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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박암종

박암종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월간 디자인』 객원편집장 및 명예편집위원, ‹책을 좋아하는 사

람들›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이자 ‹근현대디자인

박물관› 관장이며,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디

자인 생각(세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60인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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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디자인이 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산업, 경제적 시각에서 디

자인을 바라보는 대신 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적 차원

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서울역사는 이미 복합전시공간으로 바

뀌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와 같은 산업기반시설도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디자인행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성과로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었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건

축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과 함께 관련 사료 또한 중

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발맞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디자인 박

물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국립민속박물관은 근현대유물구입비를 매년 상향시키고 있다. 

근대 디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근

대적 개념의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876년 개항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때부터 생산된 사료들을 수십년간, 상표 라벨부터 태극기, 라디오, 컴퓨터에 이르기

까지 수집해온 것은 디자인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한국의 근대 디자인 역사를 찾고 

정리하겠다는 나름 소명의식의 발로였다. 2008년에 개관한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은 국

내 디자인 전문 박물관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샘디자인박물관, 한가람디자인

미술관은 대여전시장으로 전락했고, 서울디자인박물관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디자인사의 발전을 역사적, 문화적 시

각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디자인계 모두의 시대적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

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을 이용해 시각적 재현을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의 변화와 

발전을 알리고 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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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em for Korean modern design history: 
focused on Modern Design Museum

Park, Arm-Jong 

Design has recently become a keyword in our society and culture. Design is now viewed 
in a matter of culture instead of looking at design from the viewpoints of industry and 
economy,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positively invested in this infrastructure. 
Seoul Station has changed into a multi-pavilion.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the Dan-
gin-ri power plant are about to be renovated and transformed into cultural facilities. �e 
Seoul Design Headquarters has enthusia stically set and managed various design-related 
policies. As a result of its efforts, Seoul has been selected as a world design capital and 
Dongdae-moon Design Plaza has been under construction. �is trend has continued to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People have recognized not only looking at design as a viewpoint of culture but 
also at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modern cultural properties. The Design Museum 
will be opened in the Dongdae-moon Design Plaza, an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annually increased its budget for the purchase of material of modern times.

Modern design is a product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Design 
as a concept of modernity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in 1876 around the year of the 
enforced opening of ports. The present writer has collected designed ordinary goods 
for 20 years, from Taeguk-gi(Korean national flag) to the first domestically produced 
radio and computer. It is a manifestation of consciousness as a design professional; the 
endeavor of search and systematization of Korean modern design history. �e Modern 
Design Museum, which opened in 2008, is only a museum that works actively. Hanssem 
Design Museum and Hangaram Design Museum are merely displaying space for rent. 
Seoul Design Museum has been closed. 

We all have to work hard to overcome such poor conditions and examine and 
appreciate Korean modern design in a point of history and culture. With such an effort, 
we also have to try to revive the tradi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design 
that is visual and tangible through museums.

Keywords: Modern design, Design museum, Korean modern desig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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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852년 영국 런던에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이라

는 세계 최초의 디자인 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서구 디자인 선진국들은 디자인 박물관

을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우

수성을 홍보하며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21세기 문화 경제 시대를 맞

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디자

인 발전에 기여할 디자인 박물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 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정립되지 않은 한국 디자인사의 기점에 대한 문제다. 둘

째,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설립사례를 바탕으로 유물구입, 박물관 건립, 전시기획 등 

실질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해볼 것이다. 

한국보다 앞선 디자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그 디자인 진흥의 

중심에 디자인 역사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홍보해 온 디자인 박물관이 있다. 이

에 비해 한국은 그와 같은 전략적 활동을 통해 디자인 발전을 이끌 디자인 박물관이 희

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한국 디자인 

진흥을 주도할 디자인 박물관 추가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인사의 정립 및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서, 한국 

디자인 박물관의 역할과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한국 근대디자인의 형성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있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근대의 기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학 분야별로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조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대구분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성이 

담긴 디자인’이란 시각에서 근대의 기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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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근대디자인의 개념과 기점

근대디자인의 개념과 기점은 먼저 깊이 선행적으로 연구해 온 역사학계와 미술계의 

연구결과를 참고함이 마땅하며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학계의 근대 시대구분 

① 18세기 후반 설: 유원동

② 1860년대 설: 이선근, 신용하, 김병하

③ 1876년 설: 조기준, 정창렬, 김경태

④ 1884년 설: 강만길

⑤ 1894년 설: 천관우

(2) 미술/디자인계 선행연구의 시대구분

‹한국미술 100년전 / 국립현대미술관›

① 전사(前史) 근대를 향하여: 1876~1905

② 제1부 계몽과 항일사이: 1905~1919

③ 제2부 신문화의 명암: 1919~1937

④ 제3부 모던에서 황민으로: 1937~1945

⑤ 제4부 광복과 분단: 1945~1953

⑥ 제5부 냉전의 그늘: 1953~1960

(3)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근대 개념과 기점

이상과 같은 크게 2가지, 즉 역사학계와 미술계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근현대디

자인의 개념과 기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근대디자인의 개념 정리와 각종 관련 논의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나 이 논문에서

의 근대디자인은 ‘근대기(近代期)’에 제작된, ‘근대성(近代性:modernity)’이 담긴 디자인

으로 한정하였다. 근대기란 ‘근대의 시기’로 풀이할 수 있으며 필자는 근대의 기점이 된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가 종말을 고한 1945년까지의 기간으로 상정하였다.

