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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 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머리말

1년간에 걸친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이란 

세월이 어느덧 훌적 흘러 이세 연구 결과를 정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쉬음을 남긴 채 연구 결과를 정리 

하데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음과 한께 IMF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어려음을 겪었습니다 연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도산이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겨우가 많았으며 작고한 디자인계의 원로들이 늘어나 연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서신을 띄우고 접촉을 해 본 결과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든 회사 역사에 관한 자 

료든 정리가 잘 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사관이 뚜렷한 사람일 

수록 그러한 기업일수록 관리가 잘 되있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의 지나간 흔적들을 체계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일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많은 격려와 흔쾌히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우 

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문조사와 활동한 실적들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계획했던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여 빠진 경우도 있으며 연구의 객관성의 결여로 삽입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 

한 문제는 추후 자료를 보완할 때 반드시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오랜 기간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묵묵하게 디자인계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오히려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연구 내 

내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히였으며 사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며 연구에 임했습니다

만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본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의 디자인사를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나와 보다 

알찬 연구의 결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 망해 봅니다

다시한번 본 연구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0월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총괄책임자

박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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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디자인의 연구 시기를 개화기에서 1980년대까지로 설정하였다 디자인의 역사는 그 개념규정에 

따라 출발시점이 날라질 것이다 디자인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개념설정 

은 역사의 시기적 범위뿐만 아니라 그 범주에까지 영향을 니친다 광의의 디자인에는 시각예술 전체가 다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디자인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디자인의 '그리다, '계획하다'라는 원뜻에 충실 

한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순수미술이 아닌 '쓰임새가 많은, 활용가치가 높은 미술 의 개념에서 가장 큰 범위는 일반적 

으로 서양 디자인사에 포함되는 범위, 화폐와 초기문자 둥에서 필사본 인쇄 포스터 둥 현재의 디자인 범위에 속하는 

분야의 시각물들이 들어간다

이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활판인쇄가 발명된 이후의 타이포그래피 개발로부터 디자인이 출발되었다고 보는 견해 

가 있다. 이는 타이포그래피 활판인쇄, 편집 둥이 포함된다. 서양 디자인사에는 이 분야들이 본격적인 시각디자인의 출 

발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사의 출발을 서구적인 매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개화기에 인쇄소의 

설치와 신문 도서의 출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에 적합한 외형의 고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제품 

생산에 비중을 둔 것으로 서양에서는 활판인쇄의 시작과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개 

화와 함께 서양의 생산시설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쇄와 제품생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 디자인사의 기점으로 위의 기준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제품의 대량생산과 소비, 광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앞의 시기와 비교할 때 훨씬 산업이 대규모화되고 일반시민이 

보다 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차츰 본격적인 전문 디자인 영역이 생겨나면서 디자인의 효용성에 대해 크게 인 

식하기 시작한 시기를 디자인의 출발로 보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품과 광고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디자인의 전 분야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역사를 다룬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초창기로부터 출발해야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인정 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보면 각각의 범위에 장단점이 있고 디자인의 개념과 상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 

서는 이 가운데에 어떤 하나만을 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서양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산업화의 발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의 기준들 가운데 산업화 이후의 시기는 너무 짧게 나누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한국 디자인사 

의 출발시기를 개화기로 잡은 것은 디자인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개념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개화기는 현재의 디자인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들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근대적인 활판인쇄술이 도입되고 신 

문이 간행되며 서양식 도서가 발행되면서 인쇄술과 활자개발. 광고업이 활발해지게 된다 물론 이들 분야에서 서양과 

일본의 영향이 컸고 비중도 컸지만 이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찾아불 수 없는 양상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도안이나 도 

안을 전공한 한국인들이 생겨나면서 디자인 전문인력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대학에서 공예, 도안 둥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본격적인 디자인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시 

기를 근대적인 디자인 활동의 초기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화기의 활동이 우리 디자인사에서 초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증명해 줄 자료는 

그 동안 도외시되었다 공예에 대한 사료가 몇 가지 있지는 하지만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후의 자료 역시 그 보존에 있어서 관심이 적었다 한국 디자인의 활동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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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발굴 보존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사료라고 하면 우선 매체에 의한 인쇄물을 비롯하여 생산된 제품 공연에 사용된 무대디자인 등과 같은 1차 

자료가 가장 주된 수집대상이다 여기에 이들 디자인불과 전시 제작에 관한 기록 그리고 비평가들의 평분 둥이 포함된 

다 이는 한곡의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위해 직접 

자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로버트 V. 다니엘스,『역사학 입문」, 정경현 역 지식산 

업사； 1997, p. 91.）

이들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디자인을 활성시키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정체성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면 될 수록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위의 기본적인 사료들을 통한 다양한 시각의 연 

구가 보다 정확하고 총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인데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검색일 것이다 인터넷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의 제 

약이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 디자인사의 사료를 데이타 베이스화（Date Base：DB）를 목적으로 한다 개화기에서 1980년 

대까지의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 기업, 기관 관련산업 둥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한국의 디자인 역사에 대한 완결된 정리라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연구들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방법상에서 특이한 형태를 취한다 통상적인 역사연구와는 달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사료 

를 종합하여 이를 간략히 종합하고 그 문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한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점에서 현실적인 제 

약을 반영한다

첫째는 한번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사 

료의 발굴이다. 사료발굴은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사전준비의 의미가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에 소요되 

는 시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료의 확보와 함께 역사 전체를 연결시켜 통사를 기술하기에는 1년이 라는 시간과 몇 명의 연구인력이라 

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이 사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D園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까지 해야 하기 

에 연구의 부담이 배가 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 

문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넷째, 이러한 제약 안에서 도출 가능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처럼 사료의 새로운 발굴과 기존 사료의 오류를 바로 

잡아 각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이를 웹사이트로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료가 발굴된다면 이 두 가지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점차 본격적이고 전 

체적인 역사연구가 형성될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자인사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본 연구팀이 현재 

의 상태에서 설문조사와 연구기준을 가지고 설정된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주길 바란다. 대표성있는 분들임 

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사하여 빠진 경우도 있으며 본의 아니게 누락된 자료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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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필요성

1. 연구목적

한국에서 디자인이 시작된 지 벌써 몇 세대가 지났고 그 활동결과의 축적물도 이미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외적인 

팽창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의 근본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도외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중심적인 디자인 교육으로 치우치게 되어 우리의 디자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함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조차 한국의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디자인계의 근본적인 발전의 토대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서양과는 

다른 역사와 전통에 서양의 발전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토양의 불일치에 의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서양에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서는 그동안의 우리 디자인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한국 디자인사의 연구이다.

역사연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점검하여 보다 나은 발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디자인을 통 

해 현상황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현재적 상황이란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의 결 

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건 과거의 사건들이 빚어낸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독특한 역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과거에 시시각각으로 일 

어난 독특한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 독특한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로버트 V. 다니엘스, 앞의 책, p. 

11）라는 글은 '역사의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비롯하여 기관의 진 

흥정책, 교육방법, 기업과 일반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거나 어떤 결정을 하 

게될 때에 그에 대한 해결과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 파악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정체성의 파악은 바로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생성 

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서양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과도 다른 현실에서 외국의 디자인 

을 여과없이 그대로 차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는 앞 세대의 디자인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바로 한국인에게 가장 정확하게 호소할 수 있는 경향을 의미하며 또한 한국의 독특한 디 

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함을 뜻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재산 

이며 보고（寶庫）이므로 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장점을 살릴 때 한국 디자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의 디자인에 우 

리가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인 대규모 디자인 행사개최를 앞두고 있다. 2000년 ICOGRADA 서울대회와 20이년 ICSID 총회,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은 우리의 디자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가능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각예술의 뿌리에 근거 

한 디자인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큰 관심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외국 

디자인계에서도 흥미를 가질 만한 분야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앞으로 우리문화를 홍보할 때에 과거 선조들 

의 유물만이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역사 깊은 문화를 과시하는 동시에 현재의 발전된 

모습도 보여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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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사료수집

우리의 디자인사는 언제가는 고대에서부터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류를 찾아야 하기 때 

문이다 기존의 순수미술과 공예 중심의 미술사를 디자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가운데에서 간과되었던 부분들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디자인의 초기 발생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의 

확보이다 이는 서구적인 매체를 통한 디자인 활동을 전통적인 디자인과 연결시키는 시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간략한 기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과 기업, 기관 등에 대 

한 상세한 자료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그 디자인물에 대한 연구 역시 별로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이에 대 

한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관련자료의 수집이다. 디자인 활동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물과 그에 대한 정확한 

문헌 등이 뒷받침되는 한에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초창기를 개척한 원로들이 점차 

역사에 묻혀가는 상황에서 관련 사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 

국 디자인계의 원로 가운데 한 분인 이순석이 1986년 작고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와 한홍택, 신동우, 최연호, 한창기, 

김영주, 김교만 등이 연이어 작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의 수집과 확인을 방치할 경우 자료들이 훼손되거나 분 

실됨으로써 다시는 우리의 디자인을 연구할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초창기 개척자들이 생존해 있 

을 때 사료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제작자, 제작년도, 제작의도 등을 분명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 사료 DB화

한국의 디자인사에 관련된 자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으나 주로 디자인사 전문연구, 학위논문 준비, 저 

널의 기사작성, 디자인 관련 전시준비, 대학의 한국 디자인사 강의준비, 디자이너, 디자인 관련 연구, 한국 디자인의 홍 

보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검토해야 

하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한국 디자인사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떻게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예를 들면 개화기에서 현재까지의 타이포그래피에 관해 조사하기 위하여 타이포그래퍼들의 활동을 조사 

하려고 해도 이들에 관한 자료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종 잡지와 도서, 논문을 검색해야 하는데 단지 디자인 

관련 자료만이 아니라, 언론 및 출판, 인쇄, 북한관련 서적 등 예상치 못한 분야에 자료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디자인사를 위해서 현재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연구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처럼 자 

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더욱 연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 

이다. 더구나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 자료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 

다 한 곳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있다. 개인이 도서관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책을 

한권한권 뒤져야 찾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자료를 통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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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시각을 시각과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번의 조사로 모든 자료를 발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1년 동안 계획하고 수집하여 이를 정리하고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 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다. 데이타 베이스를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up-date해야 함은 물론이고 누락되거나 새로 발굴된 데이타를 끊임없이 입력하는 시스템 

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를 위한 연구는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여 한 곳에서 모아놓고, 이 가 

운데 상이한 기록을 바로잡아 널리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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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표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과 자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의 세 

부목표는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설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목표는 한국 디자인 관련 사료를 가능한 한 폭 넓게 발굴 • 수집한다.

둘째는 사료의 정확성을 기한다.

셋째는 자료의 활용성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방법을 고안한다.

1. 자료의 발굴 • 수집

디자인 사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의 검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에서는 디자인 분야는 

물론이고 그 주변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먼저 디자인 분야에서는 현재의 디자인 분 

류체계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범위를 설정하였고 그 외에 초창기의 제한된 디자인 활동과 미분류된 영역에 대해서도 자 

료를 조사하였다.

디자인이 산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하는 특성에 따라 우리의 근대화 초기에는 현재와 비교하면 그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비교적 눈에 띄는 활동은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활자개발 표지디자 

인, 인쇄 등이었다. 디자인 주변 활동 가운데에는 인쇄소와 인쇄프로세스, 제지사■, 디자인 재료 등의 분야 및 협회와 학 

회, 교육기관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 주변활동은 실제로 디자인을 생산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디자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시의 디 

자인물의 양적이고 질적인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해당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를 함께 조사 

시킴으로써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디자인의 발전을 고찰하고자 했다. 실제로 시각디자인의 경우는 인쇄 

나 디자인 재료, 인쇄 프로세스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의 성격상 그 자료가 개화기에서 현재까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초기 신문에서부터 현재 각 

종 출판물과 잡지를 폭 넓게 검색해야 했다. 초창기 신문의 기사를 검색해 당시의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기사와 디자 

인을 찾아내어 자료를 확보했다.

2. 자료의 정확성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료의 정확성이다. 역사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할 것이지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현재의 자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서로 틀리는 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과거의 사 

실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불과 6 • 70년전의 인물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해방 전후에 활동했던 자모 조각가인 박경서의 출생연도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에 대 

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체의 경우에도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아주 단편적인 사항들만이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활동을 조사하기 어려웠다. 현재 남아 있다고 해도 과거에 대한 

기록이 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6 • 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기록들이 소실된 경우도 있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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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과거활동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남아 있는 기록 자체 

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자료의 상위점에 대한 두번째 이유는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대단히 많다 실제로 디 

자이너들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는 잡지기사였다. 물론 다른 문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 

에 있어서 잡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이 잡지들에 게재된 기사들에서 연도와 명칭이 서로 다르게 기 

록된 예가 많았다. 심지어 같은 잡지에서 거듭 다루었던 인물의 경우에도 각각의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기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이럴 경우 다행히 디자이너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연구의 충실 

도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각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행해진다면 이에 대한 보 

다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오랜 시간과 집중적인 노 

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 둘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제한된 

기간에 많은 대상에 대해 DB화 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심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본 연구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후속연구 

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 

료를 통해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료를 바로 잡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이 참고한 1차문헌에 의해 2차연구의 오기（誤記）를 바로 잡 

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잘못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한국 디자인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없었 

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디자인사를 연구하면서 참고해야할 자료는 디자인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검토하 

는 자료의 범위가 좁을 때에는 자칫 잘못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디자인의 주변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서 보다 정확한 사실이 도출될 것인데 그동안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3. 자료활용의 효율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게 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 

는 데에 있다 이 가운데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후자라고 판단된다. 물론 한번도 전체를 개괄하는 연구가 없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개 

괄적 서술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먼저 개괄을 위해서는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연 

구 없이는 그 흐름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개별적 대상들에 관한 주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 

별적 대상들 간의 간격을 매꾸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단 한번에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 

을 통해 점차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개별대상들에 관한 연구가 일정 수준 

에 도달해야 개괄적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개괄적 연구와 평가는 당분간 미루어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체계적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밟아야 할 수순은 먼저 개별대상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연구가 현시점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연구는 비록 전반적인 흐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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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개괄적인 연구에 비하여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디자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충실히 정리한다면 이러한 개별적인 자료를 통해 그 윤곽을 파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의 근대 미술사에 관한 연구도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서술방법은 미술가 개인에 관한 

연구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역시 일천한 역사연구 상황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한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도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물들이 축적된다면 서양 디자인사처럼 종합적 

이고 개괄적인 연구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막 출발점을 지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서 가장 큰 의미는 앞으로의 연구의 참고자료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디자인사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개별 디자이너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디자이너의 연대 

기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그 작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개인적인 활동 

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여 그 의의를 평가해야 하고 정신분석, 기호학, 기타 활동 분야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 

야 할 광고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그 공과（功過）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물론 디자인계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역사학 미술사학, 디자인 비평 전공자 

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게 대별하면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눌 수 있다 학문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자인사 연구를 꼭 디자인계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기 

호학 등에서 시각디자인 작품을 연구할 수도 있고 역사학에서 디자인을 통해 시대상황을 연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분야에서 디자인을 연구하기에는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료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디자인계 종사자나 다른 분야의 종사자 

들에게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는 원하는 종류의 자료의 성격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활 

동주체를 인물과 기업 그리고 각종 단체로 크게 나누고 그 아래에 디자인을 분야별로 나열하여 전체의 구조를 알기 쉽 

게 배려하였다. 책을 한 장씩 넘겨가며 찾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렇게 분류별로 자료를 찾는 방식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관한 자료를 한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적기술에서는 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여러 시대에 나누어져 분산되기 때문에 한 대상에 관한 자료를 여 

러 곳에서 찾아 이를 취합하여야 하며 이 때에 자료들간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이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는 정확하게 상세한 색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가 택한 자료분류 방법은 자료검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대상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수 있 

다. 예컨대 이순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한곳에 모아 두었다. 인물사진과 약력, 활동내용, 작품사진, 참고문헌 등을 한번 

에 확인할 수 있다. 이순석이 처음 교육받은 시절에서 마지막 활동에 이르는 관련자료를 별도로 찾는 수고를 없앴다. 

