최종 디자인의 결과물이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아날로그 형태의 제품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 비중이 점차 높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의 향이 크게 확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니즈(needs)에 한 자료조사 및 분석, 디자인 안의 개발, 시뮬레이

션을 이용한 사용성(usability) 분석, 디자인 안의 평가 및 홍보 등 모든 디자인 개발과

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이미 절 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또한 디자인 개발과

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담당하는 역할도 전통

적인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환경 디자이너 등의 구분과 차별화 된 정보 디자

이너(Information Designer), 인터렉션 디자이너(Interaction Designer), 인터페이스 디

자이너(Interface Designer), 애니메이터(Animator) 등의 뉴미디어 산업 관련 디자이너

에 한 산업계의 요구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18세기 본격적인 산업 혁명 이후 디자인은 귀족 등 일부 특권 계층을 위한 장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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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디자인에서 일반 서민을 위한 산업 중심의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듯이, 21세기 디

지털과 세계화하는 새로운 경제를 맞이하여 디자인은 또 한번 혁명의 기로에 서 있

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디자인 정책과 기업의 디자인 전

략은 모두 달라져야 한다.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상품 거래를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질서를

위한 기반 요소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산업 사회의 디자인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

해 경쟁력이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디자인 산업의 혁명기에서는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디자인 산업의 혁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자인 및 디자인 산업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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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Design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Dong-Sung Cho*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advance of globalization have brought

about a whole new world to the todays design industry.  Having started only as a tool for

supporting design processes in a swift and effective manner, computer technologies have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expanding the design industry to include such new fields as

the integrated design development and digital contents.  In particular,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has been distinguished from its conventional counterpart whose final output

occupies a physical space.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industry has been developed in its

distinctive five fields: CD-ROM titles, the Internet, games, digital images and animation.

However, recent trends show that the sector is now bent on developing various products of

multiple forms that are difficult to categorize by industry sector.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a new classification method,

developed from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the design industry by production process and

physical attribute, and to discuss systematic measur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The existing categorization did not recognize the design industry as an independent

industry sector and grouped design-related contents together with such industries as

engineering, advertising, packaging and fashion.  This is a clear reflection of the fa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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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largely failed to recognize the design industry as an independent sector.

The classification model outlined in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two attributes.  First, our

model has successfully reflected changes brought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its classification

by specifically placing the field of new media design in the category of the design industry.

Second, our model newly includes packaging design as the field is recognized as one stage of

the value chain.  With this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design industry, our model

categorizes product design, fashion design, pottery design, environmental design and new

media design, which are equivalent to consumer research, product design and product

manufacturing, under codes between 74401 and 74405 according to their stages in the value

chain.  Packaging design equivalent to product packaging is classified under Code 74406

while visual design, which is closest to advertising at the end of the value chain, is under Code

74407.  Thus, it is ensured that our models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closely

corresponds to the value chain of the design industry.

Since the 18th 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the design industry has completely

transformed, shifting its focus from craftsmen-oriented design for the privileged including

nobles to industries-oriented one for ordinary people.  In the new economy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globalization, the design industry is on the verge of experiencing yet

another revolution.  In light of the changes in the industry discussed earlier, it is imperative to

overhaul design-related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Design is no longer a simple tool for making transactions of products; it has already

become a key element of building a new industrial order.  Korea has not been as competitive

in the design industry as advanced nations, but in this design industrys revolutionary phase

that has just begun, the nation has ample opportunities for catching up with advanced ones.

The Korean design arts and design industry have a bright future as long as the country

decides to proactively lead the design revolution rather than to be led by it.

Key word: design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design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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