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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의 날을 맞아 수여하는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처음 수상한 디자인전문회사는 2010년 디자인모올
(대표: 조영길)이다. 이어 2015년에는 우퍼디자인(대표: 한경하)과 디자인넥스트(대표: 박철웅)가 나란히 이 상
을 받았다. 세 회사 모두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결과였다. 국내 디자인전문회사가 제품디자인 컨설팅 및 디
자인 개발을 통해 거둔 성과는 우리나라 국가 디자인 진흥 정책이 ‘미술 수출’1) 을 슬로건으로 해서 1960년대 
중반, 수출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점을 생각하면 한국 디자인 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은 현재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했던 1992
년 12월 당시 명칭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제도’였다.2) 허가제로 시행하다가 디자인계 의견을 수렴
하여 1999년부터 신고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제1호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곳은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로는 처음 외국에 한국 디자인을 수출한 212디자인(대표: 은병수)이다. 1992년에 모토로라사는 영국 
『가디언』지의 국제 디자인 쇼케이스 난에 실린 기사를 보고 연락하여 자사의 무선호출기 디자인 개발 공모
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리아 디자인전문회사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212디자인은 이 프로젝트
를 수주했고, 경비를 제외하고 8만 달러의 디자인료를 받았다.3) 당시 30대 초반의 은병수(1959년생) 대표가 
1989년에 설립한 신생 회사인 212디자인이 제1호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데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달라진 한국 사회 안팎의 정치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디자인계의 숙원인 디자인 수출을 해냈다는 상징성이 크게 작용했다. 

1) 1967년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미술 수출’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수출 증대를 위해 제품 및 수
출품 포장지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시행 중이던 1965년 9월 13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 한국공예기술연구소를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로 만들고 디자인전람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66년에 한국공예
디자인연구소가 설립되고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한국디자인센터, 한국수
출디자인센터 등으로 개칭되다 1970년에 한국포장기술협회 및 한국수출품포장센터와 통폐합되어 현재의 KIDP가 되었다.
2) KIDP에서는 1992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도 시행에 앞서 KIDP 설립 직후인 1970년 7월에 제1차 디자이너등록제를 실시하였고 그해 233명, 
그다음 해인 1972년에 407명이 등록하였다.
3)「212디자인 대표 은병수」, 월간 『디자인』, 199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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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디자인전문회사의 등장 

광복 이후 한국 디자인은 산업계보다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초창기 디자인 현장과 실무 디
자이너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 디자인전문회사의 시초로는 일제강점기에 동경미술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임숙재(1899-1937)가 안국동에 설립했던 도안사무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곳에서 임숙재는 1929년에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던 조선박람회를 위한 광고탑 디자인을 했다. 그는 도안사
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아일보』에 디자인과 공예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
다. 한홍택(1916-1994) 역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39년에 동경도안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에 제국
미술학교를 수료한 후 귀국했다. 유한양행에 근무했던 그는 1956년 명동에 한홍택도안연구소4)를 설립했는데 
이곳은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디자인 강습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광복 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 스튜디오로는 김교만(1928-1998)과 권순형(1929-
2017)이 함께 설립한 KK디자인연구소를 들 수 있다.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짧은 기간 운영되기는 했지만 
곰표 밀가루와 경방 레이블 등 당시 주요 제분회사와 방직회사를 클라이언트로 삼아 포장지, 달력, 포스터, 라
벨 등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김교만과 권순형이 KK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사람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장발 학장과 이순석 응용미술과 학과장의 도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기던 시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KK디자인연구소는 1958년
에 권순형이 한국공예시범소5)에서 일하게 되면서 문을 닫았다. 

한국공예시범소에서 근무하다 홍익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한도룡(1933년생)은 1965년에 조선호텔 내에 스페
이스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1967년에 개최된 몬트리올박람회의 한국관과 그 이듬해 개최된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면서 국내 환경 디자인 분야를 개척해 나갔다. 한도룡의 스페이스 디자
인연구소는 1976년에 인타디자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88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 ’93의 환경 디자인뿐 아니
라 수많은 해외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설계하였다. 