만약 그가 조직했던 대한산업미술가협회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경우도 대한산업미술가협회를 찾음으로써 그 협 

회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다.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목차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목차 

역시 분류에 따라 배열되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그 검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치 여러 분야의 대상들에 관한 자료를 하나 

로 묶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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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내용

1. 연구범위

7 卜. 연구대상 기간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범위를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연구의 •범위는 바로 한국 근대 디자인의 시점과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시각예술 활동과 구별되는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디자인의 의미에 부합되느냐를 판단하였다. 물론 우리의 미술사를 디자인의 시각에서 정리하는 

일이 언제가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하여 이번 연구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보다 근대(modem) 디자인에 부합하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 디자인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디자인이 서구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과 활동에 도달한 때를 시점으로 삼기는 어려웠다. 절대적 기준을 

서구로 상정할 경우에는 결코 동일한 정도와 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디자인은 그 역사가 산업생 

산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전개되었고 역사적으로도 비교적 길다. 그에 비하여 한국의 산업화는 너무나 짧고 아직고 산 

업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디자인 역시 단순하게 조건들을 나열하여 그에 맞추기에는 불가능하였 

다

한국의 근대에 있어서 산업화보다도 더 큰 기준은 서구화의 시작, 즉 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와 더불어 대 

중을 상대로 한 매체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매체들이 전통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활자매체와 포스터 

등이 서양으로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산업화가 서구에 비하여 미약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한국인의 기업활동이 제한받기는 했지만 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광고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사회와는 획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활동은 서양이나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고 그 수준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화의 시점보다 더 뚜렷한 차별성은 없을 것이다.

근대디자인의 시점을 개화기로 상정한 다음에는 현대의 어느 시기까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되었다. 여기 

에서 고려했던 점은 본 연구의 근본적인 근거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디자인사를 정리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이 

다 그 근거는 우리의 디자인의 수준이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으로 큰 도약을 하였고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림픽 

이라는 대규모의 국제적 행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코트와 앰블럼, 포스터 

등을 비롯하여 실제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에 요구되었던 각종 디자인들이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우리의 디자인에 대한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 

다 올림픽에는 기념품을 비롯하여 환경 조형물, 사인보드, 휘장 등을 비롯하여 전시관 디스플레이 등 대형 수주를 경험 

하면서 우리 디자이너들의 경험과 안목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광고대행사들이 국제적인 광고상을 수상하면서 점차 그 역략이 강화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면서 우리도 세 

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의 대형 광고대행사들의 광고들이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에 진 

출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 광고사들이 주시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디지인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모든 부문에 파급되어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디자인 양성면에서도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2년제 전문대학에 디자인과가 신설되어 그 양과 질에서 과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이 있었다. 또한 국내의 언론사나 기업체에서 국내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한 지 오래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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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튼튼해 지는가 하면 국제적인 성격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외국에 출판물을 수출한 지도 오래될 정 

도가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양과 질의 수준향상의 기점은 올림픽이 열렸던 1980년대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인물과 단체의 활동범위의 상한선을 199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 디자인이 더욱 발전 

해 가고 있으나 역사연구의 속성상 현재의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두고 최근의 디자인 가운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역시 1980년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범위에는 개화기의 활동과 같이 우리나라 근대 디자인의 초창기를 개척한 시기를 비롯하여 해방후 본격적 

인 디자인 인원을 양성하기 시작한 정초（定礎）의 시기, 정부와 기업체에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의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통해 도약을 하게 된 시기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디자인 

의 발전과정을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점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초기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개화기의 활동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정당 

한 자리매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분야가 보다 화려하게 평가되기를 바라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토 

대를 두어야 한다. 우리의 디자인이 초기부터 수준높게 평가되기를 기대하여 초보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었던 

과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자 한다면 역사발전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서양의 경우에도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전문직으로서의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기 이전에도 많은 활동이 있 

었으며 그들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그대로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양 디자인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낸 디자이너들도 많으며 특히 근대 디자인 

의 초기활동에서는 미술가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실제 활동에 주목하지 그들의 교육적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개화기에 활동한 디자인 종사자들의 경우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교육배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어 

렵다. 대신에 그들이 작업장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들에 의해 실제 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고 접하고 디자인계에 종사를 결정한 우리의 초기 디자인 

전공자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초기의 활동은 그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을 반영 

함으로써 다른 어떤 시기의 훌륭한 디자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초기의 디자인 전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러한 전개가 그 

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약 잘못된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한국 대중들의 공통적인 정서와 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의 어떤 

예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의 디자인으로부터 차별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재산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연구대상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100년간

2）1880년대는 개화기로서 서구의 문물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유입되던 시기

3）1980년대는 연이은 국제적인 행사개최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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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상의 범주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결과물 활용의 효용성을 위해 개별대상들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 

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들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디자인이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주변여건이 관여하게 된다. 디자 

인물이 그 열매라고 한다면 그를 행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그들이 몸담고 활동하게 되 

는 기업체가 있다. 디자이너와 기업체는 두 가지의 중요한 활동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개인적인 작업보다는 집단 

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주체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많은 사회적 뒷 

받침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며, 디자이너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고 기업들의 디자인 행위를 지원하는 진흥기관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진흥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정책적인 힘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인의 환경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초기 디자인 행위에서 언론사 특히 신문사들의 영향은 매우 컸다. 먼저 신문인쇄와 관련하여 활자를 개 

발하였으며, 광고사업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특히 인쇄는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인쇄기의 도입과 개발은 디자인의 새로운 기법을 가능하게 했다.

협회는 디자이너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협휘전을 통해 사회에 진출해서도 계 

속 그들의 창작수준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통해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음으로써 보다 향상된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디자이너들의 입장을 표출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공모전은 현역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향상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의 발전을 꾀하고 사회에 저 

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심사를 통한 우수작품의 선정과 그에 대한 시상은 전반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수준이 디자인계 전반에서 고루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이너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또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상업지향적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다.

디자인과 관련된 주변의 활동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 서적의 출판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적 소양을 쌓게 하는가 하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좋은 디자인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한 

다. 이는 잡지도 마찬가지여서 디자인 전문 잡지등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디자인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 

다 큰 시야에서 디자이너 자신들의 활동을 고찰할 수 있게 한다.

관련산업은 디자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시대에 따라 디자인의 방법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과거의 방법에 비해 현저하게 발전된 재료들을 통해 보다 고급의 작품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디자인의 효과와 효율 

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는 인쇄, 인쇄 프로세스, 제지, 디자인 재료 등이 포함된다. 인쇄는 특히 우리의 초기 디자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개화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가 신문과 잡지 등의 발행이었는데 인쇄의 수 

준과 그 디자인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인쇄기 등은 인쇄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인쇄소는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양의 

경우에도 인쇄기술과 인쇄기기는 연관시켜 기술되고 있다. 인쇄프로세스 역시 인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아무리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해도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디자인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디자인을 손으로 작업하던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서양과 우리의 인쇄수준 차이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 

로 인쇄에 사용되는 인쇄지질의 차이이다. 또한 인쇄를 하는 종이에 따라 인쇄기술이 발휘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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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쇄와 관련된 주변상황은 단지 인쇄와 관련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항은 디자인 재료들 예컨대 그림을 그리는 데에 필요한 불감에도 적용된다 그림물감 둥의 디자인 재료 

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이상의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은 우리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히면 단 

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을 가지고 디자인을 평가할 때에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과거의 디자인을 기술 

（記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적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과거의 여 

건을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관련산업의 성장은 디자인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해 서로 묶어 놓았다

1）인물: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상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 의상디자인, 이론 • 평론 분야의 약 ni게

2）기관: 진흥기관, 교육기관, 언론사기관 등 22개

3）기업체: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의상디자인 분야의 45개

4）기타: 협회 공모전 디자인출판, 이벤트 관련산업 분야의 慶개

5）부록: 100년간의 디자인사 연표

2.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인물과 단체 둥의 활동을 조사하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 

하는 과정이 핀요하였다 선정기준은 먼저 활동을 중시하였다 인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역사성과 전문성 대표성 

한국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디자이너는 한국의 디자인의 발전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인불 

이어야 한다 두번째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의 경향을 대표할 만한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이와는 달리 비록 디자인의 주 

된 경향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형성한 인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디자인의 새로 

운 분야를 개척한 경우도 큰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았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외국에서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고 돌아와 실무에서 이를 발휘했을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디자인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양과 다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발전된 수준을 목 

표로 하여 끊임없이 그에 가까와지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의 전문화와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향상과 여건게선을 위해 노력한 디자이너들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였던 경우에 해당된다. 개화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거나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경우로 개화기에서 해방후까지에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물을 발굴히려고 노력했다.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름과 

활동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료의 보존이 시급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인물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경우는 연구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시장의 원리 

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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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활동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은 한 인물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세번째 기준인 독특한 디자인의 경우는 형태면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거나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새로운 발명 

이 첨가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네번째 새로운 분야의 개척은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했다. 외국처럼 디자인 운동을 개척한 인물들을 강조할 

수는 없었다. 비록 외국에서 이미 시도된 방법이나 개척된 분야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였거나 본격화 

또는 일반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까지 행해지지 못했던 방법 

을 외국에서 직접 습득하여 도입하였거나 한국이라는 여건에 이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어 

진 여건을 개선하여 새로운 분야가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개척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디자인의 발전에의 기여도

(2)활발한 작품활동

(3)독창적인 디자인

(4)개척자적인 활동

기업체의 경우는 주로 활동내용이 한국의 디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선도적인 활동을 벌인 기업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분야의 디자인의 효시를 이룬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역사가 깊은 기업체들이 주로 

포함되었고 비록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해도 본 연구의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26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3. 연구대상

인물

내용: 인물사진, 약력, 주요작품, 저서, 수상실적, 디자인어록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이병현（李秉理:1911〜1950）： 산업미술가협회전 참여, 최초로 서울대 휘장 디자인 

한홍택（韓弘澤：1916〜1994）： 동경도안전문학교 졸업, 산업미술가협회 결성

김교만（金敎滿:1928〜 1998）： 전 서울대 교수,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래픽 디자이너 

이근배（李根倍：1928〜）: 전 서일전문대학장, 산업미술가협회 고문

박선의（朴善義:1928〜）: 홍익대학교 교수, 산업미술가협회 고문

타입페이스 디자인

이원모（李源模）: 동아일보 서체디자인 공모 당선

박경서（朴慶緖:?〜1965）： 천재적인 활자자모 조각가

최정호（崔植浩：1916〜1988）： 한글서체 대부분을 개발한 최고의 서체디자이너 

최정순（崔貞淳：1917〜）: 최정호와 쌍벽을 이룬 국내 최고의 신문서체디자이너 

김진평（1949〜1998）： 활자및 서체이론 그리고 타입페이스 디자인의 선구자 

안상수（安尙秀：1952〜）: 디지탈형 폰트 （탈네모틀 글자） 개발의 선구자

일러스트레이션

김영주（金榮注：1919〜1998）： 삽화가, 초대 한국출판미술가협회 회장

이순재（1920〜）: 원로 삽화가

전성보（1927〜）: 원로 삽화가

홍성찬（1929〜）: 원로 삽화가

김광배（1933〜）: 원로 삽화가

이우경（1%1〜）: 원로 삽화가

김공웅（1942〜）: 국내 최고의 에어 브러쉬 테크니션 및 일러스트레이터

이복식（1弘7〜）: 제품용 캐릭터 개발의 선구자

편집디자인

이상철（李祥詩:1944〜）: 국내 최초로 편집디자인에 그리드 시스템 운용, 아트디렉터

김형윤（1946〜）: 국내 초기 편집디자인 정착에 기여한 편집인겸 디자이너

정병규（1弘6〜）: 북디자인이란 명칭을 정착시킨 중견 출판디자이너

아이덴티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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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趙英濟:1935〜）: 서울대 교수, 0B맥주로 국내 최초의 본격 CI 제작, 국내 최초의 CI전 개최

박재진（朴在進：1940〜）: 서린호텔에 국내 최초의 CI 적용. 도미

권명광（權明光：1942〜）: 홍익대 교수, 쌍용그룹으로 국내 최초의 그룹 CI 제작

김현（金炫：1949〜）: CI 전문회사 디자인 파크 운영,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제작

포장디자인

김광현（金光顯:1935〜）: 교육가 겸 중견 패키지 전공 디자이너

장윤호（張閏昊：1943〜）: 국내기업 최초의 포장디자인 부서인 전 해태 디자인실 실장

선정근（宣定根:1946〜）: 국내 중견 전문 포장디자이너

신정필（1946〜）: 국내 중견 전문 포장디자이너

광고디자인

신성완（1948〜）: 중견 광고인

김동선（金東先）: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 소장

이관구: 원로 광고인

표지 디자인

이승만（李承萬:1903〜1975）： 광복전 삽화계 삼천왕 중 한 명, 신문과 단행본 표지디자인 다수

정현웅（鄭玄雄：1910〜1976）： 좌파미술가로 당대 최고의 표지디자이너

김환기（金煥基:1913〜 1974）： 근대미술가로 다수의 책표지 디자인

조병덕（趙炳惠：1916〜）: 산업미술가협회 창립회원, 책표지 및 삽화 다수 제작

산업디자인

가전제품

박대순（1929〜）: 원로 교육가 겸 디자이너

박용귀（朴容貴：1933〜）: 국내 최초로 진공관 라디오 'A-501' 디자인

김철호（1947〜）: 국내 최초의 그룹디자인 연구소 소장

운송기기

박종서（1947〜）: 국내 최고의 자동차디자이너 겸 현대자동차연구소 소장

일반용품

김영세: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중견 제품디자이너

조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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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홍（閔詩弘：1933〜）: 교육가 겸 원로 디자이너, 서울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명예교수 

부수언（1938〜）: 교육가 겸 중견 디자이너

공예디자인

금속공예

김정섭（金鼎燮：1899〜1988）： 중요무형문화재 제 35호 조각장（彫刻匠） 기능보유자 

이학응（李鶴應：1900〜1988）： 중요무형문화재 제 78호 입사장（入絲匠） 기능보유자 

김근수（金根洙：1916〜?）: 중요무형문화재 제 77호 유기장（鑰器匠） 기능보유자

도자공예

김재석（金在爽：1916〜）: 전 이대 교수. 원로 도예가

황종구（黃鍾九：1919〜?）: 전 이화여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원대정（元大正:1920〜）: 전 홍익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권순형（權純亨：1929〜） : 전 서울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황종례（黃宗禮:1927〜）: 전 국민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목공예

박성삼（朴星三：1907〜1989）： 국전 특선 및 심사위원

백태원（白泰元:1923〜）: 전 중앙대 공예과 교수

임홍순（任洪淳：1925〜） : 전 이화여대 자수과 교수

김성수（金性洙：1985〜）: 중앙대 공예과 교수

칠공예

전성규（全成圭：1880〜1940）： 1925년 파리 세계장식미술전람회 동상 수상, 나전실업소 설립

임숙재（任埼宰：1899〜1937）： 국내 최초의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공예가

김진갑（金鎭甲:1900〜1970）： 이왕가미술품제작소 졸업, 선전（鮮展）과 국전에서 심사위원 역임

김봉룡（金奉龍：1902〜1994）：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철칠기장, 1925년 파리세계장식미술전서 은상수상

장기명（張基命:1903〜1964）： 이왕가미술품제작소 졸업 선전과 국전에서 활동

강창원（姜菖園：1906〜1977）： 동경미술학교 졸업, 건칠공예 전공

석공예

이순석（李順石:1905〜1986）： 전 서울대 교수,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국내 최초로 디자인 용어 사용