‘근대성’이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하나는 시기에 대한 

개념 설정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내용과 성격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시기적으로는 근

대의 기점을 1876년 개항으로 보아 그 이후에 생산된 것이며 성격적으로는 고대와 중

세와는 다른 ‘새롭다(nova)’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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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에 제작된 디자인물 중에 기점이 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명제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점이 되어야 하므로 (1)

가장 먼저 생산된 것으로 (2)형상 자체가 전과 다르게 새롭고 (3)자주적이며 (4)디자인 

의식을 가지고 (5)우리나라에서 (6)우리나라 사람이 (7)우리나라를 위해 사용할 목적

으로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석(광주대 사진학과)은 우리나라 사진도입의 기원을 밝히는 논문에서 그 도

입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본인의 생각을 ‘우리나

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찍어서 사진을 만드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

을 도입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점은 한국 근대

디자인의 기점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견해라 할 수 있다.1

여기에 합당한 것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가장 근대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태극기’를 들 수 있다. 태극기 제정 이전에도 ‘근대성을 가진 디자인이 없다’라고 확언

할 수 없으나 명확하게 연대와 제작 관련자들이 밝혀진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1)제정시기가 1882년으로 연대가 오래됐고 (2)당시 제작된 디자인 가운데 전과 

다른 새롭고 신선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3)나라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대외에 선

보이는 자주적 상징물이며 (4)가운데 태극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레이아웃을 통해 배

치한 4괘가 남다른 디자인 감각을 나타내고 있다. (5)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6)고종 황제의 지시에 의해 (7)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장소에 표상으로 내걸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개념적으로 근대는 봉건이 끝나고 전개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의식, 자본주의 및 

시민사회의 성립이 특징이다. 즉 봉건사회를 극복한 근대사회는 개인을 존중하며, 정

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가진다. 여기서 명확히 할 점

은 근대기가 시작된 1876년 개항 당시 우리나라의 근대의 조건은 전혀 성숙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개인존중,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개항 의식 자체가 전과 다른 혁신적 사건으로 이상의 3가지 정신을 

잉태한 근대적 의식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82년 제정된 태극기는 근대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예컨

대 디자인의 속성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공산품으로서, 공예의 면모를 완전히 탈피하

1 최인진 외, 『한국사진의 지평』, 눈빛, 2001, p.108.

124

조형_아카이브



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대량생산 체제를 따르며 기계의 힘을 빌어 생산하는 공

산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의 상징(좁게 보면 황제와 황실을 상징)을 개인에게 보

급하여 품고 다니든지 기념일에 집집마다 게양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예들은 봉건사회

에서는 전개되지 않았던 일이었다.

2) 한국 근현대디자인의 시대구분 및 명칭

시대구분과 명칭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개략적 구분과 세부

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볼 때 세부적 구분으로 보다 정밀

하게 구분하는 추세를 띄고 있다. 본고와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는 여러가지 전시여

건상 개략적인 구분으로 시대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1) 개략적 구분

① 태동기: 1876~1910(35년간)

② 정체기: 1910~1945(36년간)

③ 발아기: 1945~1961(17년간)

④ 초창기: 1961~1976(16년간)

⑤ 발전기: 1976~1988(18년간)

⑥ 도약기: 1988~1999(12년간)

⑦ 성숙기: 2000~

(2) 세부적 구분 

① 생성기: 1876~1905(30년간)

② 모색기: 1905~1919(5년간)

③ 확장기: 1919~1937(27년간)

④ 전환기: 1937~1945(9년간)

⑤ 초창기: 1945~1961(17년간)

⑥ 발전기: 1961~1976(16년)

⑦ 안정기: 1976~1988(13년)

⑧ 도약기: 1988~1999(12년간)

⑨ 성숙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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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근현대디자인의 시대 배경 및 주요 내용

필자는 한국 근현대디자인의 시대구분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하였

다. 1876년 개항 이후 120년간을 개략적 구분에서는 7기로, 세부적 구분에서는 9기로 

설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광복 이전의 시기를 두 시기 대신 네 시기로 구분하여 20세기 

전반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 구분을 중심으로 

시기별 특징과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류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 전시를 시기별 7섹션으로 나누는데 사용되었다.

1) 태동기: 1876~1910

세계 근대 문화의 유입과 디자인 개념의 태동

최초의 태극기 자료, 

19세기 말

한성순보, 1883년 소년, 1895년 천연당사진관의 초기 사진, 

1907년

개화기라고 불리던 시절,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은 안개 속 같이 투명하지 못하였다. 열

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는 서구의 문화

가 급속히 유입되던 혼돈의 시기였다.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이나 인쇄술

은 선교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경유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82년은 우리나라 디

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기가 비로소 국기(國旗)로 

결정되었다. 국가적인 대표적 아이콘(icon)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인쇄시설인 박문국(博文局)이 설치되고 첫 한글 전

태자모가 제작되어 이 활자를 가지고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1883년부터 우리나라 

사진의 선각자인 김용원, 황철, 지운영 등이 활동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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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인 ‘천연당사진관’ 등이 개업 활동하면서 사진술이 확산되었다. 다음해인 1884

년에는 개화당의 김옥균 주도 하에 이루어진 갑신정변으로 그동안 혼미하던 우리나라

는 일대 개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였다. 