시각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컨설팅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을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 서울대
학교 응용미술과 교수였던 조영제는 1972년에 동료 교수인 민철홍, 양승춘과 함께 진행한 OB맥주 레이블 디
자인 작업을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면서 1974년에 조영제 디자인연구소(Cho Design 
and Research, 이하 CDR)를 만들었다. 

교수 연구팀으로 출발한 CDR은 1988년에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1995년부터는 김성천 현 대표가 그 명맥을 이
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브리태니커회사에서 1976년에 창간한 『뿌리깊은나무』 잡지의 아트디렉터였던 이상
철은 1973년에 이가솜씨라는 종합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였고 Design IGA2 시기를 거쳐 현재 이가스
퀘어를 운영하고 있다. 

4) 1964년에 서울도안전문연구소로 개칭.
5) 미국의 원조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운영된 한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 기구로 서구의 산업 디자인 개념과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
고 민철홍, 권순형 등 1세대 디자이너들에게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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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분야의 경우, 시각디자인이나 환경 디자인과 달리 디자인전문회사의 출발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한국공예시범소의 지원으로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서 유학하고 1959년에 돌아온 민철홍(1933년생)은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서구의 공업 디자인 개념을 소개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박용귀는 금성사(현 LG전자) 공업의장실에 근무하며 1959년에 국내 최초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의 개발에 
참여했지만 그가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은 1968년에 일본 히다치 디
자인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였다. 금성사를 필두로 1970년대 한국 대기업들은 점차 공업 디자인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한편, 대학교수들에게 제품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정부 기관과 기업체로부터 제품 디자인 컨설팅 의뢰가 늘어나자 민철홍은 1983년에 민산업디자인연구소(Min 
Industrial Design Associates, 이하 MIDA)를 설립하였다. MIDA는 서울지하철 3, 4호선 전동차 전면 디자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이후 대우중공업의 산업용 로봇과 굴삭기를 디자인했고 독립기념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새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의 종합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6)

그래픽 디자인에서 조영제의 CDR, 환경 디자인에서 한도룡의 인타디자인, 제품 디자인에서 민철홍의 MIDA 사
례처럼 주로 교수-디자이너 연구팀에 의존하던 국내 디자인 컨설팅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중반부터다. CI 분야에서는 1983년 미국에서 활동하던 정준이 귀국하여 국내 첫 법인 디자인전문회사인 
디자인포커스를 창립하였고, 1984년에는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개발한 김현이 디자인파크를 설립
하였다. 

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 편,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 민철홍과 한국 산업디자인 40년』(미진사, 1994).

국내 최초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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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는 인피니트(대표: 이승훈)도 설립되어 조영제 교수의 CDR(1974), 안정언 교수의 올커뮤니케이션
(1981), 권명광 교수의 서울그래픽센터(1983)와 같은 교수-디자이너 연구팀과 함께 1980, 90년대 CI 디자인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편집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도 1983년 정병규 출판디자인(대표: 정병규), 1985년 안그라
픽스(대표: 안상수)와 김형윤 편집회사(대표: 김형윤), 1986년 핵사컴(대표: 정병익)이 설립되면서 디자이너 개
인의 활동에 의존하던 데에서 벗어나 편집 디자인전문회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디자인 컨설팅의 중심이 대학에서 디자인 실무 현장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88서울올림
픽 유치를 계기로 국내 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는 등 국내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1985년에 시작된 소련의 개방 정책이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지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동서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등 국제 여건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화, 자유화 시대를 맞아 한국 기업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한계와 외국 디자인을 모방하
는 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기업 환경
의 변화는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자인전문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987년에 한국프리즘(대
표: 김철주)과 탠덤디자인(대표: 권영성),7) 1989년에 프론트디자인(대표: 구성회)과 212디자인(대표: 은병수) 
등의 제품디자인전문회사가 출현했다. 