자수 및 염색공예

장선회（張善禧：1893〜1970）： 자수연구가, 경성여자기예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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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열（劉康烈：1920〜1976）： 전 홍익대 공예디자인과 판화담당 교수

배만실（襲滿實：1923〜）: 전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의상담당 교수

백태호（白泰昊：1925〜）: 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염색담당 교수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김중업（金重業:1922〜1988）： 르 꼬르뷔지에에게 사사받은 작고한 원로 건축가

김수근（金壽根:1931 〜 1986）： 작고한 원로 건축가

인테리어디자인

조성 열 （趙聖烈 ：1936〜）: 실내건축디자이너,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창립동인, 큐빅 디자인연구소 소장 

문신규（文信圭：1938〜）: 국내 최초 인테리어 전문잡지〈꾸밈〉발간,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창립동인 

장충섭（1939〜）: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손석진（1弥）〜）: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이창근（1943〜）: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오의조（1944〜）: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환경디자인

한도룡（韓道龍：1933〜）: 국내외 다수의 박람회 전시 디자인 작업

김경영（1948〜）: 국내 중견 환경연구소인 라미 환경미술연구소 운영

무대디자인

김복진（金復鎭：1901〜1940）： 근대조각가, 토월회에서 무대디자인 활동

김정환（金貞桓:1912〜1973）： 토월회에서 무대디자이너로 활동

최연호（崔衍昊：1931〜1996）： 최근 작고한 국내 최고의 무대디자이너

원우전（元雨田）: 1902년 설립된 원각사（圓覺社）의 무대디자이너

장종선（張鍾宣）: 동경제국미술학교 졸업, 해방후 활약했던 무대디자이너

미니어쳐

기홍성: 국내 최초의 모형제작사 회장 및 모형 전문디자이너

영상디자인

CF

문달부（文達富：1930〜）: 국내 최초로 광고에 캐릭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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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태（尹錫泰:1938〜）: 세종문화 경영, 한국광고의 기반조성에 기여

애니메이션

신동헌（申東憲:1927〜）: 진로소주 CF를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신동우（申東雨:1937〜1995）： 국내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홍길동〉제작

신능파（申能派:1936〜）: 넬슨신, 애니메이션 전문지〈애니메이툰〉발행인

의상디자인

서양의상

최경자（崔敬子:19n〜）: 1938년 국내 최초의 양재학원인 함흥양재학원을 설립한 최초의 패션디자이너

진태옥（19必〜）: 중견 패션 디자이너

이신우（李信雨:1941〜）: 중견 패션 디자이너

한국의상

이리자（李利子:1935〜）: 중견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세계 패션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한복디자이너

석주선（石宙善:19n〜1996）： 작고한 궁중복식의 대가,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설립

이론 평론

이론

신인섭（申寅燮：1929〜）: 원로 광고인, 현 한국광고연구원 고문

임영주（林永周：1%3〜）: 국내 최초로 한국 문양자료를 집대성한 문양 및 공예이론가

평론

이경성（李慶成:1919〜）: 원로 평론, 국내 최초로 디자인 분야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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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조흥은행(1897)： 각종 포스터를 비롯한 홍보물

진로소주(1924)： 광복 전부터 변해 온 진로소주 라벨

유한양행(1926)： 각종 포스터 및 전단지 등과 같은 홍보물

신세계백 화점 (1930)： 미쓰코시 백화점으로부터 제작된 각종 홍보물

OB맥주(1952)： 광복 전부터 변해온 맥주 라벨

포장디자인

태평양화학(1932)： 화장품 캠페인 포스터

서울우유(1937)： 국내 최초의 유제품 포장디자인

해태제과(1945)： 국내 최초의 포장디자인실 포장디자인

럭키화학(1%7)： 국내 최초의 치약, 비누 포장디자인

애경(1954)： 주방세제의 대명사인 애경 트리오 포장디자인

삼양라면(1961)： 국내 최초의 라면 포장디자인

농심라면(1965)： 국내 최고 생산량의 라면포장디자인

롯데제과(1967)： 국내 제과류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두산그룹(1896)：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삼성그룹(1938)：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쌍용그룹(1939)： 한국적 이미지 광고디자인

대우그룹(1967)： 해외광고 및 시리즈 광고디자인

SK그룹(1969)：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광고대행사

에드코리아(1958〜?): 625사변 이후 활동이 활발했던 광고대행사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1967〜1979)：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전문 광고기획실

만보사(1969〜1975)： 광복 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본격 광고대행사

오리콤(1967)： 합동광고와 만보사와의 합병으로 탄생

제일기획(1973)：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국내 최초의 그룹 자회사 광고대행사

연합광고(1974)： 후에 MBC 애드컴으로 변화

32



.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LG전자(1958)： 국내 최초의 가전 전문생산업체

삼성전자(1969)： 국내 중견 가전 전문생산업체

대우전자(1971)： 국내 중견 가전 전문생산업체

운송기기디자인

기아자동차(1944)： 광복후 최초로 설립된 국내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현대자동차(1946)：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하동환자동차(1955)：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신진자동차(1955)：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대우자동차(1978)： 국내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가구디자인

한국가구(1965)： 국내 중견 가구사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보르네오(1966)： 국내 중견 가구회人卜

한샘(1970)： 국내 중견 가구회사

동서가구(1973)： 국내 중견 가구회사

윤씨농방(1976)： 전통 목가구를 생산하는 가구회사

공예디자인

산업도자

밀양자기(1941)：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기회사 

행남자기(1%2)：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한국도자기(1%3)：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요업개발(1970)：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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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진홍기관

한국공예시범소(1957)： 노만 디 한(Nmnan R. De Hann)이 설립한 국내 최초 제품디자인 지원기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6)： 서울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 디자인연구기관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1997) : 한국공예기술연구소(1965), 한국디자인센터 (1969), 

한국수출디자인센터 (1969)： 수출을 주도하기 위해 세워진 디자인진흥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0)：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의 전신으로 수출상품의 포장에 주력했던 기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991)： 위 기관들을 통합 또는 계승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진흥기관

교육기관

관립공업전습소(1907) : 염직, 도기, 금공, 목공, 응용화학, 토목 6개과 개설

한성미술품제작소(1908)： 금공, 염직, 제묵(製墨), 칠공, 도자부 개설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1917)： 목공, 철공, 석장, 식공, 등공, 사진, 인쇄과 개설

나전실업소(1927)： 나전칠기 공예가 전성규가 서울에서 설립한 양성소

태천칠공예소(1937)： 평안북도 태천에 설립된 나전칠기 학교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1945)： 서양화 전공, 동양화 전공, 자수 전공 개설, 1년 후에 도안전공 개설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학과(1弘6):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각과, 도안과 개설. 국립대학으로 많은 인재배출 

홍익대 미술과(1950)： 초급대학부 안에 미술과 설치. 사학의 명문으로 수많은 인재배출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초기부터 디자인 및 공예과 개설. 많은 인재 배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초기부터 디자인 및 공예과 개설. 많은 인재 배출

언론사

조선일보(1920)： 고짓구체 등 신문 활자체 개발

동아일보(1920)： 이원모체 등 신문활자체 개발

한국일보(1954)： 자회사 한국컴퓨터그래피와 함께 전산조판 보급

중앙일보(1965)： 본격 가로쓰기 실시 신문

KBS： TV무대디자인의 산실

MBC： TV무대디자인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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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1946)：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단체

한국디자이너협회(1972)： 국내 중견 디자인 단체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1972)： 국내 중견 산업디자인 단체

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1972)： 국내 중견 시각디자이너 단체

한국공예가협회(1973) : 국내 중견 공예가 단체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1978)： 국내 최초의 패키지 전문 단체

한국디자인학회(1978) : 국내 최초의 디자인 학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1979)： 국내 최고 최대의 인테리어단체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19弘) : 현재 해체된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서울일러스트협의회(1985)： 국내 최대의 일러스트레이션 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19歹): 국내 최대의 실내디자인 학회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1988)： 국내 법인 디자인단체를 회원으로 한 연합회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1992)： 국내 최대의 텍스타일 협회

한국시각정보디자이너 협회 (1M4)： 국내 최대의 시각디자인 단체

현대 디자인실험작가협회 : 국내 중견 그래픽 디자이너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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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공모전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19%)： 광복 전 최초로 개최된 광고 관련 공모전 

상업미술전람회: 광복 전 개최됐던 디자인 공모전 및 전람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1932〜1942)： 일제가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 공모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공예부(1949)： 가장 권위 있었던 미술 공모전

조선일보 광고대상(19M)： 국내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창작 광고 공모전

LG국제디자인공모전(1984)：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한국일보광고대상(1984)： 중앙 일간지 한국일보가 개최하는 광고 공모전 

한국공예대전: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공예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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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출판

열화당(1971)： 국내 최대의 미술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

디자인하우스(1976)： 국내 최고의 디자인 잡지 월간〈디자인〉을 발행하는 출판사 

미진사(1977)： 국내 최대의 디자인 관련 서적을 발행하는 출판사

예경(1978)： 국내 최대의 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관련 서적을 발행하는 출판사 

시각문화사(1978)： 1980년대 가장 왕성한 디자인 전문 도서를 발간했던 출판사 

안국문화사(1980)：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제작물 모음집을 발간하는 출판사 

안그라픽스(1985)： 국내 중견 디자인 전문 도서 출판사

조형사(1987)： 디자인 전문 도서 출판사

뿌리깊은나무사(1976)

잡지

산업디자인(1970)： 국내 최고의 공적 성격의 디자인 잡지

월간디자인(1976)：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 잡지

꾸밈(1977)：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및 토탈디자인 잡지

포름(1980)：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시각디자인(1987)：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디자인저널(1988)： 폐간된 디자인 전문 저널

디자인비지니스(1989):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코스마(1989)：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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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시조사(1909)： 국내에서 최고로 오래된 인쇄소

보진재(1912)： 오래되고 가장 많은 인쇄물을 생산해 낸 인쇄소

평화당(1920)：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쇄소

두산동아(1弘5)：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대형 인쇄소

광명인쇄(1951)：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갖춘 대형 인쇄소

삼화인쇄(1954)： 규모와 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쇄소

국정교과서: 교과서 전문 인쇄를 위해 설립된 공공 성격의 인쇄소

인쇄 프로세스

한국광양사: 국내 최고 수준의 인쇄 프로세스 업체

LSY원색제판연구소(1968)： 국내 최초로 자비 서독 유학한 이시용이 설립한 프로세스사

로얄프로세스(1980)：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프로세스사

제지

홍원제지(1957)： 국내 최고의 제지 생산업체

한국제지(1958)： 국내 최대의 제지 생산업체

한솔제지(1965)： 국내 최대의 제지 생산업체

디자인 재료

알파색채(1963)： 국내 최대의 미술재료 생산업체. 국내 최초로 포스터 칼라 생산

신한화구(1967)： 국내 최대의 미술재료 수입 및 생산업체

한글 기계화

공병우 타자기 : 작고한 공병우 박사가 만든 타자기

장봉선 장타이프사: 서체개발과 사진식자기를 개발한 장봉선이 세운 사진식자기사

옥외 광고

제일광고네온(1958)： 원로 옥외광고제작업자인 김석도가 세운 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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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추진내용

제 1 절 단계별 추진계획

본 연구는 총 5단계를 거쳐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1）기초조사와 기획, 2）자료발굴과 수집, 3）자료분석과 평가, 

4）최종제작완료, 5）평가와 홍보 및 보급으로 구분된 이 단계들은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각 단계마 

다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제1단계의 기초조사 및 기획은 기본적인 자료의 조사와 설문지 및 공문작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은 첫째, 국내 외 문헌 및 CD-Rcm 타이틀과 웹사이트 검토 둘째, 위탁기관 주도로 국내 대표적인 디자이너에 관한 설 

문를 하게 되어있다.

제2단계의 자료발굴 및 수집은 인물과 기관, 기업체에 대한 공문발송과 방문조사, 사진촬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 

적으로는 인물의 경우 자택, 기업체의 경우 직접 담당부서에 방문일정을 확인하는 것과 방문조사로 사료 종류파악 및 

발굴, 사료의 기초색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3단계의 대표자료 자료분석 및 평가는 그동안 수집되었던 자료의 목록화 작업, 자료분석 및 색인작업 자료평가 및 

보완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편집 포멧 확정, 자료분석 및 최종 수록 내용 확정, 사료 

평가 후 보완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제4단계의 최종 제작완료의 단계에서는 최종 교정과 교열, 최종 검토 그리고 보고서 제작이 그 목표이다. 이는 보고 

서 제작, 내용 최종 확인, 최종 보고서 인쇄로 구체화되어 있다.

제5단계는 평가 및 홍보, 보급의 단계로 전담기관이 평가와 보급을 맡고 주관기관에서 교육효과를 측정하며 위탁기 

관이 매체홍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의 1단계 개발 후에 향후 2단계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효과 측정 후 평가, 매체를 통한 계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1. 1단계 수행: 기초 조사, 기획

본 연구는 계획된 기간 및 단계별 추진체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제1단계는 크게 기초조사와 기획, 자료발굴과 수 

집, 자료분석과 평가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초조사와 기획에서는 분류체계의 확정, 설문조사진행, DB화 내용의 확정 및 

국내외 문헌 및 CD-Rom 타이틀과 웹 사이트를 검색했다. 이 가운데 문헌자료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세 

하게 자료수정하였다.

2. 2단계 수행: 자료발굴, 수집

다음으로 자료의 수집, 발굴에서는 조사 대상에 대한 사료 종류 파악과 참고도서의 확보에 치중하였다. 일한 자료 수 

집을 위해 해당 인물이나 기관 인물에 대한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실행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의 조정이 요구되었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 순서의 조정도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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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굴은 3개월 안에 모두 종료되게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개화기에서 현재까지의 자료발굴 작업이 예상 

외로 많은 시간을 요하여 정해진 기간에 수집된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속하였다.

3. 3단계 : 자료 분석 및 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를 색인화하는 과정은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전문성을 요하는 과제이다. 많은 양의 

자료중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나가는 방법으로 내용정리 

를 진행하였다.

자료 발굴 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의 정리기간의 연장 역시 불가피하였다. 자료입력은 먼저 연구 범위에 포함된 관련 

자료 수집 입력에 들어갔다. 항목별 내용중 가능한한 관련 사항 모두 폭넓게 입력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 • 발굴기간의 연장에 따라 정리기간도 연장시켜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예상보다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초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자료선별 작업도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4. 4단계: 교정 교열 및 제작완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입력해야 함으로 오자 및 탈자 등 교정 교열의 철저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기관인 디자인사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교정 교열을 거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CD 

롬이나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경우를 예상해 자료 보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획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보고서와 CD롬 타이틀 제작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까지 최종 연구의 목표로 잡고 차후의 사업 연계를 예상하고 있다 다 

만 웹사이트 제작은 보고서 제작 완료후 약 6개월간에 걸쳐 미비된 자료를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디자 

인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MIDAS사업과 연계해 함께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5단계: 평가 및 보급, 홍보 활용

설문조사에서 밝혀진대로 많은 사람들은 본 연구가 한국디자인사의 교육과 정립에 활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 그러한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고서나 CD롬 제작 및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활용도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것은 웹사이트임으로 이의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인 디자인하우스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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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조사

1. 사전조사

본 연구는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목적에 맞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먼저 현시 

점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과거의 우리 디자인에 관한 자료들이 어떠한 형 

태로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에 활용될 사료들의 소장처 및 그 범위는 본 연구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연구실행 

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사료들을 발굴하였으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다. 다음은 연구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사한 정보수집 방안과 사료의 출처들이다.