이 때 우정국이 설치되고 우표를 처음으로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최초의 민간출

판사인 광인사가 설립되어 석판인쇄기를 비롯한 최신 인쇄설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 

편집 출판디자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1886년 ‹한성주보›가 창간되고 여

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상업광고인 세창양행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였으며 ‹독립

신문›의 지면도 광고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 설립되어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제품디자인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파리

에서 만국박람회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출품 품목도 많지 않고 서구인의 취향도 제대

로 파악 못했으며 홍보 부족으로 서구인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한반도를 놓고 열

강이 각축하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업발달을 고의적으로 방해하

면서 새로운 사상을 독자적으로 받아들여 개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묵살하였다. 그

런 중에도 1907년에는 관립공업전습소가 생겨 공예 및 제품디자인에 관한 교육이 이

루어졌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정수를 간직해왔던 조선황실에서는 1908년에 이왕직미술품제

작소를 설립하여 능력이 출중한 장인들을 통해 공예품의 생산과 전통 계승의 명맥을 

이어갔다.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는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산업과 문화가 쇠약해

지기 시작하여 우리의 디자인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힘겹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주요 내용›

1876년 개항 / 1882년 태극기 공식 제정 / 1883년 한성순보 / 1884 농정촬요, 충효경집

주합벽 / 1886년 한성주보 / 1886년 세창양행 광고 / 1887년 대한제국 선포 / 1898년 

박승직 상점 / 1987년 동화약방 활명수 / 1907년 관림공업전습소 / 1908년 이왕직미술

품제작소 설립 / 1908년 잡지 소년 창간 /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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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기: 1910~1945

우리 문화 발전의 정체와 국내 기업의 모태 창립

박가분, 1915년 딱지본, 1910년 – 1930년대 이상이 장정한 기상도, 

1936년

이인성 장정의 

물새발자옥, 1939년

결국 역부족으로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예계는 이왕

직미술품제작소 등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 문화의 쇠퇴와 함께 몰락하는 운명을 맞이하여 수많은 공

예 장인(匠人)들이 사라져 갔다. 다행히 임숙재, 이순석, 강창원, 한홍택 등과 같은 선각

자들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서구디자인 사조를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의 선진 디자인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이들로 인해 후에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일본 디자인 스타일이 오늘날까지 잔재로 남는 요인이 되기

도 하였다. 일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광복되기까지 한복을 입은 여인이나 거북선, 호

랑이, 지게, 대나무, 국화, 버드나무, 태극 등 각종 문양이나 색채, 스타일에서 한국적 시

각소재를 등장시켜 무언적으로 저항의 움직임을 표출시키기도 하였다. 계몽적인 역할

을 담당했던 신문이나 잡지, 신소설 등의 표지나 영화포스터, 레코드 자켓 등의 분야에

서 이 같은 소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1910년에는 한성광고사(漢城廣告舍)를 필두로 1921년 백영사(百榮社), 1922년 

개벽사의 상공미술도안부(商工美術圖案部)라는 광고대행사의 활동이 있었으며, 1926

년 동아일보사에서 개최한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와 1938년 상업미술전람회가 개최

되었다. 국내의 제품디자인이 해외에 나가 수상한 최초의 태극 사건은 1925년 김봉룡

과 전성규가 파리만국박람회에서 나전칠기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사실이다. 끊겼던 

장인의 정신이 이들로 인해 맥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전통공예가들의 자긍

심을 높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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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탄압으로 당시의 국내 제품 생산 기반 시설은 형편없는 상태였으며 

다만 제약업과 인쇄업 그리고 가내공업 같은 열악한 공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정

도였다. 1944년에는 경성기공(기아산업 전신)이 설립되어 자전거를 비롯한 간단한 소

도구들만 생산할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이때부터 자립의 길을 

걸었던 소규모의 기업이 모태가 되었다. 두산, 기아, 선경, 조흥은행 등을 비롯해 유한

양행, 동화약품 등 굴지의 제약업체 등이 이때부터 출발한 기업들이다.

‹주요 내용›

1910년 한성광고사 / 1917년 조선방직 / 1918년 박가분 제조 / 1919년 경성방직 / 1920

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 1921년 백영사 / 1922년 상공미술도안부 / 1925년 김봉룡 전

성규 파리만국박람회 수상 / 1926년 유한양행 창립 / 1926년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 / 

1928년 임숙재 동경예대 도안과 졸 / 해시상회, 조선관 / 1929년 조선박람회 / 1931년 

화신백화점 / 1931년 이순석 동경예대 도안과 졸 / 1936년 김기림 장편시집 ‹기상도› 

이상의 장정 / 1937년 한홍택 일본동경도안전문학교 졸 / 1944년 경성기공(기아산업 

전신) 창립 / 1945년 광복

3) 발아기: 1945~1961

디자인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아 및 확대 

공병우 타자기, 1949년 이순석 장정의 

시집구상, 1951년

A– 501 라디오, 1959년 D – 301 선풍기, 

1960년

광복 직후에는 산업기반이 대단히 허약했지만 경제개발이 촉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디

자인이 발전하게 되었다. 산업시설이 파괴된 전쟁 기간에는 군수품 관련 디자인의 역

할이 강조되었다. 종전 후 산업 생산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은 본격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개발이 촉진되면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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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1952년에는 기아자전거가 ‘삼천리’호를 생산하였으며 1955년 국내 최초의 

조립자동차 ‘시발자동차’가 생산되었다. 

또한 1957년에는 우리나라 가전산업을 주도해온 금성사(LG 전자 전신)가 설립

되어 우리나라 가전산업 역사를 선도하게 되었다. 같은 해인 1957년 한국공예시범연

구소가 주한 미군 출신인 노만 디 한(N. R. De Hann)의 주도 하에 개소되어 공업제품 

컨설팅을 비롯해 유학생제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창기 디자인 운동에 큰 기여를 하

였다.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한 민철홍과 권순형 교수 그리고 이화여대 배만실 교수 

등이 이 때 파견된 유학생들이었다. 