회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김철주 대표는 대우전자 기획조정실 제작부에서, 구성회 대표와 은병수 대표는 금성
사(현 LG전자) 디자인실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근무했고 권영성 대표는 희성산업(HS애드의 전신), 연합광
고(MBC애드컴의 전신), 디자인포커스 등에서 디자인 실무 경험을 쌓았다. 

212디자인 사례를 통해 본 1990년대 디자인전문회사의 성장 

한국 디자이너 1세대는 교수-디자이너, 2세대는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분야를 개척해 나갔다면 제3세대
는 디자인전문회사 창업을 통해 성장했다. 212디자인의 은병수 대표는 공업 디자인 분야의 제3세대를 이끄는 
신세대 리더로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대학에서 공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금성사(현 LG전자)에서 일하다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유학한 은병수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212디자인을 설립했다. 

212라는 숫자는 회사 창립일인 1989년 2월 12일이기도 하고, 또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한 증기기관차가 움직
이는 데 필요한 증기 게이지 212도를 의미한다. 설립 당시 회사명은 212코리아였는데 은병수 대표는 유학 중 
미국에 만들었던 법인체를 212USA로, 새로 설립한 한국 본사를 212코리아로 이름 붙였다. 현재는 1993년에 
직원으로 입사한 김선경 대표가 212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12코리아에서 212디자인
을 거쳐 212컴퍼니로 변화해오면서 요구르트 용기, 화장품 용기, 전기차, 굴삭기, 전동공구, 네비게이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해왔다. 

7) 설립 당시 KYS-DESIGN이던 회사명을 1990년에 탠덤디자인 어소시에이트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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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디자인 설립 당시 주변에서는 국내 여건상 제품디자인전문회사 운영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많이 했다. 당
시 제품 디자인 개발은 주로 대학 교수팀이나 다른 업종을 겸한 회사들이 하고 있었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
여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으려 했으나 담보로 삼을 생산 설비가 없고 디자인 분야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 성사되
지 못했다. 다행히 사업계획서 내용이 진취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창립 멤버 6명은 은병수 대표와 대학 동문이거나 금성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디자이너들이었다. 학교와 직장에
서 함께 작업했던 경험은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은병수 대표는 인간적 유대관계에만 의존하
지 않고 회사 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회사 업무는 제품 디자인 및 자
체 상품 개발, 그리고 기획조사로 구분했다. 

212디자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모토로라사 호출기를 디자인할 때의 경험 때문이었다. 본사에서 프레젠
테이션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은병수 대표는 회사 관계자들이 한국을 6·25전쟁과 5·18민주화운동이 
있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명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1992년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12엔지니어링을 설립했고, 1993년에는 환경 
디자인 분야와의 협업을 위해 212SM을 만들어 제품, 엔지니어링,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회사 체제를 
갖추었다.8)

1991년에 은병수 대표는 한국프리즘, 프론트, 탠덤디자인, 메카 디자인 그룹, 네오 인터내셔날, 산업디자인 
기술연구소, 새안 디자인 리서치 등 제품디자인전문회사 대표들과 교류하며 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KIDCA) 창립을 준비했고 초대 회장에 선출이 되었다.9) 협회 활동을 통해 디자인업계 현안이 정부 시책과 긴밀
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은병수 대표는 회사 운영 외에 디자인 컨설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1990년대 초반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디자인 인식이 달라지고 KIDP 원장도 민간인 출신으로 바뀌
는 등 변화가 진행되었다. 1993년에는 제1차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1993-1997)이 시작되었고 디자인 
주간도 선포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그해 12월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
(WTO)10)가 출범하면서 국내 산업 디자인 시장도 전면 개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 디자인전문회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12디자인은 최초로 디자인을 수출한 회사이자 10대 히트 상품을 연속 디자인한 회사라는 명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제품디자인전문회사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1995년 10월호 월간 『디자인』지에 실린 디자
인전문회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212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분야 ‘베스트 1’ 회사로 선정되었다. 