7卜 정보수집 방안

（1）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자료들을 공익을 위한 DB화를 위해 자료취재 및 촬영협조를 요청

（2）책임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사료를 활용

（3）위탁기관인 디자인하우스가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전분야에 걸친 각종 시각자료들을 적절히 이용

（4）박물관 및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 중 디자인 관련제품들에 대해 자료수집

（5）기관 및 기업체의 자료실 및 홍보실에 소장된 관련 디자인 작품들에 대해 자료수집

（6）개인 작품도록 및 회사 사사를 참고

나. 디자인 사료 출처

（1）개인관련 자료

1920년대〜1930년대에 제작된 각종 라벨 및 도안의 원본들（포스터 칼라로 작업한 원화 포함）

개화기〜1960년대까지의 대표적 잡지 및 단행본 장정들

이순석의 광복 전후의 시각디자인（포스터 카탈로그 등） 자료들

한홍택의 광복 전후에 제작된 포스터들（개인전, 산미전, 유한양행 제직시 제작된 것들）

최경자의 패션디자인 작품 및 초창기 관련 사진들

최연호의 1960년대부터 제작한 무대디자인 스케치 원본들

최정순의 서체디자인 개발 자료들（도구 및 서체 원도들）

신동헌이 소장한 신동우 제작《홍길동》애니메이션용 스케치들

이경성의 공예 및 디자인 관련 평론 및 미술관련 저작들

김영주의 신문삽화 및 출판일러스트 원본 자료들

전영탁의 알파화학 초기에 제작, 판매된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제품들

이시용의 묘판（描板） 영화포스터 및 유학노트들

조성 렬의 각종 실내외 건축 드로잉 작품들

박영돈이 소장한 희귀 문학도서 및 기타 도서의 장정본

박대헌이 소장한 해방 전 포스터 및 무대미술가 원우전의 스케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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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근이 소장한 미술 및 디자인 관련문헌들

디자인계에 영향을 미친 관련 서적들（전문서적, 단행본, 잡지 등）

각 디자인 관련 협회의 전시회 포스터 및 전시회 카탈로그들

의미있는 각종 전시회 관련 도록 및 포스터 자료들

개화기부터 1970년까지 제작된 독특한 표지의 딱지본

영화 태동기부터의 포스터 및 선거 포스터, 기타 레코드 자켓들

（2）기업관련 자료

현대: 초기에 제작된 자동차디자인의 실물 및 각종 시각디자인물

LG： 국내 최초로 제작된 가전제품디자인 및 시각디자인물

삼성: 각종 가전제품 및 국내 최초의 반도체 실물들

대우: 그룹 이미지 광고

쌍용: 한국적 스타일의 그룹 이미지 광고 및 기업광고

해태 : 껌 패키지 및 기타 제과류 패키지 디자인

삼양사: 국내 최초로 생산된 라면 패키지 디자인

유한양행: 초창기 의약품 패키지 및 광고디자인물

한솔: 디자인과 관련된 제지관련 제품

두산: 맥주용기 및 라벨 등의 시각디자인물

롯데: 각종 제과 패키지 디자인

조흥은행: 포스터 및 광고관련 시각디자인물

선경: 면직물 생산관련 라벨 포스터 등의 시각디자인물

태평양: 국내 초창기 생산된 화장품 용기 및 캠페인 포스터들

진로: 국내 최초로 상품화된 소주용기 및 변천된 라벨들

서울우유: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우유 용기 및 시각디자인물

（3）박물관, 미술관 관련자료

성암고서박물관: 개인 사설 박물관으로서 국내 희귀 잡지 소장

고인쇄박물관: 광복 전후 사용한 고인쇄기계 소장

삼성출판박물관: 국내 최초의 출판박물관으로서 각종 희귀 출판물 소장

한샘디자인박물관: 국내 최초의 디자인 박물관으로서 희귀 가구 소장

계원예술대학 문학박물관: 국내 최초의 문학박물관으로서 희귀 도서 소장

참소리축음기오디오박물관: 국내 최초의 은행으로서의 각종 포스터 및 초창기 전자제품 소장 

조흥은행사료관: 국내 최초의 은행으로서 각종 포스터 및 전단지 등 홍보물 소장

태평양박물관: 세계 최초의 화장품 박물관, 국내 생산 각종 화장품류 소장

피어리스아미박물관: 화장품 박물관으로서 희귀 화장품 포장디자인 제품 소장

한국잡지박물관: 잡지협회 부설 박물관으로서 국내 제작된 잡지 다량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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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박물관: 국내 최초로 제작된 우표 및 엽서들 소장

세종대왕기념관: 각종 인쇄기 및 한글 기계화 기계（사식기） 소장

한국현대의상박물관: 국내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의상디자인 제품 소장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대상들을 1차로 선정하였다.

2. 협조요청

가. 1차 협조공문 발송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본 연구팀은 기업체와 관련기관 협회와 학회에 1차로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보 

다 종합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당 단체의 관련자료 소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료협조는 먼저 전화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확인 후 본 연구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의 내용을 고 

지하였다. 전화로 용건이 끝난 경우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공문 발송을 요구한 곳에는 팩스로 전했다.

공문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해당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자료에 일부 차이가 있기에 그 종류에 따라 공문을 각각 

작성하였다.

（공문의 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자료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체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불분명한 경 

우가 많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예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사人M社史）를 얻어서 필요한 내 

용과 사진을 사용하였다. 협회나 학회의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디자인부서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와 같은 디자인 역사에 대한 정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 본 연구소는 대형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으며, 계속적인 협조공문 발송과 전화 통화 접촉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자료요청 단체 목록

큐빅 디자인연구소 : [T]02-556-7903~4 / [F]02-555-1948

조선일보: [T]02-724-5114 / [F]02-724-5109

동아일보: [T102-361-0114 / [F]02-361-0404

한국일보: [T]02-724-2114 / [F]724-2244

중앙일보: [T]02-751-5114 / [F]02-751-5107

서울신문: [T]02-721-5114 / [F]02-721-5019

KBS： [T]02-781-1000 / [F]02-781-2099

MBC： [T]02-784-2000 / [F]02-784~0880

LG전자: 홍보실 [T]02-3777-3635 / [F]02-377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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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홍보실 사료팀 [T102-751-8825 / [F]02-780-5611

삼성전자: 디자인 기획팀 [T]02-750-9241 / [F]02-750-9425

현대자동차: 디자인팀 [T]0339-369-5872 / [F]0339-369-5992

대우자동차: 광고팀 [T]032-510-4442 / [F]032-510-4430

기아자동차: 홍보실 [T]02-788-1324 / [F]02-788-1375

해태제과: 포장개 발팀 [T]02-709-7693~7 / [F]02-709-7431

롯데제과: 디자인실 [T]02-670-6346 / [F]02-670-6451

삼양라면: 삼양식품 디자인팀 [T]02-940-3275 / [F]02-919-6182

서울우유: 홍보실 [T]02-433-8151 / [F]02-207-9985

종근당: 광고팀 [T]02-364-4151 / [F]02-364-4151

동화약품공업: 광고 판촉팀 LT]02-778-4331 / [F]02-778-2332

대우그룹: 문화홍보팀 국내 [T]02-754-3628 / [F]02-754-3690

쌍용그룹: 종합조정실 홍보팀 [T]02-270-5077 / [F]02-278-4205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PR팀 [T]02-729-480] / [F]02-729-4848

두산그룹: 홍보팀 [T]02-3398-1081

조흥은행: 홍보팀 디자인실 [T]02-3700-4614

아모레 화장품: 디자인센터 [T]02-709-6233 / [F]02-709-6209/6231

한국화장품: 마케팅 팀 [T]02-7243-322 / [F]02-7243-499

디자인팀 [T]032-6803-4745

OB맥주: 마케팅 팀 [T]02-3398-5261

진로그룹: 홍보팀 [T102-520-3572 / [F]02-520-3493

신세계백화점: 홍보팀 [T]02-727-1092 / [F]02-727-1180

유한양행: 홍보실 [T]02-828-0181 / [F]02-828-0186

신한화구: 홍보실 [T]02-357-2651 / [F]02-357-7481

에이콤: 비서실 [T]02-443-9901 / [F]02-406-8950

한국디자이너협회: [T102-423-3279 / [F]02-203-3939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T]02-522~0445 / [F]02-522-0444

한국공예가협회: [T]02-324-4529 / [F]02-332-1493

동아공예가회: [T]051-330-7068 / [F]051-330-7145

한국시각디자인협회: [T]02-542-0549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T]02-330-7068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T]02-3473-0094 / [F]02-3474-0097

한국디자인학회: [T]042-869-4502 / [F]042-869-4510

한국실내 디 자인학회 : [T]02-564-2598 / [F]02-56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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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미술가협회: [T102-3489-7441 / [F]02-3473-8414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T]02-337-1449 / [F]02-334-7326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T]02-323-2755 / [F]02-323-2829

대한 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T]02-334-6773

라사라복장학원: [T]02-233-0071~7 / [F]02-232-0071

이화여 자대 학교: [T102-360-2048 / [F]02-393-5903

서울대학교: [T]02-880-5114 / [F]02-880-7462

홍익대학교: [T]02-320-1114 / [F]02-320-1122

중앙대학교: [T10334-70-3414 / [F]0334-675-1382

석주선 박물관: [T]02-709-2188 / [F]02-517-3540

유희경: 연구소 [T]02-74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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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이 설문결과에 관한 분석과 연구반영을 위한 검토는 산업자원부의 '공공기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를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는 한국의 

디자인사를 정립하기 위한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그 자료를 널 

리 활용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 

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것과 본격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그 사료의 발굴과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적 정리에는 먼저 그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할 기초적인 개념들을 비롯하 

여 한국 디자인의 시발점, 그 시기구분 그리고 실질적인 초석이 될 많은 정리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연구팀의 제한된 의 

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견해를 바로 잡고자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전적으로 수용할 만 

한 내용들도 많았으나 연구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는 의견과 요구가 있어서 이 오해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 

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번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행해질 장시간을 요하는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결과에 대 

해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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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조사 진행과정

본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설문조사 

를 통하여 이의 타당성 혹은 객관성 유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었다. 설문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저 연구팀의 

의견을 모았으며 위탁기관인 디자인 하우스의 협조를 받아 이를 검토받았다.

（1）설문지 작성

설문지의 작성을 위한 준비는 1998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과 방향이 설 

정되어야 하므로 연구개시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설문내용과 그 형식을 정하기 위하여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들의 분류와 그 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분류체계화 구조도에 따라 대상들을 나열하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삭제되어 

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난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포함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 

상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기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난을 두었다.

이 외에 기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한국 디자인사의 시발점을 비롯하여 본 연 

구팀이 정한 대상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방법론을 알리고 이를 검증받고자 그 항목 

들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2월 중순의 일이다.

（2）설문지 검토

1차로 마련된 설문지는 본 연구의 위탁기관인 디자인하우스의 월간 디자인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설문내용 

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설문 앞에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인식을 검토할 수 있는 좀더 쉬운 질문들을 추가하여 본격적 

인 설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설문지 완성

본 연구팀에서는 디자인 하우스의 의견을 적극수용하여 한국의 디자인사 연구의 현황과 그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건 

립될 디자인 박물관에 소장될 자료들의 추천인물과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3월 말에 비로서 설문지 

가 완성되었고 이를 다시 위탁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송이 결정되었다.

（4）설문지 발송

설문지는 각 분야의 인사 秋여 명에게 발송되었다. 그 대상 선정은 우선 디자인 전문회사의 대표, 각 대학 디자인과 

교수 각종 공예 - 디자인 협회와 학회의 대표와 원로, 기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한정하였다. 선정대상은 여 

러차례 검토를 거쳐 1차로 310명에게 발송되었고 추가 발송자에 대해서는 이후에 몇 차례 더 발송하여 총 321부가 발 

송되 었다.

（5）설문지 회송

설문회송의 1차 마감은 설문발송 후 10일로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내에 회송된 수가 적었다. 마감일자가 너무 촉박하 

다는 의견에 따라 기간 후에 접수된 것까지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총회수 접수된 것은 93부이다. 설문의 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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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후에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엽서를 모든 설문대상자에게 발송하였다.

（6）설문지 검토

설문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과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요구도 많이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연구대상 기간을 넘어 최근 설립된 기업의 활동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추천 대상에는 

한정된 시간내에 연구를 종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과 단체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그러나 설문지 가운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한 분들도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 

다수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구에 반영하였다.

（7） 설문지 통계처리

회송된 설문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 수를 기록하였다 통계는 추천 혹은 삭제건의와 같은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해서는 합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의견을 기술하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산만한 내용에 질서 

를 부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견들은 먼저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그 특성별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합산된 수치를 필요한 경우에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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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통계 • 분석

(1) 설문 D

1-1 한국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에 대한 견해

개화기 (22/93) 23.6%

1950년 (23/93) 24.7%
1945년 (24/93) 23.6%

기타 (6/93) 6.5%

191이년 (12/93) 12.9%

1960년 (6/93) 6.5%

검토: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디자인의 전개의 시점을 1945년 이후로 인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와 달리 해석하는 이유는 개화기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결과를 현재로서는 반영 

할 수 없으므로 개화기의 활동과 그 의의를 부각시켜 이해시킨다면 한국의 근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의 디자인사가 원시미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로 한다면 오히려 한국미술사를 디자인의 입장에 

서 새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로서 개화기의 디자인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하겠다.

1-2 한국 디자인 사료의 정리수준에 대한 의견

전혀 되고 있지 않다 (21/90) 23.3%

잘 안되고 있다 (61/90) 67.7%

잘되고 있는 편이다 (4/90) 4.4%

그저 그렇다 (4/90) 4.4%

디자인 사료의 정리라는 기본적인 역사적 정리작업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이는 전체 

적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크게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세분화된 연구는 더러 있었으나 각 분 

야를 통괄하여 기술한 예가 없다는 것과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의 검토와 그 해결책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만족 

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도 그러한 완결된 정리는 아니지만 그 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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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만약 잘되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부족 (22/105) 20.9%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68/106) 64.7%

연구인력 부족 (6/105) 5.7%

짧은 디자인 역사 (9/105) 8.5%

인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연구를 위한 풍토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우리의 디자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직 

접적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계의 서구지향적인 흐름도 이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할 것이다.

자료의 부족이라는 지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실제 

로 연구하고자 하거나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고착될 경우에 아 

예 그 시도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자 

료의 확보와 특히 그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사장시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성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 

이 진흥원 한 곳으로 제한된다면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기업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순수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4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

매우 중요하다 (63/88) 71.5%

그저 그렇다 (1/88) 1.1%

중요하다 (24/88) 27.2%

앞의 설문에서는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항목에서는 자료의 수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인 

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낄 만한 계기가 없었지만 이번 설문을 계기로 그러한 필요성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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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본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견

한국 디자인의 철학 및 역사이해 (32/157) 20.