1959년에는 우리나라 제품디자인사에 한 획을 그은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인 

금성사 A–501이 생산되었다. 이 라디오는 독일인 행케의 디자인 자문과 일본 히다치

사의 디자인 모델로 생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62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제품인 라디오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미군 부대를 통해 흘러나온 각종 

상품의 디자인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각종 초콜렛, 껌, 과

자 등의 포장디자인이나 데코레이션 잡지에 등장하는 문양들이 당시 디자이너들이 활

용하던 디자인 소스(design source)였다. 

한편 국가와 기업, 언론에서는 이때부터 산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자인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시작하였다. 즉 조일광고창작상(조선일보 1964), 중앙광고대상(중

앙일보 1965) 등이 제정되었으며 공업제품 생산에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서울대 부설 한국공예디자인기술연구소와 같은 공적기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많은 디자이너

들이 배출되어 은행이나 백화점, 제약회사 등에서 활동함으로써 디자인의 영역이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배출된 디자이너들이 분야별·특성별로 다

양한 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에 분주했으며 개인전 개최도 빈번해졌다. 

‹주요 내용›

1945년 8월 15일 광복 / 1945년 산미협회 창립 / 1949년 공병우 타자기 / 1955년 국

내 최초의 조립자동차 시발자동차 /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 / 1950년 전시디자인 / 

1954년 정비석의 자유부인 / 1955년 시발자동차 / 1957년 활자개혁 / 1958년 금성사 

창립 / 1959년 11월 국내 최초 라디오 A–501 / 1960년 최초 선풍기 D–301 / 1961년 최

초 자동전화기 GS–1 / 1961년 5.16군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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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창기: 1961~1976

경제 발전 및 수출 동반자로서의 디자인 역할 수행

체신1호 전화기, 1961년 삼양라면, 1963년 VD – 191 텔레비전, 

1966년

WP – 181 세탁기, 

1969년

산업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디자인 활용 역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산업생산 구

조가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량생산된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 디자인의 수요

가 점차 증가하였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수출(美術輸出)’이라는 구호를 내건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

에 따라 수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동참에 디자인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그 결과 상공부 주관으로 1966년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는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68년 최초의 상업적인 

성격의 한국무역박람회가 선보이게 되면서 전시장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환

경디자인의 업무가 디자이너의 몫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디자이너들의 활동무대가 급

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수출이 곧 살 길’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1969년에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가 한

국디자인센터로, 다시 한국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되었고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로 개편·발전되었다. 이로서 수출의 동반자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한

편으로는 디자인 분야 육성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서울대 응용미술과 내에 시각, 공예, 공업디자인으로 전공을 개설하

여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해내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제품디자이너들의 단체인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가 창립되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면서 유통물의 증대와 산

업구조의 변화, 유통질서의 체계화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TV와 냉장고, 라디오, 전축 

등과 같은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1975년 국민차 1호인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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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와 ‘포니쿠페’가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음으로써 제품디

자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의 개통으로 국력의 증대가 가

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코카콜라 등과 같은 다국적 제품들이 상륙하면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하는 광고를 대행할 전문 광고대행사가 설립·운영되었으며 TV방송과 지하철시대, 아

파트 건축 붐이 일면서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들이 확대되었다.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

디자인, 슈퍼그래픽 등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62년 11월 라디오 62대 미국 수출 / 1962년 조

일광고상 / 1963년 삼양라면 최초 출시 / 1965년 국내 최초의 냉장고 금성 GR–120 / 

1966년 국내 최초 흑백 텔레비전 금성 VD–191 / 1966년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개

최 / 1967년 박정희 대통령 ‘美術輸出’ 휘호 / 1967년 장편만화영화 홍길동 상영 / 1968

년 국내 최초 상업박람회인 한국무역박람회 개최 / 1969년 국내 최초의 세탁기 금성 

WP–181 / 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 1972년 KAID, 

KSVD 창립 /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 1976년 로봇 태권V

5) 발전기: 1976~1988

디자인의 체계화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한 발전 도모

아이미 캐릭터, 1976년 디자인 전문잡지, 

1960 – 70년대

꽃무늬 가전, 

1970 – 80년대

1988 서울올림픽, 

1988년

7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계속한 우리 사회는 점차 기술혁신과 과학문명의 발달

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정보전달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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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증대로 디자인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1976년에 월간 ‹디자인›이 창간되어 국내 디자인의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확산

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디자인의 대중화에 앞장서 나갔다. 1976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는 국민차 1호인 ‘포니’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에는 기업 최초로 금성

디자인연구소가 설립되어 제품디자인의 중요성이 기업에서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

다. 학계에서는 디자인의 학문적 발전을 효율화하기 위해 디자인학회가 우리나라 최초

로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73년 서린호텔, OB맥주 CI개발에 이어 1976년 조영제의 ‘데코마스

(DECOMAS)’전을 계기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이용한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쌍용그룹, 코오롱그룹 등을 비롯

해 각종 기업에서 CI 도입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1979년 권명광의 주도로 개최된 한국 

이미지전은 한국적 시각 소재의 빈곤에 허덕이는 시대에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하였으

며 이후 그래픽코리아전(1980), 한국의 미 포스터전(1981), 한국의 얼굴전(1982)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이벤트로 ‘86 아시안 게임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

던 ‘88 올림픽 게임 등이 성공리에 개최된 것이다. 심볼마크, 엠블렘, 마스코트, 로고타

입, 픽토그램, 포스터를 비롯해 유니폼디자인, 환경디자인이 주로 디자이너가 활약한 

분야들이다.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품에서 환경분야가 독립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이벤트를 통해 우리의 잠재적인 창조적 가능성을 밖으로 표출