8)「212코리아」, 월간 『디자인』, 1990년 5월호. 「212디자인 대표 은병수」, 월간 『디자인』, 1994년 4월호. 「김선경 & 김진화」, 월간 『디자인』, 
2011년 3월호. 참조.
9)「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창립」, 월간 『디자인+공예』, 1991년 7월호.
10)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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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부터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디자인 컨설팅 비즈니스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이너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고자 했던 은병수 대표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자인은 문화, 역사, 예술의 총체적 집합체입니다. 우리 문화가 스며있지 않은 디자인은 아무리 좋아도 세계 

시장에 나가면 서구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현대에 살릴 수 있도록 해석 응용하는 게 ‘네오 본

(Neo Born)’의 이념입니다. 우리에겐 의외로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11)

이후 은병수 대표는 2001년에 한국적인 디자인 문화 원형을 발굴하여 현대 디자인과 접목한 디자인 문화상
품 브랜드인 비움(VIUM)을 발표하였고, 2005년부터는 212디자인 대표가 아니라 은카운슬 대표로서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_아시아 디자인전》 큐레이터,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으로 활동하
며 한국의 문화와 디자인을 알리는 국내외 전시회와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 

212디자인이 1992년에 처음 한국 디자인을 8만 달러에 수출한 지 18년 만인 2010년에 디자인모올이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이 기간이 바로 국내 디자인전문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간 시기였
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은 비약적 경제 성장을 통해 대중 소비 사회에 진입했고 기업들은 소비
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러한 분위기 속에 212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제품디자인전문회사들이 등장하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디자인 산업계 역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LG전자 디자인연구소에서 근무하다 1994년에 디자인모올을 설립한 조영길 대표는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
에서 대기업을 그만두게 된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전문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회사
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쟁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래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게 되었고 
2003년 레노보의 폴더형 휴대폰 디자인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중국 현지 사무실을 오픈하고 중국 기업
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한다.12)

한편, 1990년대 초반에는 시디롬 타이틀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어 종래의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서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젊은 디자이너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미지드롬이나 토마토미디어와 같은 1세대 디지털 디자인전문회사들이었다. 

웹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FID나 이모션과 같은 웹 에이전시의 경우,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하여 1990년대 후
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속도로 놀라운 규모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벤처기업 거품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1) 윤종연, 「212 디자인 은병수 ‘산업디자인 왕국’ 개척 나의 몫」,매일경제, 1996년 7월 12일 자.
12)「디자인 컨설팅으로 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한 디자인모올」, 월간 『디자인』, 20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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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치 드라마와도 같았던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업계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바이
널이나 뉴틸리티, 그리고 뉴틸리티를 전신으로 해서 만들어진 디스트릭트와 같은 회사들은 디지털 환경의 다
양성과 테크놀러지의 변화 방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하고 전문화시켜나갔
다.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디지털 디자인전문회사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덕
분에 국내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디자인과 서비스/경험 디자인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방법론과 시스템
을 갖추고 디자인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수출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디자인 진흥 정책은 KIDP 설립을 계기
로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동안 국
내 디자인전문회사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며 국제 경쟁력을 키워왔
다. 앞으로도 디자인 산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져 한국 디자인이 보다 큰 결
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 

강현주 ·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와 스웨덴 콘스트팍(Konstfack)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CI 전문회사인 올커뮤니케이션에서 일했다. 현재 인
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디자인사 연구』, 『한국디자인사 수첩: 한국의 폴 랜드, 조영제를 인터뷰
하다』,『바우하우스』(공저)가 있다. 논문으로는 「세대 변천과 기업 디자인의 변화」, 「한홍택 디자인의 특징과 의미」, 「김교
만과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  「88서울올림픽에서 조영제의 역할과 영향」, 「안상수가 한국 그래픽 디자인 문화생태계에 
미친 영향」, 「정시화의 디자인 저술에 나타난 서구 디자인사의 영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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