디자인 정책입안에 활용 (10/157) 6.3%

디자인 정책입안에 활용 (20/157) 12.7%

한국 디자인의 전통계승 (22/157) 14.0%

한국 디자인사 정립을 위한 학술 및 교육자료 (68/105) 64.7%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서는 주로 디자인사 정립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떠한 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의견 

이었던 한국 디자인사의 철학 및 역사이해라고 하는 항목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요구가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하위의 활용방안으로서 한국 디자인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제는 우리의 디자인 

에 대해 반추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디자인물은 단지 앞선 시기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토양에서 안출(案出)된 것이기에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강하고 개괄 

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디자인 관련자료의 보관매체

슬라이드 (51己。) 37.5%

문서 (59/136) 43.3%

(11/136) 8.0%

영상 (7/136) 5.1%

기타: 인쇄물, 지면매체, 서적, CD, 컴퓨터 (8/136) 6.1%

이 조사결과는 그동안의 자료가 인쇄매체 위주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쇄매체는 그 활용도에 있어서 효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자료들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거나 새로 입력 

해야 하고 도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케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웠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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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형식

CD 롬 (33/131)

사진 또는 인쇄물 (69/131) 52.6%

논문 (1/131) 0.76%

영상 (13/131) 9.9%

또는 도표 (15/131) 11.45%

본 연구의 결과물은 DB화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항목을 통해서 그 방법 

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익숙한 매체인 인쇄물이나 전자매체인 CD-Rom 타이틀로의 제작이다. 여기에는 사진자 

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영상 역시 필요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 

고 있다. 또한 논문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8 서구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의 수강경험

서구 디자인사 (74/100) 74.0%

한국 디자인사 (12/100) 12.0%

본 적 없다 (14/100) 14.0%

；肅思第

•••픈済氢彳

이미 배출된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강의를 들어보았는지에 대한 조사이므로 상당히 오래 전의 상황일 것이다. 대부분 

서양 디자인사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짧은 디자인 역사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소수가 한국 디자인사 수강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격적이고 단일과목으로 개설되었던 것이었는 지에 대해 

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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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구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의 강의경험

이 조사에는 대학재직 중인 분들과 전업 디자이너 혹은 경영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의견 

이 많다. 이처럼 강의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 디자인사 강의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 디자인사의 연구가 큰 진전이 없었거나 그 연구결과를 강의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관련연구, 즉 한국 디자인사 연구 자체뿐만 아니라 강의교제의 출판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0 한국 디자인사 강좌의 필요성

최종적으로 한국 디자인사의 강좌가 필요함을 확인한 문항이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이었는데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예상 밖으로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가 강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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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00년 완공예정 디자인 박물관 디자인 관련 인물 추천

※총 287건 가운데 주요 추천인물만 나열함

I
 한홍택

(T-건] 38 nTTm111

MJ 碧例州

[30]----------------------------------------------------------------------------------------------------------------------------------------------------------------------------------------------------------------------------------------------------------

[20]

州쒸
-------州 —

…3 ■■■■ 22

♦州 更쒸 陽
이순석 is

17

[10]
권명광

• 박대순 김수근
■ ■ 안상수 권순형 8 8

■ 김현 7 7
최정호 6

5
[0]

비교적 많은 인물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추천되었다. 그러나 추천의 다소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소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대상 

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비록 현재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에 재평가되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되지 않더라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 소장품이 대단히 많아질 것이지만 현재의 평가가 곧 절대적일 수 없고 비록 무명의 

디자이너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수 백 년 후에 지금의 디자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자료라도 보 

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하나의 대안으로 각종 박물관 설립을 원조하여 자료를 분산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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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작품 또는 제품

• 시각디자인:（포괄적 건의: 4건）

포스터: 21건

（최초의 포스터 전시회 : 1 / 올림픽 포스터 및 앰블럼 : 2 / 산업미술전 포스터 : 2 / 최초의 영화포스터 : 1 / 국전

포스터: 1）

대학 전시회 및 교육관련 자료: 5건

（대학교 전시 팜플렛: 1 / 대학 졸업작품 팜플렛: 1 / 대학교육과정: 1 / 대학원 졸업논문 및 졸업작품: 1）

광고: 3건

（CF： 1 / 신문: 1 / 잡지 : 1）

포장 디자인: 8건

（담배: 3 / 태평양화학: 1 / 해태제과: 1）

CI： 5건

（OB： 2 / 서린호텔: 1）

라벨: 1건

캐릭터: 3건

（진로 두꺼비 : 1 / 제일제당 아이미 : 1 / 엑스포 꿈돌이: 1）

한글: 6건

（한글 시스템（훈민정음）: 2 / 한글 글자꼴: 3 / 서체발달 과정: 1）

화폐 : 3건

우표: 5건

삽화: 1건

인쇄: 1건

도서: 11건

（최초의 책표지 : 1 / 일제시대 문학지 : 1 / 교과서: 1 / 소설책 : 1 / 월간지: 1 / 월간 디자인 표지 : 1 / 최초의 책 :

1 / 전공별 서적 : 1）

독립신문: 1건

매해의 우수 포장 디자인: 1건

• 입체（포괄적 건의: 3건）

산업디자인전 수상작（상공미전 포함）: 8건

제품디자인（공산품）: 6건

（최초의 제품: 2 / 공산품: 2）

기자재 : 2건

（사진 식자기, 타자기, 인쇄기, 방적기）

환경 구조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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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1건

건축: 1건

주생활: 1건

실내 디자인 1건

주방용품: 2건

가구 3건

（전통가구: 1）

공예품: 9건

（수공예품: 1 / 생활공예 : 1 / 민예품: 1 / 도예 : 4건（산업도자: 1 / 사기 : 1）

의류: 4건

（한복: 3）

자동차디자인: 27건

（포니: 8 / 새나라: 2 / 시발: 4 / 신진 코로나: 1 / 오토바이 Handy： 1 / 최초의 mock-up： 1 / 브리사: 1 / 시보 

레: 1/티뷰론: 1）

가전제품: 47건

（최초의 가전제품: 1 / 냉장고: 2 / TV： 10건（대한전선 흑백 TV： 1 / 금성 콘솔형 TV： 1 / 최초의 컬러 TV： 1） / 

전화기 : 4 / 라디오 혹은 최초의 라디오: 13 / 선풍기 : 3）

문구: 1건

（모나미: 1）

디자인 용구: 2건

（제도기: 1/붓: 1）

매해의 우수 제품 디자인: 1건

• 인물: 37건

임숙재 2건 / 이순석 5건 / 유강열 3건 / 한홍택 4건 / 조영제 3건 / 민철홍 3건 / 김교만 3건 /김현 2건 / 최정호 1 

건 / 원대정 1건 / 강창원 1건 / 한도룡 1건 / 박대순 1건 / 부수언 1건 / 박용귀 1건 / 나재오 1건 / 초기 개척자들 1 

건 / 디자이너들의 인물사진 1건

• 기타

국가적 이벤트: 5건

（88올림픽 관련 인쇄물: 2 / EXPO '93 Master Plan： 1 / 새마을 운동: 1 / 국풍 81： 1）

디자인 관련 언론기人卜: 1건

Steady Seller： 1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제품이나 작품: 1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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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 및 편집 디자인, 인쇄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1건

Military Design： 2건

（군복: 1）

CAD： ] 건

Phototyping： ]건

컴퓨터 애니메이션: 1건

G 마크 대상 수상작: 1건

디자인 관련 사진자료: 1건

디자이너들의 유품 및 스케치: 1건

서양 디자인 관련 자료 및 영상: 1건

거북선: 1건

측우기: 2건

수출 성공상품: 1건

호야 석유등잔: 1건

깡통을 재료로 한 재털이 및 호롱불: 1건

50년대 멜빵 책가방: 1건

여성용품: 1건

악기: 1건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1건

국제디자인 콤페 수상작: 1건

Life Style과 디자인: 1건

• 기준관련:

국제성: 1 / 전통성 혹은 한국성 : 2 / 시대별 흐름: 2

시각디자인 혹은 초기 개척자들과 같은 포괄적인 추천에서 구체적인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이 추천되었다. 

다수의 추천이 있었던 대상은 물론 소장되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될 수 있 

는 한 많은 대상을 소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 가지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추천되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도 반 

드시 소장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장품 관련 추천 외에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지만 

여기에 추천된 분야를 기준으로 그에 포함되는 대상들을 폭넓게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된 대상들이 중 

요하겠으나 설물 발송자의 수가 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소장 추천품 가운데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한도룡의 '한빛탑 이 소장되어야 한다고 추천한 경우는 본 연구에 한빛탑 관련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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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검토를 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 추천품의 설문내용 반영에 대한 검토결과

여기에 추천된 작품 또는 제품은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구에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그 범주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가장 관련이 많은 

대상에 포함시키되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 ② 필요한 범주를 추가하거나（예를 들면 가구 디자인, 식탁 

용구） , ③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대상에서 내용보강으로 처리가 능

• 상공미전과 산업디자인전 수상작/ 대상작/ 포스터

• 국전（제1회）포스터

• 시대별 디자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평면, 입체（혹은 부록에서 처리 가능）

• 최초의 것

• 획기적인 것

• 독창적인 것

• 초대 포스터 전시회（구체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전시 • 공모전 가운데 최초의 포스터 전시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취 

급가능）

• 국내 최초의 제품 혹은 상품들（패키지 제품）

• 한국 최초의 자동차 mock-up/한국 자동차의 역사

• 각 디자인 대학 팜플렛 및 교육과정/각 대학 졸업작품（디자인 및 공예） 팜플렛（대상이 되는 학교는 현재의 대상에 

가능,

그러나 많은 대학을 모두 다룰 수는 없음）

• 각종 디자인 및 공예 관계 팜플렛 및 작품

• 일제시대부터 인쇄 및 산업디자인 관련물

• 포스터 형식을 갖춘 인쇄물들（초창기）

진행중

• 디자인 관련 기자재（사진식자기, 타자기, 인쇄기 등）

• 초기 디자인 개척자들의 작품과 유품/디자인 관련인물/한국의 디자이너 인물사진

• 최정호님이 제작한 초기 한글 글자꼴

• 임숙재 - 동경예대 졸업작품

• 강창원 - 일본제국미술 입상작（건칠기）

• 원대정（도예가）의 작품

• 김교만 교수의 작품/ 김교만 님이 제작한 초기（1970년대초）의 포스터와 별세 직전의 작품（1998년작）/

김교만의 한국의 이미지

• 민철홍의 Product works/ 민철홍 님이 제작한 1970년경의 아크릴 조명기구（산업디자인전 출품작）/

민철홍 “한국통신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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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룡의 Environmental Design works/ 한빛탑

• 조영제 외 OB 및 초기 CI작업/ 조영제 교수의 한문, 한글과 문양, 패턴

• 김교만, 조영제의 Dlustmtion과 CI

• 한홍택의 초기 포스터 작품/ 한홍택의 Gm曲匕 works/ 한홍택 선생님 작품 중 초기, 중기, 말기와 광고시작 중 선별

• 유강열의 염색작품, 판화작품（씰크스크린）

• 이순석의 대리석 작품/ 석공예 현대디자인/ 초기「도안전」작품

• 최초로 만들어진 가전제품（라디오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 한국성을 일깨우는 제품（한복, 악기 등）（악기는 현재 포함되지 않음）

• 자동차 디자인（시발, 포니 새나라 브리人卜）

• 1930〜1950년대 도안자료

• 1930〜1950년대의 공예품

• 패키지 - 초창기 기업에서 현재까지

• 최초의 혹은 아주 오래된 디자인 자료들（포스터, 책표지 등의 시각물, 라디오 선풍기 등의 입체물）

• TV최초의 CF

• 국내 최초의 CI 또는 우수 CI（제일은행, 쌍용 등）

• 도예품

• 최초의 제품（각 부분 1호 생산품, 동일한 디자인 제품）

• 기타 디자인이 적용된 최초의 제품디자인

• 해방후 전시회 포스터 등의 시각디자인물

• 진로소주의 두꺼비 캐릭터

• 전통성, 한국성을 잘 표현한 환경（실내 / 건축）

• 한글 활자체（인물, 기업체, 언론기관에서）

• 서 린 hotel CI

• 기타 그래픽 관련 CI

• 각 분야의 개척기 및 육성기에 활동한 디자이너의 작품

（각 분야별 단체 혹은 디자인人卜, 디자인 이론 전공자 각 분야 원로 디자이너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좋겠음）

•공예분야

• 시각디자인

• 해태제과의 포장디자인

• 태평양화학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부록에서 취급가능

• 개화기에서 해방 전까지 시각디자인물

• 한글 system（훈민정음）

• 한글 명조, 고딕체

60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 서체의 발달과정

• 한글 Typography 모음

• 구한말 조선우표/ 대한민국 최초 화폐, 우표

• 우리나라 최초의 포스터

• 1945년 전후기의 poster

• 1953년 이후 인쇄된 포스터

•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인쇄매체）

• 우리나라 최초의 패키지

• 포스터（시대별 구분）

• 패키지（시대별 구분）

• 운송기기（시대별 구분）

• 가정용품 （시대별 구분）

• 전공별 서적

•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이론서

• 최초의 book cover

• 최고 long run best seDo제품

• 최초의 광고물（신문, 잡지） 등

• 국제적인 디자인 콤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

• 역대 출판물（도서, 포스터 등）（현재 수집 중）

• 국가적인 큰 행사나 이벤트에 활용되었던 작품들

• 88올림픽 포스터 앰블럼

• 서울올림픽 문화 포스터 12점

• 88올림픽 관련 인쇄물

• 새마을 운동자료

• 엑스포 꿈돌이

• 국풍81 event 관련물

• 영화포스터（1900〜1950년대）

• 담배포장（1900〜1950년대）

• 1945〜1955년까지 상품의 포장, 라벨 등 인쇄물

• 일제시대에 발행 또는 출판된 문학지의 표지 인쇄물

• 반공 • 방첩 포스터（상기하자 625） / 산림녹화포스터 / 재건포스터

• 5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 / 50년대 소설책, 월간잡지 /호야 석유등잔 / 깡통 오려 만든 재털이 또는 호롱불 / 

50년대 국민학교 멜끈으로 등에 메는 가죽책가방 （토끼그림）

• 사회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들

•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디자인 변천과정

• 최초로 도안된 인쇄물여】 : 우표,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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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마크 대상 수상작

• 1960〜1980년대 및 1900〜1960년대의 life style과 design

• 제일제당 아이미 캐릭터

• 담배, 우표, 화폐 등의 변천사

• 현대 대량생산제품

현재 처리불가（박물관 소장품으로 추천된 목록, 분류에 미포함）

• 서양문물이 유입된 시기에서 구한말〜왜정〜1950까지의 모든 생활공예품의 사진 및 자료

• 역사적 사진에 대한 영상자료

• 디자인 관련 역사적 자료/ 유품/ 스케치

• 근대에 생산된 우리나라 수공제품들 중 선정품

• 전통민예품류

• 산업도자 제품

• 도자기를 비롯한 전통공예품의 제작과정

• 식탁용구

• 한국전통가구류（궁중, 상류, 서민으로 분류）

• 가구제품/ 가구

• 생활공간（주거공간）의 근대화 과정（주생활의 변천/ 미래까지）

• 의류품（기입된 명칭 • 재료 • 색상 등）

•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의 제품들（도면포함）

• 대한민국 최초 일간지 게재 삽화（일러스트）

• 오토바이 HANDY（기업체 확인）

• 김현 님의 88올림픽 관련 호돌이와 응용편

•독립신문

• 부수언 “택시미터기”

• 영향을 끼친 작품이나 제품을 조사하여 전시요망

• 디자인 패러다임의 전환시점이 되었던 책들

• 문화, 사회사조에 관련된 것들

•Military design의 변천사•（신기전에서부터, 헬기（KHX）, 고등훈련기（KFX）, 구축함, 잠수함, 및 K1 전차, 소총 등）

• 군복

• Qmputer Added Design 및 Phototying （Cyberware 등을 사용한 개인용 초상조각 등을 즉석 생산）

• Ccmputer Amimation / Gnaphics 및 편집 디자인과 인쇄 process의 digital화（신문사, 잡지사의 후원）

• 1950년대식 제도기

• 1950년대식 붓 또는 디자인 용구

• 석도전

• 불란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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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 공간사 사옥 • 각 대학 대학원 졸업논문집과 작품

• 매년 수출되는 우수디자인 포장/제품

• 디자인의 성공사례

• 1880년대의 방직기계

• 수출상품 중 디자인이 도입되어 성공한 상품 등

•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거나 평가받은 우수한 구축물（국내 디자이너에 의해 외국에 지어진）

• 훈민정음（한글 관련자료）, 기타 한국 관련자료

• 활자（금속활자, 목판, 납활자（청타）, 사진식자） 및 관련기계. Mac 최초 모델

• 서구 디자인사 관련 자료 / 영상

• 안상수 교수의 한글에 관한 글꼴

• 나재오 교수의 한국적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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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 因