하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해 매스컴을 통한 갖가지 

광고디자인들과 포스터들이 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말끔해진 시각환경은 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킴은 물론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국제행사로 인해 디자인계는 물론 전체 산업분야에서 창작의욕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에는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최초로 개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디자인들이 국제무대에 알

려지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공모전에 입상하거나 출품됨으로써 우리의 디자인적 자질

을 세계인이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국내에 불러들여 각종 회

의를 개최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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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976년 포니자동차 양산, ‹뿌리깊은나무› 창간, 월간 ‹디자인› 창간 / 1977년 제일

제당 아이미 출시 / 1977년 금성디자인연구소 개설 / 1978년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 

1979년 한국이미지전 / 1980년 그래피코리아전 / 1981년 국풍81 / 1981년 한국의 미 

포스터전 / 1982년 한국의 얼굴전 / 1982년 국내 최초의 비디오카메라 금성 GVC–

6000 / 1984년 코그다 창립 / 1984년 국내 최초의 미니 세탁기 / 1985년 국내 최로의 컴

퓨터 삼보 Trigem 286 / 1986년 아시안게임 / 1988 서울올림픽

6) 도약기: 1988~1999

한국형 디자인의 모색 및 국제화, 세계화의 기반 구축

코웨이 컴팩 정수기, 

1992년

무선호출기, 1990년대 물걸레 청소기, 1993년 1993 대전엑스포, 

1993년

앞서의 도약을 계기로 디자인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

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가 증대되었고 시각매체를 통한 정보

의 전달 또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고

조와 규제 분위기로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수입완전개방에 

따른 유통시장의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우리의 생활에 맞는 한국형 

상품이 개발되고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에 기능과 디자인이 결합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의 서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600년전’과 같이 우리의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산업디자인발전 5개

년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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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9년에는 금성사에서 주최한 국제디자인공모전이 국내 최초

로 개최되었으며, 유럽디자인센터를 준공하여 국제화에 기치를 내걸었다. 

1992년에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주최로 한국산업디자인 포름 ‘92전이 

개최되었으며 1994년 한샘 서울디자인박물관 개관, 1994년 대우전자의 ‘탱크주의’ 선

포, 1995년 현대자동차의 한국자동차디자인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디자인은 날

로 발전해 나갔다. 

199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제박람회인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으

며 상공자원부에서는 때맞춰 ‘디자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이

어 치러진 이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방송국에서도 1994

년 벽두부터 MBC의 ‘왜 디자인인가’, KBS의 ‘세계가 뛰고 있다’라는 특별기획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디자인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한국의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해 한국디자인학회의 재창립과 KSVD(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와 KOGDA(한국그래

픽디자이너협회)를 해체·통합·발전시켜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를 새로이 창립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이 시기에는 컴퓨터그래픽이 가미된 ‘구미호’를 비롯해 디자이너가 만든 영화 ‘그

대 안의 블루’, 그리고 만화가가 만든 성인용 만화영화 ‘블루시걸’이 제작되어 새로운 

영상디자인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전산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CTS 신문판 발행은 컴퓨터 조판 시스템을 더욱 가속화시

켰으며 중앙일보의 전면 가로쓰기는 신문에도 편집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X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하였으며 젊은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함으로써 이들이 좋아하는 퍼니디자인(funny design)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주요 내용›

1988년 무선호출기 삐삐(beeper) / 1989년 국내 최초의 핸드폰 SH–100 / 1990년 한국

형 디자인 /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린디자인 개막 / 1992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 

1992 X세대 등장 / 1993 대전 엑스포 / 1993 삼성 애니콜 등장 / 1994 MBC, KBS 디자

인 특집 방영 / 1995년 최초의 김치냉장고 딤채 CFR–052E / 1998년 세계 최초의 MP3 

Eiger Labs MP Man F10 세한미디어에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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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숙기: 2000~

세계 디자인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 디자인의 위상 고조 

마시마로, 2000년 2001 익시드 

세계산업디자인대회, 

2001년

2002 FIFA 월드컵, 

2002년

뽀롱뽀롱 뽀로로, 

2003년

한국에 닥친 경제위기 IMF 관리 체제는 디자인 분야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기업은 물

론 광고대행사 및 디자인 기획실이 무더기로 도산하였다. 디자인은 물론 모든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에 바탕을 둔 OEM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

게 되었고 무한정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경제전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문화가 가치를 발휘

하고 예술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시대에 디자인 분야의 발전 없이는 자동차 및 전자, 

영상, 캐릭터 산업 등 그 어떤 산업도 발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혁신이 몰고 온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소비자

들이 다른 지역의 소비동향을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지구 반대편의 타인이 

소유한 것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싶게 한다. 그러므로 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소비자들

의 특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와 경쟁의 국제적인 상황

에서는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와 공유할 수 있는 

동질화전략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야만 했다. 