2-1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원안

1. 역사성: 우리나라 초기 디자인계 개척에 기여하여 역사적 가치 획득

2. 전문성: 해당분야에서 1세대（30년） 이상 활동하여 차별화된 전문성 획득

3. 대표성 : 해당분야에서 남보다 두드러진 창조적 활동을 대표적으로 전개

4. 한국성: 한국의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제작을 통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 의견

1. 구체적인 활동（작품활동, 교육활동, 지원분야） •••••••• 8명

2. 국제성, 세계성 • • • • • • 8명

3. 대중성, 실제제작된 것 • • • • 4명

4. 실험정신, 창조성, 독창성 • • • • 4명

5. 시대성 • • • 4명

6. 전문성의 기준 설정（30년 ?） • 2 명

7. 신규성, 최초성 • 2 명

8. 향토성 • • 2 명

9. 보편성 . • • 2 명

10. 포용성 1 명

11. 기능성 1 명

12. 전문성의 기준 • 1 명

13. 지속성 • 1 명

14. 한국성을 정통성으로 변경 • 1 명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정기준이었다. 역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작품활동 

과 같은 구체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 외에 국제성과 실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과 실험정 

신이나 독창성 그리고 시대를 반영한 디자인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각 

의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작품 

을 제작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작품들이 얼마나 다른 기준들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수의 기준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활동과 작품의 수준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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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대구분에 대한 의견

•의견

1910-1940： 일제 강점기

1940-1950： 디자인 개척기

1950〜1960： 준비기

1960-1970： 산업화

1970-1980： 성숙기

1980-1990： 정착기

실내 디자인 개화기: 1950년대

1945-1950： 사회 혼란기

1950-1960： 사회 회복기

1955년올 기준으로 양분

1950년을 기준으로 양분

현재: 디자인 활성기

1965-1975： 경제기초

1975〜1990： 경제성장

1910-1955： 사회 혼란기

1945〜1946： 사회 혼란기라는 용어 수정을 요함

1985년: 컴퓨터 도입기

1960-1910： 민화형식에 의한 디자인기

1910〜 1M5： 한민저고 문화 말살기

1945-1966： 디자인 암흑기

1966〜1976： 디자인 인식기

1976-1988： 디자인 혼란기

1988-： 디자인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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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연구대상 중 '기관 의 삭제와 추가 의견

진홍기관

• 삭제의견: 총 23건

① 조선총독부박물관 •••••• 6 건 이미 반영

② 조선민족미술관 • • • • 4 건 삭제가능

③ 중소기업국 포장디자인과 • • • 3 건

④ 통산산업부 산업디자인과 • • • 3 건 1990년대로 제외건의（코팩트의 고봉석）

⑤ 한국수출디자인센터 • • 2 건 이미 디자인진흥원에 포함시키기로 함

⑥ 통상진흥국 디자인포장과 • • 2 건

⑦ 한국공예시범소 • 1 건 ⑤과 동일

⑧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1 건 상동

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1 건 상동

• 추가의견: 총 3건

① 각 대학의 디자인 관련 연구소 • 1 건 곤란

② 패션센터 • 1 건 상동

③ 섬유산업연합회 • 1 건 상동

협회 및 학회 : 대학 동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괄적으로 적용

• 삭제의견: 총 33건

① 현대디자인실헙작가협회 •••••• 6 건

② 동아공예가회 • • • • • 5 건

③ 한국출판미술가협회 • • • • 4 건

④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 • • 3 건 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⑤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 • • 3 건

⑥ 한국디자이너협회 • • 2 건

⑦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 • 2 건

⑧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 2 건

⑨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 • 2 건

⑩ 한국페키지디자인협회 • • 2 건

⑪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1 건

⑫ 한국시각정보디자이너협회 • 1 건

• 추가의견: 35건 （대상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①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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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색채학회 • • • 3 건

③ 한국실내건축가협회 • • 2 건 범위 외로 삭제

④ 한국의류학회 • 1 건

⑤ 한국복식학회 1 건

⑥ 한국색채교육협회 • 1 건

⑦ 한국광고사진가협회 • 1 건

⑧ 서울일러스트협의회 • 1 건

⑨ 한국시각디자인협회 • 1 건

⑩ 한국비쥬얼디자이너협회 • 1 건

⑪ 인간공학협회 • 1 건

⑫ 한국유학생협회 • 1 건

⑬ 공익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 1 건

⑭ 한국포장협회 • 1 건

⑮ 한국실내디자인교육협회 • 1 건

⑯ 한국섬유미술가회 • 1 건

⑰ 한국디자이너협의회 • 1 건

⑱ 서울디자이너협의회 • 1 건

⑲충북시각디자이너협회 • 1 건

⑳ 한국다큐멘터리사진협회 • 1 건

㉑ 한국장신구디자인혀회 • 1 건

㉒ 한국상업미술가협회 • 1 건

㉓ 한국일러스트학회 • 1 건

㉔ 한국디스플레이협회 1 건

㉕ 한국응용미술가협회 1 건

㉖ 서울디자인포름 • 1 건

㉗ 한국공예학회 • 1 건

㉘ 한국아트디렉터스클럽 • 1 건

㉙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 1 건

교육기관（사설학원은 별개로 정리: 청주대 이재국）

• 삭제의견: 38건

① 관립공업전습소 •••••• 6 건

② 한성미술품제작소 •••••• 6 건

③ 국제복장학원 •••••• 6 건

④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 • • • •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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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전실업소

⑥ 태천칠공예소

• • • •
• • • •

4 건

4 건

⑦ 함홍양재학원 • • • • 4 건

⑧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 • 2 건

⑨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 • 1 건

•추가의견: 13건

①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 2 건

②이왕직미술품제작소 1 건

③ 아트센터 • 1 건

④ 시대복장학원 1 건

⑤ 노라노복장학원 • 1 건

⑥ 과기대 • 1 건

⑦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 1 건

⑧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 1 건

⑨ SADI • 1 건

⑩ KAIST • 1 건

⑪ 라사사복장학원 • 1 건

⑫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 1 건

연구기관

•삭제의견: 16건

① 인타디자인연구소 •••••• 6건 인물에서 다룰 수 있음,

개인 스튜디오로 엄격한 의미의 연구소가 아님（조영제）

② 스페이스디자인연구소 • • • • 4건 상동

③ 큐빅디자인연구소 • • • • 4건 상동

④ 한국조형문화연구소 • • 2 건

•추가의견: 19건

① 서울그라픽센타 • • 2 건

② 제일제당디자인연구소 • • 2 건

③ 한국색채연구소 • • 2 건

④ 각 대학 부설 디자인연구소 • • 2 건

⑤한국공예시범소 • 1 건

⑥ 국민대학교 부설 환경디자인연구소•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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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아자동차디자인연구소 • 1 건

⑧ 대우자동차디자인연구소 • 1 건

⑨대림자동차연구소 • 1 건

⑩ 삼천리자전거연구소 • 1 건

⑪ 한샘가구디자인연구소 • 1 건

⑫ 삼성디자인연구소 • 1 건

⑬ 이화여대색채연구소 • 1 건

⑭ 일러패션프래닝 • 1 건

⑮ 춘빈디자인연구소 • 1 건

언론기관

• 삭제의견: 8건

① 동아일보 • • • 3건

② 조선일보 • • 2건

③ 한국일보 • • 2건 동아일보와 함께 디자인 진흥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음（조영제）

④ 중앙일보 • 1건

•추가의견: 16건

① 한국경제신문 • • • 3건

② 매일경제 • • 2건

③ 경향신문 • 1건

④ 서울신문 • 1건

⑤ 한겨레 • 1건

⑥ 황성신문 • 1건

⑦ 독립신문 • 1건

⑧ 자동차신문 • 1건

⑨ 월간미술 • 1건

⑩ 디자인하우스 • 1건

⑪ 월간디자인 • 1건

⑫ 디자인신문（주간） • 1건 언론이 아닌 잡지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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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구대상 중 기업체 의 삭제와 추가 의견 

운송기기

• 삭제의견: 없음

•추가의견: 17건

① 신진자동차（시발택시） •••••• 6 건 현대자동차에 포함

② 하동환자동차 • • • 3 건

③ 쌍용자동차 • • 2 건

④ 삼천리자전거 • • 2 건 기아자동차에 포함

⑤ 대립자동차 • 1 건

⑥ 효성기계 • 1 건

⑦ 삼성자동차 • 1 건 불가

⑧ 신성자동차 • 1 건

포장

•삭제건의: 5건

①종근당 • • 2 건

② 기타 • • • 3 건 서울우유 럭키화학, 애경

• 추가의견: 23건

① 풀무원 • • • 3 건 최근 설립회사이므로 추가 불가

② 태평양화장품 • • 2 건 아모레 화장품에서 다룸

③ 동양제과 • • 2 건 추가 가능

④ 제일제당 • • 2 건 상동

⑤ LG디자인연구소 • • 2 건 연구기관에서 취급

⑥ 한국담배인삼공사 • • 2 건

⑦ 한국화장품 • 1 건

⑧ 크라운제과 • 1 건

⑨ 진로소주 • 1 건

⑩ 청정원 • 1 건

⑪ 오리온제과 • 1 건

⑫ 코카콜라 1 건

⑬ 동화약품 • 1 건

⑭ 유한양행 • 1 건

⑮ 농협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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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축협 1 건

광고（의약품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조영제）

•삭제의견: 없음

• 추가의견: 49건

① 삼성그룹 >••••• 16건 현재 삼성전자만 다룸

② LG그룹 • • • • • 5 건 현재 LG전자만 다룸

③ 현대그룹 • • • • • 5 건 현대자동차만 다룸

④ 종근당 • • • • 4 건 포장에서 제외되었던 경우

⑤ 유한양행 • • • 3 건 그래픽에서 다룸

⑥ 해태그룹（제과） • • • 3 건 포장에서 다룸

⑦ 태평양화장품（화학） • • 2 건 상동

⑧ 동아제약 • • 2 건 가능

⑨ 한독약품 • 1 건

⑩ 대웅제약 • 1 건

⑪ 0B 맥주 • 1 건 두산그룹에 포함

⑫ 대농그룹 • 1 건

⑬ 대상그룹 • 1 건

⑭ 롯데그룹 1 건 롯데제과는 포장에 포함됨

⑮ 대한항공 • 1 건

⑯ 한국관광공사 • 1 건

⑰ 럭키금성그룹 • 1 건 KLG전자는 가전에 포함됨

그래픽

• 삭제의견: 9건

① 조흥은행 • • • 3 건

② 유한양행 • • 2 건

③ 태평양화학 • 1 건

④ OB맥주 • 1 건

⑤ 진로소주 • 1 건

⑥ 신세계백화점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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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 15건

① 상업은행 • • 2건

② 현대백화점 • • 2건

③ 한일은행 • 1건

④ 대한항공 • 1건

⑤ LG화학 • 1건

⑥ LG전자 • 1건 가전업계에 포함됨

⑦ 동아제약 • 1건

⑧ 체신부 • 1건

⑨ 오리엔트 • 1건

⑩ 해태제과 • 1건 포장에서 취급됨

⑪ 제일모직 • 1건

⑫ 영화사들 • 1건

⑬ 제일제당 • 1건

가전

•삭제의견: 없음

•추가의견: 16건

① 현대전자 • • • • 4 건 불가

② 아남전자 • • • 3 건 가능

③ 대한전선 • • 2 건 현재는 대우전자에서 다루기도 되어있음

④ 인켈 • 1 건

⑤ 태평양화학 • 1 건

⑥ 모닝글로리 • 1 건

⑦ 보르네오 1 건

⑧ 한샘 • 1 건

⑨ 한일전기 • 1 건

⑩ 신일전기 • 1 건

광고대행사（초창기 회사로 제한 건의: 조영제）

•삭제의견: 2건

① 에드코리아 • 1 건 위의 기준에 의하면 삭제

② 세기광고 • 1 건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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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의견: 31건

① LG 에드 가능

② 금강기획 • • • • 4 건 가능

③ 대흥 • • • • 4 건 판단 유보

④ 웰컴 • • • 3 건 판단 유보

⑤ 코래드 • • • 3 건 가능

⑥ 동방기획 • • 2 건

⑦ 선연 • • 2 건 판단 유보

⑧ 나라기획 • • 2 건 상동

⑨ 애드세일 • 1 건

⑩ 세종문화 1 건

⑪ 국도광고 • 1 건

⑫ 회성산업 • 1 건

인쇄（전체 삭제 의견: 조영제）

•삭제의견: 14건

① 보진재

② 국제보도인쇄

③ 고려포스터

④ 광인당인쇄공소

⑤ 평화당

⑥ 배제학당인쇄소

⑦ 시조사

⑧ 국정교과서

⑨ 삼화인쇄

⑩ 광명인쇄

⑪ 동아출판사

• 추가의견: 9건

① 반프로세스 1 건

② 태양당인쇄소 • 1 건

③ 서울인쇄 • 1 건

④ 대한미술 • 1 건

⑤ 한국문화인쇄 • 1 건

⑥ 조폐공사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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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광양사

⑧ 동아지기인쇄공업

⑨ 삼보지기인쇄공업

1 건

1 건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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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연구대상 중 '인물 의 삭제와 추가 의견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명칭이 부적절하므로 수정 건의: 조영제）

•삭제의견: 23건

① 박선의

② 김효 •••••••• 7 건 활동중단

③ 이근배 • • • • 4 건

④ 이병현 • • 2 건

⑤ 김재석 • 1 건

•추가의견: 19건

① 권명광 • • • 3 건 CI 에서 다룸

② 김교만 • • 2 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룸

③ 김영기 • • 2 건

④ 정연종 • • 2 건

⑤ 윤호섭 • 1 건

⑥ 민철홍 • 1 건 제품디자인에서 다룸

⑦ 양구•회 • 1 건

⑧ 염인택 • 1 건

⑨ 이명구 • 1 건

⑩ 문태선 • 1 건

⑪ 오⑺재 • 1 건

⑫ 류재우 • 1 건

⑬ 나재오 • 1 건

⑭ 이인자 • 1 건

타이포그래피（타입페이스로 명칭변경 건의: 조영제）

•삭제의견: 12건

① 최지혁 • • 2 건

② 박경서 • • 2 건

③ 이원모 • • 2 건

④ 최정호 • • 2 건

⑤ 최정순 • • 2 건

⑥ 장봉선 • • 2 건

75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 추가의견: 35건

① 안상수 •••••••••••••••• 16 건 연구범위에서 벗어남

② 김진평 ••••••••••• 11 건 실적이 있다면 가능

③ 윤영기 • • • 3 건 연구범위에서 벗어남

④ 공병우 1 건 한글 기계화에 포함

⑤ 이상철 • 1 건 출판디자인에 포함

⑥ 석금호 • 1 건

⑦ 한재준 • 1 건

⑧ 이효일 • 1 건

일러스트레이션

•삭제의견: 15건

① 조병덕 5 건

② 김영주 • 4 건

③ 최홍원 4 건

④ 김교만 • 2건 그래픽 디자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추가의견: 19건

①홍성찬 2건 • 2 건

② 이우경 2건 • 2 건

③ 이복식 2건 • 2 건

④ 이성표 • 1 건

⑤ 김광배 • 1 건

⑥ 한태원 • 1 건

⑦ 강우현 • 1 건

⑧ 김도원 • 1 건

⑨ 전성보 • 1 건

⑩ 변추석 • 1 건

⑪ 전갑배 • 1 건

⑫ 양호일 • 1 건

⑬ 조영철 1 건

⑭ 김공웅 • 1 건

⑮ 김진배 • 1 건

⑯ 김흥남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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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디자인

• 삭제의견: 6건

① 한창기 • • • 3 건 디자이너가 아니므로 삭제 가능,

이상철에서 다룰 수 있음.

② 정병규 • • 2 건

③ 이상철 1 건

•추가의견: 12건

① 안상수 •••••• 6 건 연구범위에서 벗어남

② 서기흔 • • • 3 건

③ 손순 • 1 건

④ 조의환 • 1 건

⑤ 정병익 • 1 건

이디자인（Identity Des@n으로 명칭변경 건의: 조영제）

• 삭제의견: 9건

① 박재진 •••••••• 8 건 활동중단

② 권명광 • 1 건

• 추가의견: 28건

① 안정언 ••••••• 7 건

② 김현 ••••••• 7 건

③ 구정순 • • • 3 건

④ 양승춘 • • • 3 건

⑤ 정준 • • 2 건

⑥ 홍영택 •••••• 6 건

⑦ 민철홍 • 1 건

⑧ 손혜원 • 1 건

⑨ 김교만 • 1 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룸

⑩ 장동련 • 1 건

⑪ 정일선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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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 삭제의견: 7건

① 선정근 • • • 3건

② 신정필 •卜 • • 3건

③ 장윤호 •> 1건

•추가의견: 19건

① 김광현 • • • • 4 건

② 유병돈 • • • 3 건

③ 임종운 • • 2 건

④ 김지철 • • 2 건

⑤ 이창직 • 1 건

⑥ 최동신 1 건

⑦ 배영조 • 1 건

⑧ 장호영 • q 건

⑨ 김태종 • 1 건

⑩ 양찬석 • 1 건

⑪ 박규원 • 1 건

1 건

에니메이션（디자인에서 제외건의: 조영제）

• 삭제의견: 7건

① 신동우 • • 2 건

② 엄도식 • • 2 건

③ 신동헌 •

④ 한성학 •

1 건

1 건

⑤ 신능파 • 1 건

• 추가의견: 2건

① 이현세 •. 1건 만화가 오히려 적당함. 현재는 포함불가

② 강환영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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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디자인에서 제외건의: 조영제）

• 삭제의견: 9건

① 노수현

② 이도영

③ 김용환

④ 안석주

⑤ 이주홍

⑥ 김규택

• • • 3건

• • 2건

• 1건

• 1건

• 1건

• 1건

•추가의견: 11건

① 이현세 • • 2건

② 임청산 • 1건

③ 김경언 • 1건

④ 박기당 • 1건

⑤ 안의섭 • 1건

⑥ 김성환 • 1건

⑦ 박수정 • 1건

⑧ 권오웅 • 1건

⑨ 이원복 • 1건

⑩ 박수동 • 1건

표지디자인

• 삭제의견: 14건

① 고회동 • • • 3 건

② 김용준 • • • 3 건

③ 김환기 • • 2 건

④ 이상 • • 2 건

⑤ 이승만 • • 2 건

⑥ 정현웅 • • 2 건

• 추가의견: 9건

① 서기흔 • • • • • 5 건

② 정병규 • • • • 4 건 출판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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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디자인］

의상디자인

•삭제의견: 1건

① 최경자 • 1건

• 추가의견: 22건

① 앙드레 김 • • • • 5건

② 이신우 • • • 4건

③ 배천범 • 2건

④ 이영희 • 2건

⑤유희경 • 2건 이미 추가됨

⑥트로아 조 1 건

⑦ 배천범 1 건

⑧ 진태옥 1 건

⑨ 라사라학원장 1 건

⑩ 기성복 중심（반도패션, 삼성） 1 건

⑪ 석주선 1 건

⑫ 김영희 1 건

공예디자인

도자공예

•삭제의견: 없음

•추가의견: 18건

① 정담순 • • • • 4 건

② 김석환 • • • • 4 건

③ 한길훙 • • 2 건

④ 이부웅 • • 2 건

⑤ 김익영 • 1 건

⑥ 박석우 • 1 건

⑦ 권상오 • 1 건

⑧ 김재석 • 1 건

⑨ 조정현 • 1 건

⑩ 신상호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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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공예

•삭제의견: 4건

① 임숙재 • • 2건: 광고 디자인에 포함가능

② 장기명 • 1 건

③ 장기명 • 1 건

• 추가의견: 3건각각 1건）

① 백철 1 건

② 백태원 • 1건 목공예에 포함됨

③ 김성수 • 1건 목공예에 포함됨

금속공예

• 삭제의견: 6건

① 홍정실 • • • 3 건

② 김근수 • • 2 건

③ 이학응 1 건

• 추가의견: 24건

① 강창균 •••••••• 8 건 건칠공예에 포함됨

② 최현칠 • • • • • 5 건

③ 장윤우 • • • 3 건

④ 유리지 • • 2 건

⑤ 김승희 • • 2 건

⑥ 임옥수 • 1 건

⑦ 이봉주 • 1 건

⑧ 김정숙 • 1 건

⑨ 김기련 • 1 건

목공예

• 삭제의견: 4건

① 김성수 • • 2 건

② 백태원 • 1 건

③ 임홍순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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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 17건

① 최승천

② 최병훈 • • 2건

③ 민철홍 • 1건 제품디자인에 포함됨

④ 한도룡 • 1건 환경디자인에 포함됨

⑤ 곽대웅 • 1건

⑥ 박형철 • 1건

⑦ 곽계정 • 1건

⑧ 김덕겸 • 1건

건칠 및 석공예

•삭제의견: 없음

• 추가의견: 3건（각각 1건）

① 권상오 • 1 건

② 이창호 • 1 건

③ 정대유

염색공예

• 삭제의견: 2건

• 1 건

① 배만실

•추가의견: 12건

• • 2 건

① 이신자 • • • • 4 건

② 송번수 • • 2 건

③ 최열자 • 1 건

④ 신상재 1 건

⑤ 한상훈 • 1 건

⑥ 윤봉숙 • 1 건

⑦ 김희진 • 1 건

⑧ 정경연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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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삭제의견: 3건

①손석진 • • 2 건

② 문신규 • 1 건

•추가의견: 16건

① 민영백 • • • • • 5 건

② 장충섭 • • • • 4 건

③ 김원석 • • 2 건

④ 이범효 • 1 건

⑤ 김현중 1 건

⑥ 문광훈 • 1 건

⑦ 최정화 • 1 건

⑧ 민인테리어 • 1 건

환경디자인

•삭제의견: 1건

① 한도룡 • 1 건

•추가의견: 13건

① 조벽호 • • • • 4 건

② 김길홍 • • • 3 건

③ 김연선 • 1 건

④ 이상 1 건

⑤ 권영길 • 1 건

⑥ 김명석 • 1 건

⑦ 박영순 • 1 건

⑧ 권영걸 • 1 건

건축: 범주를 삭제하기로 함

• 삭제의견: 4건

① 박길용 •卜 • 2건

②이광노 •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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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희태

•추가의견: 11건

• 1 건

① 김원 • • 2 건

② 김석천 • • 2 건

③ 강명구 • • 2 건

④ 장석웅 • 1 건

⑤ 이승우 • 1 건

⑥ 서상우 • 1 건

⑦ 강석원 • 1 건

⑧ 윤도근 • 1 건

무대디자인

• 삭제의견: 6건

① 최연호 • • 2 건

② 원우전 • 1 건

③ 김정환 • 1 건

④ 김복진 • 1 건

⑤ 장종선 1 건

•추가의견: 1건

① 이병복 • 1 건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 삭제의견: 5건

① 박종서 • • • 3 건

② 박용귀 • 1 건

③ 최병태 • 1 건

•추가건의: 19건

① 김철호 • • • • 4 건

② 박대순 • • • • 4 건

③부수언 • •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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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도룡 1건 환경디자인에 포함

⑤ 최대석 1 건

⑥ 안종문 1 건

⑦ 곽원모 1 건

⑧ 강병길 1 건

⑨ 이순혁 1 건

⑩ 정국현 1 건

⑪ 박한유 1 건

［관련산업］

디자인재료

• 삭제건의: 3건

① 한봉림 • • 2건

② 전영탁 • 1건

• 추가의견: 5건

① 모나미 사장 • 1건

② 정사화 • 1건

③ 별나라화방 • 1건

④ 호미화방 • 1건

⑤ 남궁옥분（알파 여사장） • 1건

인쇄（삭제건의: 조영제）

• 삭제의견: 7건

① 김진환 • 1 건

② 김준기 • 1 건

③ 이일수 • 1 건

④유건수 • 1 건

⑤ 허종철 1 건

⑥ 이근택 1 건

⑦ 박흥식 • 1 건

•추가의견: 1건

① 윤형구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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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프로세스

• 삭제건의: 4건

① 오회근 • • 2건

② 김채홍 • 1건

③ 이시용 • 1건

•추가의견 1건

① 최상준 • 1건

한글기계화（삭제건의: 조영제）

• 삭제의견: 1건

① 장봉선 • 1건

• 추가의견: 3건

① 송현 • • 2건

② 안상수 • 1건

디자인출판

•삭제의견: 2건

①김현표 •• 2건

• 추가의견: 9건

① 김영애 • 1건

② 안상수 • 1건

③ 백종원 • 1건

④ 미진사 • 1건

⑤ 디자인사 • 1건

⑥ 안국문화사 • 1건

⑦ 시공사 • 1건

⑧ 안그라픽스 • 1건

⑨ 구영훈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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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고디자인

•삭제의견: 4건

① 김석도 • 1 건

② 문달부 • 1 건

③ 김동선 1 건

④ 이관구 • 1 건

• 추가의견: 9건

① 이태영 • • • 3 건

② 신성완 • 1 건

③ 박우덕 • 1 건

④ 김인석 • 1 건

⑤ 박태부 • 1 건

⑥ 이종석 • 1 건

⑦ 김문웅 1 건

CF

•삭제의견: 1건

① 윤석태 • 1 건

• 추가의견: 9건

① 강한영 • • • 3 건

② 이강우 • • 2 건

③ 한국환 • 1 건

④ 김한수 • 1 건

⑤ 이기태 • 1 건

⑥ 신능파 • 1 건

카피라이팅

• 삭제의견: 5건

① 조능식 • • 2 건

② 이낙운 • 1 건

③ 이만재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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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태형

• 추가의견: 7건

• 1 건

① 신용삼 • • 2 건

② 이인구 • • 2 건

③ 고동화 • 1 건

④ 최병광 1 건

⑤ 조병량 • 1 건

［평론］

평론

• 삭제의견: 5건

① 신인섭 • • • •
•

4 건

1 건② 이경성

• 추가의견: 6건

① 최범 • • 2 건

② 정시화 • • 2 건

③ 김병희 • 1 건

④ 박진배 • 1 건

［사진］

사진

•삭제의견: 13건

① 황철 • • • • 4 건

② 이용정 • • • • 4 건

③ 김한용 • • 2 건

④ 문선호 • • 2 건

⑤ 한영수 • 1 건

•추가의견: 18건

① 성낙인 • • 2 건

② 임영균 1 건

③ 배병우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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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해창 • 1건

⑤지운영 • 1건

⑥ 김규진 • 1건

⑦ 현일영 • 1건

⑧ 이창남 • 1건

⑨ 장영준 • 1건

⑩ 양세민 • 1건

⑪ 박기호 • 1건

⑫ 허종태 • 1건

⑬ 김한용 • 1건

⑭ 홍순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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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연구대상 중 '기타항목 의 삭제와 추가 의견

전시 • 공모

•삭제의견: 18건

① 해태포장디자이네3인전 •••••• 6 건

② 전국남녀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 • • • 4 건

③ 대한민국미술전람회 • • • 3 건

④ 조선미술전람회 • • 2 건

⑤ 한국산업디자인협회전 • • 2 건

⑥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 • 1 건

• 추가의견: 59건

①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 8 건

② 대한민국산업전람회 • • • • 4 건

③ 산미전 • • • 3 건

④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전 • • 2 건

⑤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전 • • 2 건

⑥ 한국산업디자인상 • • 2 건

⑦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전 • • 2 건

⑧ 대한민국공예대전 • • 2 건

⑨ 전국대학생디자인공모전 • • 2 건

⑩ 중앙그래픽 13, 17, 7인전 • • 2 건

⑪ 그래픽코리아 *85 • • 2 건

⑫ 현대실험작가 • • 2 건

⑬ 그래픽 4인전 • • 2 건

⑭ 대한민국실내건축가대 • 1 건

⑮ 대한민국건축대전 1 건

⑯ 한국일보광고대상 • 1 건

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1 건

⑱ 동아공예대전 • 1 건

⑲ 한국디자이너협의회 회전전（KDC전0 1 건

⑳ sdcicyber net（국제공모전） • 1 건

㉑ 전국대학미전 • 1 건

㉒ 정연종개인전 • 1 건

㉓ 우수문화상품전 • 1 건

㉔ 신상전 • 1 건

㉕ kosid 전 • 1 건

90



한국 디자인

® KPDA공모전 1건

㉗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원전•공모전 1건

㉘ 한국출판미술대전 1건

㉙ 한국이미지전 1건

㉚ 한국공예가협회 1건

㉛ LG국제공모전전 1건

® 현대자동차 대학생 자동차디자인 공모전 1건

® 연세대산업포스터전 1건

® 서울텍스타일경진대회 1건

® 서울선미공모전 1건

① 관광민예품경진대회 1건

® 한일교류전 1건

디자인 잡지

•삭제의견: 18건

① 코스마 4건

② 디자인저널 3건

③ 플러스 3건

④ 시각디자인 2건

⑤ 디자인 비즈니스 2건

⑥ 디자인 신문 2건

⑦ 계간 디자인 1건

⑧ 디자인 공예 1건

• 추가의견: 22건

① 디자인 넷트 8건

② 포름 3건

③ 산업디자인 2건

④ 월간도예 1건

⑤ 귀금속, 시계신문 1건

⑥ 월간 인테리어 1건

⑦ 월간 가구 1건

⑧ 디자인학연구 1건

⑨멋 1건

⑩ 월간공예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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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문 B

건의사항（전하실 말씀）

의견내용 분류

방법론 수정 : 11건

자문위 설치: 1

연구제목을 '공예 • 디자인사'로 변경하여 공예강화: 1

근대 디자인사의 시발점 늦추기: 1

기간을 90년대까지 확장: 1

역사적 맥락, 시대상황, 삶의 변화 속에서 디자인 파악: 1

사상, 철학, 문화의 흐름이 보다 중요: 1

작품분석 필요: 1

제품별 연구: 1

추가사항: 10건

여성 디자이너: 1

박기석: 1

인쇄분야에서 한국사연 사장: 1

서양디자인사와의 연관성: 1

ID디자인 회사•: 1

모형제작소: 2（기홍성: 1）

소규모 기획사무실: 1

기초분야 연구: 1

KIDP 역대원장: 1

쥬지아로: 1

주의사항: 9건

객관성 유지: 2

핵심부분 중점연구: 1

경제적 가치고려 평가: 1

흐름파악: 1

실적중심 평가: 1

비평적 자세유지: 1

비젼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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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재고: 7건

기준보강: 1

지속성: 1

종사기간 폐지 : 1

국제적 인물포함: 1

대상분류: 12건

인물 대상확대 : 4（광고디자인: 1 / 카피라이팅 : 1）

제품디자인 범위확대: 3（세분화: 2/ 범위확대: 1）

분야조정: 1（임숙재: 1）

사진재고: 2（제외 : 1 / 상업사진만 포함: 1）

의견별 검토결과

내용보강

• 디자인 전문회사를 분류, 조사하여 디자인 회사 창업에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업적 및 

현황파악을 통하여 역사의 자료와 근거가 남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초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일시 창업자, 주업무 내용 및 실적 등 파악）

검토: 창업일시, 창업자, 주업무 내용,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연구대상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창업에 도움이 될 정도로 자세히 실을 수는 없을 것임.