특히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잡은 

상황 속에서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보편적 상품가치로 변환시켜 시간과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침투하는 문화전쟁 속에서 승리하는데 디자인의 역할은 절대

적이다. 이미 디자인 분야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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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나 CD롬 타이틀과 같은 멀티미디어디자인,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디자인 등

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이런 특수 분야에 학과 개설을 집중하고 있고 인재 배출에 앞장서

고 있다. 소비 역시 이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기기의 대량보급으로 ‘N세대’가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

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이라든지, 웹진, 인터넷 광고 등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가 

가상공간에서 열렸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1998년 디자이너의 날 선포식에 김대중 대통

령이 참석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였다. 한국의 디자인계는 이미 

2000년 ICOGRADA(국제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 밀레니엄 서울대회와 2001년 

ICSID(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확대된 국력의 신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편 2002년 개최된 한·일 월드컵까지 포함한다면 2000년 밀레니엄부터 대

규모의 국제대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한국 디자인의 도약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주요 내용›

2000 N세대 등장 / 2001 ICOGRADA밀레니엄 서울대회 개최 / 2000년 아이리버 선

풍 / 2001 코리아디자인센터 개관, 2001 ICSID 총회 개최 /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 

2003 코리아포스터비엔날레 /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3. 한국 근현대디자인 자료의 활용

근래 사회적, 문화적으로 근현대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필자가 지난 20여년간 수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근현대자료 수집경로를 

정리하고 근현대디자인박물관 활동을 중심으로 디자인사적, 자료적 가치가 큰 유물을 

발굴하고 관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사료 구입 경로

(1) 경매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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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매회사›
① 서울옥션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98번지 /강남, 부산, 홍콩점

02-395-0330

http://www.seoulauction.com

소개 및 특징 1998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서울옥션은 이듬해인 1999년 9월 전용 경매장과 전시 시설을 갖춘 

서울옥션하우스를 개관하여 경매전문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서울옥션의 메인 경매는 연 5~6회 진행된다. 서울옥션의 대표작품들이 출품되며 경매 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의 이미지와 설명을 볼 수 있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근현대 미술품, 근현대 공예품 및 생활사 자료

② 코베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02-738-1269

http://www.kobay.co.kr

소개 및 특징 1999년 12월에 법인 (주)코베이 설립을 설립하였으며, 국내 최대 취미·예술 전문 경매회사이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우표, 엽서, 사용실체, 수입인지, 안내카드

화폐, 승차권, 전화카드, 복권, 스포츠카드

한국고대미술품(구한말(1910년)이전)

근현대미술품

근작물품(한국 1910-1950년 이전)

희귀전적류, 고문서, 지도

희귀양장고서(1960년 이전)/(1960년이후)

근현대사자료

만화, 애니메이션

인형, 장난감, 모형, 군장

음반, 오디오, 악기

영화, 비디오

사진, 카메라

수석, 식물, 취미

중국물품

일본물품

동서양 앤티크

생활장식, 공예품(1950이후)

중고용품, 생활용품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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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옥션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17-8

053-425-1716

http://www.hanauction.com

소개 및 특징 문화 예술품 종합 경매회사로써 온라인경매, 현장경매, 쇼핑, 온라인전시, 전시장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전적류

양장본고서 근현대미술품

교육자료

(한)의학자료

의병, 독립자료

여성/아동자료

고미술품

근현대자료

한글자료

문학/역사자료

군사자료

음악자료

지역별자료

④ 금요고서방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23-6번지 

053-423-7430

http://www.kumyo.co.kr

소개 및 특징 대구의 봉산문화거리에서 ‘금요고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학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오프라인경매 시작, 현재는 온라인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희귀본, 고문서

근현대자료 및 서적, 교육 자료

헌책, 현대서적

고미술품, 도자기, 민속품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외국미술품

옹기, 다기, 여성관련자료

생활공예품, 작품공예품

⑤ 나라옥션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2-6 제일빌딩

02-778-3009

http://www.narauction.com

소개 및 특징 화폐/우표만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매매하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이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국내외 근현대 주화 및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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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옥2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4-35 2층

02-2254-4613

http://www.auc25.com

소개 및 특징 옥25는 2000년 5월 25일에 설립된 문화예술품 온라인 경매 회사이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우표, 화폐, 엽서, 전화카드, 복권, 기타 수집품

고서화 및 고서 

공예 및 조각(1900년 이전)

근현대 생활사 자료

현대미술품 

민예품, 공예품, 전통예술용품

‹국외 경매회사›
이베이 Ebay

주소 2145 Hamilton Avenue

San Jose, CA 95125

www.ebay.com

소개 및 특징 1995년 피에르 오미디야르가 설립하였고, 1997년 옥션웹에서 이베이로 회사명을 변경한다. 

미국 켈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 자회사가 있으며, 

30여 개국에 현지화한 웹사이트사를 구축하였다.

경매회사의 

주요 취급 물품

수집품

가전제품 및 컴퓨터

가구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신제품, 중고제품

(2) 공개구매

신문에 정기, 비정기 공지를 하여 접수된 사료에 대해 감정위원이 감정 후 구매

(3) 현장구매

 인사동, 청계천, 대구 봉산동 등에 위치한 고서점 및 노점에서 필요한 사료 직접 구매

(4) 딜러구매

전문 딜러들로부터 직접 구매 

(5) 기증

사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직접 기증 받음

(6) 교환

필요한 사료를 교환하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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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개념과 역할

디자인박물관은 시각적으로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되살리고, 미래의 디자인을 가늠

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역사가 일천하고 연구풍토가 척박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있

어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설립 자체가 자칭 타칭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설립취지와 전시구성 및 지난 2년간 박물관을 통

해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립목적 및 취지

20년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수집해 온 지난 120년간의 중요한 한국디자인 사료들을 

모아 한 곳에서 상설 전시하고 영구보전 함으로써, 앞으로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연

구자들은 물론 많은 대중들도 함께 디자인의 역사적 자산들을 향유하고 같이 호흡하

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고 나아가 디자인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2) 박물관 전시 구성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이란 컨셉으로 2~3층에 위치해 있는 상설전시장은 북두칠

성과 같이 7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2층에는 광복 전 시기의 2개의 섹션이, 3층에

는 광복 후 시기의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섹션별로 다음과 같은 시기적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시된 사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제1관(胎動期): 1880~1910년 / 세계 근대 문화의 유입과 디자인 개념의 태동

– 제2관(停滯期): 1910~1945년 / 우리 문화 정체성의 혼미와 국내 기업의 출발

– 제3관(發芽期): 1945~1961년 / 디자인 유용성의 사회적 인식 발아 및 확대

– 제4관(草創期): 1961~1976년 / 경제발전 및 수출 동반자로서 디자인 역할 수행

– 제5관(發展期): 1976~1988년 / 디자인의 세분화와 전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모색

– 제6관(跳躍期): 1988~2000년 / 한국형 디자인의 정착 및 국제화와 세계화

– 제7관(成熟期): 2000년 이후 / 뉴 밀레니엄 시대와 한국디자인의 위상 고조 

(3) 유물 소장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관련 자료를 비롯해서 최초 신문들의 창간호, 쉽게 찾아보기 힘

든 일제의 각종 디자인의 흔적들, 광복 후 어려웠던 시대의 애틋한 정이 묻어나는 디자

인 제품들, 경제개발에 목매던 시기의 땀에 흠뻑 젖은 각종 제품들, 가정의 꿈과 희망이 

담긴 초기의 가전제품들,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타난 소비재 제품들을 비롯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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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 당당히 디자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첨단 가전제품 및 올림픽과 월드컵에 관한 

디자인 등 한국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장품이 약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돼 있는 주요 전시품 중 최초의 자료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자료 ‹地歐國名›(1873년)

–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 자료 ‹Flags of Maritime Nations›(1882년)

– 우리나라 최초의 연활자로 인쇄된 책자 ‹충효경집주합벽(1884년)

–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漢城旬報 제5호›(1883년)

– 우리나라 근대초기의 신문 ‹漢城週報 창간호, 2, 3호›(1886년)

–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사진관 천연당사진관 사진(1907년)

–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종합잡지 ‹小年›(1908년) 

–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朴家粉’ 및 짝퉁 ‘村家分’(1918년)

– 우리나라 최고의 현존 신문 동아일보 창간호(1920년)

–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씰(1932년)

–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일러스트레이터 작품(1930년경)

– 우리나라 초기의 모더니스트 이상 장정의 시집 ‹氣象圖›(1936년)

–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 라디오 금성 A–501(1959년)

– 우리나라 최초의 전축 금성 HI–FI(1959년경) 

–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식 전화기 금성 GS–1(1961년) 

– 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 금성 GR–120(1965년)

–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 금성 VD–191(1966년) 

– 삼성 최초의 냉장고 삼성 SR–096(1974년) 

– 우리나라 최초의 테이프레코더 금성(RE–501)(1974년)

– 우리나라 최초의 시계형라디오 금성(LF–1103) 

–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렌지 금성 ER–5000(1981년) 

– 우리나라 최초의 비디오 카메라 금성 GVC–6000(1982년)

–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 세탁기 대우 DMW–204W(1984년)

– 우리나라 광복 후 최초의 건축전문잡지 ‹空間› 창간호

–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잡지 ‹디자인 포장› 창간호

–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전람회 도록 ‹제1회 상공미전 도록›(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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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디자인 잡지 ‹월간 디자인› 창간호(1976년)

– 우리나라 최초의 CI 디자인 ‹서린호텔 매뉴얼›

– 우리나라 초기의 압력밥솥

– 우리나라 초기의 전기밥솥 대원 DW–160(1974년) 

– 삼성 최초의 컴퓨터 삼성 SPC–1000 

– 우리나라 최초의 핸드폰 삼성 SH–100(1989년)

– 우리나라 최초의 컴팩트형 정수기 웅진 UG–335(1993년) 

– 우리나라 최초의 딤채냉장고 위니아 CFR–052E(1995년)

(4) 활동 실적

‹박물관 건립 전/2001.10~2001.6›

1. 2001.10.1~10 굿디자인 페스티발 ‹한국디자인 100년전›

 COEX(삼성동 한국무역센터 대서양관)/225종 385점 전시

2. 2002.8.25~9.30 ‹한국의 놀이문화 전시회›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잠실점, 포항점)/245종 426점 전시

3. 2004.9.1~7 2004 코리아 시각디자인 페스티발 특별기획전 ‹한국 디자인 역사전›

 KIDP(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325종 512점 전시

4. 2005.8.13~10.23 광복50주년 기념 ‹한국미술 100년› 1부

 국립현대미술관(과천)/147종 275점 전시

5. 2005.10.18~11.3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을 비추는 디자인›

 김대중 컨벤션센터(광주)/43종 84점 전시

6. 2005.12.16~2006.2.5 ‹미술로 본 한국 근대›전

 전북도립미술관(전주)/9종 24점 전시 

 ‹박물관 건립 후/2008.3.14~2009.12.31›

1. 2008.3.14~4.18 개관기념전 ‹춘풍여향전› 

2. 2008.5.16~9.18 한국디자인역사아카데미(총4회)

3. 2008.9.19~9.24 ‹디자인생› 출판기념 정원교 일러스트전

4. 2008.10.30 김두섭(눈디자인 대표), 변추석(국민대 교수) 초청특강

5. 2008.9.25~10.31 광복 60주년 기념–‹한국 포스터 100선展›
6. 2008.11.10~11.16 ‹이기문 제9회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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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3.13~3.31 ‹네오러시안 아방가르드전›

8. 2009.4.17~4.30 개관1주년기념 초대전 ‹도미노전–남자, 여자를 말하다›

9. 2009.5.27~6.5 (사)한국차문화운동연합회주최 제1회 차패키지공모전수상작 전시

10. 2009.6.29~6.26 비닥(VIDAK) 창립15주년기념 팩스전

11. 2009.9.1~9.30 한국 디자인 역사를 빛낸 디자인 百選展
12. 2009.9.17 오근재(홍익대 명예 교수) 특강–제물인가 축제인가! 

13. 2009.10.20~10.27 비닥(VIDAK) 회원 초대전 ‹아름다운 한글 주련전›

3)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주요 기획전 내용 

(1) ‹춘풍여향전›

일시: 2008.3.14~2009.4.18

개관기념전으로서 아름다움의 대표적 상징인 ‘여인’을 주제

로 한 1920~40년대 우리나라 관련 홍보포스터 약 30점 국

내 최초로 공개 전시.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이 15년 동안 심

혈을 기울여 수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의 포스

터 약 100여 점 중에서 엄선하여 우리나라 여인들이 등장하

는 아름답고 진귀한 포스터를 최초로 공개한 전시회였다. 

 (2) ‹한국 포스터 100년전›

일시:2008.9.25~10.31

‹춘풍여향전›은 광복 이전에 제작된 포스터로서 제1부 전

시로 한정하고 이어지는 제2부는 전시는 광복 이후 2000년

대까지 기획하였다. 1부와 2부의 대략 100년간의 한국 포스

터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한

국포스터 100년전›이라 명명하였다. 제2부는 대한민국 건

국 60주년을 기념하여 포스터 60점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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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오러시안 아방가르드전›

일시: 2009.3.13~3.31

사회주의 포스터와 아방가르드 포스터로서 디자인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1960~80년대 러시아 포스터

를 국내 최초로 실물 전시하여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 체제

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와 다양한 레이아웃과 색채, 사회상

을 반영한 독특한 스타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4) ‹한국 디자인 역사를 빛낸 디자인 百選전›

일시: 2009.9.1~9.30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사의 한 획을 긋는 디자인 사료를 엄선해 시대별 디자인의 

특징과 흐름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 1부에

서는 개화기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근대적 개념의 디

자인이 태동, 발아하는 모습을, 2부에서는 경제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입지를 다져가는 디자인 발전사를 조

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역사성, 심미성, 활용성, 혁신성의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중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디자인관련 유물 150여 점을 1차

로 선정하고, 디자인계 전문가 3분을 선정위원으로 초빙하여 최종적으로 100점을 선

정하였다.

선정위원: 오근재(홍익대 명예교수), 류명식(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박인

석(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교수)

주요 보도내용

a. 연합뉴스 2009년 8월 25일자

b. 동아일보 2009년 8월 26일자

c. 소년한국일보 2009년 8월 26일자

d. 아시안투데이 2009년 8월 26일자

e. 중앙데일리 2009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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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BC 뉴스데스크 2009년 9월 1일 방송

g. KTV 시간여행 2009년 9월 4일 방송

h. YTN 출발 7 2009년 9월 15일 방송

i. TBS업그레이드 서울 아이러브 디자인 2009년 9월 16일 방송

j. KBS 9시 뉴스 2009년 9월 22일자 방송

k. LG 인트라넷 디자인경영

결론

최근 문화에 대한 특별한 인프라 구축 열기가 일고 있다. 디자인클러스터, 창작집단 등

등의 공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서울역사는 이미 복합전시공간으로 바뀌었다. 

당인리 발전소 등과 같은 공간들도 향후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이다. 그 와중

에서도 디자인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은 2010 세계디자인도시 선정 

기념을 위한 갖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가 2기를 맞아 야심차게 디자인이 강화된 도

시 변신을 지향하고 있다. 총괄본부 산하에 직원이 100여 명 포진해 있을 정도며 그 산

하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에 70여명의 직원, 서울디자인센터에 15명의 직원이 포진하

고 서울시 디자인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다 국회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는 공공디

자인 열기가 아직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지속

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디자인은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 대부분이므로 디자인이 중요

하게 인식되는 것과 함께 근현대 사료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유물 구입의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민속품과 

같이 구입하던 방법에서 근현대자료를 독립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유물 구입비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대략 2007년 1회에서 2008

년 2회(중복구입) 그리고 2009년에는 독립적으로 2회 실시하였다. 유물구입비도 대략 

2007년 1억 정도의 규모에서 2008년 2억 2009년에는 약 3억 정도로 점점 상향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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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이 디자인박물관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

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도 시대적 해결 과제이다. 한국박물관현황(『2009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09)을 보면, 한국의 국공립박물관은 282관, 사

립박물관은 215관, 대학박물관은 82관 등 총 579관으로 집계된다. 그 중 디자인관련 박

물관으로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과 서울디자인박물관, 한얼산업디자인유물관이 있으

나, 현재 서울디자인박물관은 휴관인 상태이다. 다행히 근현대사료들의 중요성을 조금

씩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 정부수립 60년이 된 작년, 정부

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수천억을 

들여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설계로 건축되고 있는 동대문디자

인플라자 내 디자인역사관을 짓고 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같이 근현대디자인사료의 중요성 인식 확대 및 사료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근현대디자인 사료의 수집 및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연구

발표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료의 분류 체계와 전시물 구입 방법의 투

명화 및 체계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도 있는 근현대디자인에 대

한 학문적 연구 발표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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