• 工藝 • design사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검토: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 지 모르겠으나 광범위해야 한다면 현대 공예의 다양한 장르를 보함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예보다 제품디자인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임

• 100년사 정리는 시대적,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 됩니다. 1세기를 좀더 비평적 자세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미래 디자인의 비젼, 가능성을 제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검토: 디자인사 정리작업의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된다. 보다 연구를 비평적인 자세로 

접근할 때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비판이 어떤 식으로든 시각이라는 

것이 개입될 것이다. 또한 아무런 시각없이 정리한다는 것도 성격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시각을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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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확대

• 디자인 각 분야별 인물을 다수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활동 및 작업내용을 조사, 수집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이 후세대 연구활동에 좋은 귀감이 될것입니다.

검토: 세부 범주에 대상이 적은 경우는 좀더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고디자인분야와 카피라이팅 분야의 연구대상을 좀 더 폭넓게 했으면 합니다.

검토: 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의 활동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합치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혹시 전체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부분적인 강조나 묶음의 부분으로 

해석되지 않토록 주의 바라며 기타 내지 반대 혹은 예（例）도 첨부하여 전체로 해석되기 바람, 특히 인물 

편인 경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수록되어 오해소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검토: 인물편에서 충분한 대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물 설정에 있어서 매우 난감한 것 같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물 설정이 필요하며, 디자인의 

포괄적인 조사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검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타당한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 工藝-design사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검토: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광범위해야 한다면 현대 공예의 다양한 장르를 보함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예보다 제품디자인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서울, 지방의 디자인, 공예 관련 협회에 관한 기록과 창립부터의 활동상황을 수록하다 보면 전국의 

디자인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검토: 현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전국적인 범위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방에서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활동이 두드러진 대상이 있다면 추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디자이너들의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돼는 이유는 구색으로서가 아니며, 현재는 여성디자이너의 

수가 훨씬 많으며 매해 각종 대학에서 배출되는 여성디자이너의 수는 압도적이므로 그 부분은 다루어야

94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함.

검토: 기준에 합당하다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현재는 자수 및 염색공예, 의상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 여성의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적게 포함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대상기간 축소

• 현대적인 한국 디자인의 기원을 1800년대 후반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검토: 현대적이라는 말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화기를 포함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서구 근대문물의 수용과 함께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서구적인 광고와 인쇄매체가 처음 생긴 것도 

이때이며, 실제로 신문광고 등이 존재했으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개화기 

이전과 이후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개화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품디자인 보강

• 조사기관이 시각디자인에 치중되지 않고 제품디자인 분야도 공정성 있게 조사가 되었으면 한다.

검토: 제품디자인이 시각디자인보다 본격화가 늦으므로 비중이 더 많은 것은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단 현재로서는 그 대상과 범주가 적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에서 시각디자인에 대한 분류는 세분화된 것에 비해 제품분야는 분류항목이 

부족함.

검토: 보강이 필요.

• 산업디자인 분야 속에 공산품을 세분화하여 다른 디자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검토: 충분히 타당함.

방법론 수정

•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일상에 사용되었던 （의, 식, 주 및 공공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정리를 당부드리며 인물중심적인 연구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에 Focus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인물과 기업체, 관련기관 협회와 학회, 전시와 공모 등으로 나눈 원래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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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며,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는 간략하게 각 항목별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원래의 연구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행해질수 있 

을 것임

• 기업체, 인물별로 연구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품' 별로 연구하여 시대적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것 

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90년대까지 넓히는 것은 어떨런지요?

검토: 이미 진행중인 본 연구의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품별로 연구할 경우에는 제품의 디 

자인

변천 자체에 대한 흐름은 잘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디자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상황과 

디자인사적 흐름, 디자이너 개인의 양식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행해질 때에 보다 분명히 파악될 수 

있을

것임. 즉 제품별 연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부분적인 심도 깊은 연구와 폭 넓은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임. 위에서 요구한 것을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이 그 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만약 현재의 방법에서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여러 대상에 대한 연구가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기준문제

• 인물 선정 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판단이 않감 예를 들어 김효, 박재진 등은 오래전에 잠시 

활동하고 현재는 전혀 소식이 없음（외국체류）

검토: 현재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때 활동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문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른 기준 예컨대 초기의 활동에 해당하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보다 활동이 더 두드러진 인물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 같음.

• 한번에, 디자인분야를 해석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해야할 핵심부분의 비중이 약해지지 않도록 부탁하며 

기관 특히 인물부분은 인기투표 같은 설문의 비중보다 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평가하고 지속성도 

참작하며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 인물도 첵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첫번째 의견은 핵심적인 부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두번째 의견은 실적과 지속성, 국제적 활동과 같은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이와 달리 

최초의 활동에 의해 포함시킨 대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안된 기준에 합당한 대상을 다수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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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설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 연령이나 업적 등）

검토: 이미 포함된 기준에 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 한국디자인 100년사라고 하면 구한말（4페이지에 나타난 대로 개화기인 1880년경）부터 기점을 

정하신듯 하나 그 당시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검토: 서구의 근대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는 협소한 정의에 근거한 주장이지만 서양의 디자인사에서도 

공예를 비롯하여 필사본, 인쇄까지도 포함시키므로 개화기의 디자인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본다면 한국의 고대에서부터 다루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적용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화기의 디자인 행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을 위한 전人M前史）로 보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역사성에 치우치다 보면 지나간 사건, 옛것, 원로 인물 등에 비중이 갈 것으로 생각되나 젊은 사람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기여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 실전적 사례, 현대적 마케팅과 

연결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역사성은 본 연구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원로 위주로 되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젊은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경제적 가치 

측면도 디자인의 성격상 중요하겠지만 디자인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 인물, 기업체 등 항목마다 선정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막연히 질문만으로 적절한 선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연구자가 선정의 기준을 밝히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한후 설문지를 돌리던지, 특히 

분야별 연구는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에 설문지에 답한 것으로는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검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많다. 각 항목마다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 작업에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가

• 연구대상 기업체 중에서 소규모의 기획 사무실이나 모형 제작업소^: 기민성, 기홍성 모형제작） 또는 

LD 디자인 회사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검토해서 추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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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지방문화를 오래전부터 특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문화는 물론 국가 

이미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적 디자인 발전 방향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각도 산업국 • 문화국에 의뢰하여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 본 연구에서 포함시킬 수 없는 대용임.

• GD mark제도 디자인 학회 출범, 문교부 국비 유학생에 디자인 부분 포함……

검토: 디자인사 서술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임.

• 행정관청에서의 디자인 도안, 사례 및 디자인실 운영의 지방자치 단체의 소개 등이 조사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디자인의 영역은 정책기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검토: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진흥기관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보완

• 디자인 100년사를 위한 편집위원의 자문기구를 두어 사료정리에 정확을 기하기 바랍니다.

• 디자인사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두어 수시로 자문하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 디자인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관이 어딘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디자인 운동은 어떤 협회가 

왕성하였는지 잘 찾아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현재 연구하고 있는 협회와 학회, 기관은 대부분 왕성한 활동을 펼쳤거나 펼치고 있다고 판단됨.

• 시각디자인 분야에 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각디자인은 그대로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전치 못한 부분이 많으며 국제 경쟁력에서 역부족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제품포장 

부분과 CI 부분도 내용보다는 거품이 지나치치 않나 생각되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진정시키고, 

아울러 2000년대의 경쟁력있고 디자이너를 생산하기 위한 디자인 자료를 짚는 건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검토: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연구에 포함되기 어렵고 다만 활동상황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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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디자인의 수용과 정착 과정에서 공예분야와의 외포 ♦ 내연의 관계를 포괄적이고도 탄력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당시의 공예디자인의 

실상에 즉해서 사실복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검토: 오늘의 관점보다 당시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용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진홍이 장려되고 디자인이 세계화되는 차제에 우리나라 디자인 역사는 비록 짧아도 유구한 오천년 

문화역사가 있습니다. 상고시대 이래로 현시까지 제시되는 모든 미술문화의 문명들을 집대성하여 현대 

디자인에 응용되고 연구되도록 디자인 박물관의 조속한 설립도 필요로 생각되며, 늦은 감은 있으나 

디자인 100년사를 집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

• 순수 예술이나 보도로서의 사진과 deQ은 얼른 연결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문 내용을 보니,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전화로 일단 그 잘못을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항목만이라도 

써 달라는 부탁이 있어, 정말로 단 한 항목만 썼으니 용서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이 전혀 없어 곤란했으나, 전화로 들은 바, 선구자적 인물을 고르라기에 그렇게 

선정했으며, V표한 사진가는 선구자적 입장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어서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단, 광고사진가라는 점에서는 디자인과 관련이 되겠으나 그렇게 되면 황철, 임응식을 비롯해 추가로 적은 

인물들이 빠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을 때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사진 항목이 디자인 100년사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다. 순수사진이나 보도 사진 등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분야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디자인과 연관된 광고사진이나 상품사진 식으로 항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검토: 상업사진만을 다루는 것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한국 디자인사라 함은 그 시대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과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조직, 인물, 

단체, 기구 위주로 연구 된다면 외형이나 겉모습 위주로 서술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그 

시대 문화 사상 배경에 관한 파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 됩니다.

검토: 본 연구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러한 우려가 나왔다고 생각됨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재정, 인원, 자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요구로 판단됨. 한꺼번에 완벽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종료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일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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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디자인 （나전칠기공예）란의 인물 중 임숙재는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숙재는 1928년 한국인 최초의 일본 동경미술학교（현 동경예대） 도안과 졸업생인바 귀국 후 그의 

활동행적으로 볼 때 그의 전공은 어느 한정된 공예영역이 아닌 광의적의 뜻인 공예도안 개념으로 

해석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의 졸업작품에 나타난 염색, 나전, 도자, 금속의 종합된 

공예도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그 당시 도안과 졸업생들의 작품목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의 도안과 교과과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영역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그의 전공으로서 어느 일정된 종목을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의 과도기적인 시대의 추이 혹은 사회적인 배경에서도 찾아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의 단명의 소치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어느 디자인 영역에 해당되는지 적절한 항목을 검토하여 주시고 혹은 새로 설정 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개척시대에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검토: 나전칠기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래픽 디자인에 넣기에도 그 활동이 적기 

때문에 애매하고 광고에 넣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판단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 산업 표준분류에 의한 업종별로 하던지, 또는 디자인 분야별로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는 

운송, 가전은 업종별, 포장, 광고 그래픽 등은 분야별임

업종별로 한다면（유통서비스, 음식료품 등으로 구분） 설문지 중에서도 젊은 축에 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분류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범주추가

• 연구대상 중에 디자인 발달의 중요 계기가 되었던 event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검토: 86 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국풍 81, 대전 엑스포를 부록에서 다루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 연구부분은 왜 빠져 있나요?

검토: '디자인 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불명확함.

• 디자인 진흥 등 부분은? 김희덕……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기관에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들어갈 수 있음.

• 외국（서양）의 디자인사와 연결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찾아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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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원칙적으로 본 연구에서 한 부분을 할애하여 연구할 성격은 아니며, 대신 각각의 연구대상에서 

필요한 경우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인물추가

• 관련산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활판시절에서 사진식자 시절로 전환되는 초기에 뚜렷한 역할을 하신 당시 '한국사연 의 사장님 

（성함 미확인）을 빼놓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추후 원하신다면 그 사장님 존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검토: 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핵심적인 범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덧붙혀서 관련산업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국사연 에 대한 문제는 

책임 연구원의 판단이 요구됨.

외국인 포함

• 최초의 국내디자인인 포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포니는 쥬지아로가 디자인하였고,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디자이너도 디자인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한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의 

외국인 디자이너도 필연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토: 현재의 분류방식에서는 포니만을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며, 현대 자동차 내에서 쥬지아로를 

언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객관성 유지

• 100년사의 의미는 향후 10년 동안의 읽혀짐보다 100년 뒤에도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기록인가가 중요 

하다고 생각되어 100년 전의 과거와 앞으로 100년 후의 미래까지를 시간축 선상에 놓고 좀더 사적（史的） 

의미를 지닐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史를 정리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작업이므로 더욱 객관적으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검토: 미래까지 고려한 정리라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누구나 선입관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기준을 조심스럽게 살펴나가는 외줄타기와 같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과 본 연구는 위에서 바라는 정리수준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로 충분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검토: 오천년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본격적인 디자인 행위뿐만 아니라 개화기의 디자인 행위들에 

대한 연구에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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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악한 자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시작 에 큰 의의를 

두고 우선 첫 정리를 하면 수정, 보완을 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작업은 후속적인 작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찬위원회를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검토: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편찬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본 연구팀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인명의 선정을 설문으로 하는 것은 마치도 인기투표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커미티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검토: 설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치므로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지만 외부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작업완료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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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即

설문 응답자 분포도 （기입자에 한함）

나이（총 82건）

50대 (25/82) 30.5%

(37/82) 45.1%

80대 (1/82) 1.2%
70대 (2/82) 2.4%

60대 (7/82) 8.5%

(10/82) 12.2%

직업（총 92건）

정책기관 (5/8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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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반영

（1）근대 디자인의 시발점에 관한 이견

근대 디자인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개화기로부터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보다 

훨씬 이후로 상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이영혜와 배만실 등의 의견은 본 연구의 기간설정 

과 일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1弘5년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견해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를 근대 디자인의 시발점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대 디자인 시점에 관한 견해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법은 개화기의 자료를 충분히 확 

보하여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혹은 1945년 이후의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디자인 행위를 폭 넓게 정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양 디자인사에서는 원시시대의 미술에서부 

터 디자인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사본을 디자인에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목판인쇄가 디 

자인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의 디자인사를 선사시대부터 다루는 작업은 단기 

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일차적인 단계로서 서양 근대문물의 수용과 더불어 시작된 

인쇄매체 등을 통해서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디자인과 공예의 연관성 및 디자인사 연구의 선명함을 위한 문제

본 연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필요한 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디자인이 아닌 공예분야라는 이유에 의해 삭제의견이 많았 

던 대상도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관립공업전습소', '한성미술품제작소',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교', '나전실업소', '태천칠공예소', '함흥양재학원 등의 경우는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삭제 

를 건의했다. 본 연구의 제목이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이므로 디자인에 대한 연구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공예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의 명칭의 변경이다. 예를 들면 진흥기관에서 삭제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조 

선총독부박물관과 '조선민족미술관은 명칭 자체에서 디자인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이 두 대상이 꼭 연 

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명칭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공예소장품'이나 조선민족미술관의 '공예푸 과 

같이 구체적인 디자인 관련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디자인과 공예의 분리 그리고 명칭의 불명확성은 본 연구의 선명한 성격확립에 장애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연구 제목을 '한국 공예 •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라고 변경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디자인 안에 공예가 포함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다 그러나 첫번째 방법은 공예의 현대 분야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며, 두번째 방법은 제 

목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여 공예를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초창기에 공예가 디자인을 포함한다는 의 

미에서 공예를 다룬다면 공예분야 전체를 모두 다룰 필요는 없고 공예가 가운데 처음에는 공예가로 출발 

하였으나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문제는 모 

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일에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또 있다. 공예 외에도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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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만화, 에니메이션, 인쇄, 디자인 관련산업, 평론 등은 디자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분야들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는 것이 한국의 디자인사 

를 정리하는 후속연구를 위해서 의의가 있겠지만 보다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검토

（가） 기본원칙

본 연구의 대상 선정기준은 역사성, 전문성, 대표성, 한국성 등이었다. 참고로 미술가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 인물을 선정한다면 작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작품의 수가 많고 적음에는 상관없이 그 작품이 당시의 미 

술상황을 대변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작품의 수가 아주 적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면 

현존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의 미술을 파악할 수 밖에 없기에 그 작품들은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디자인에 있어서 

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작품들이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거나 디자인의 발전을 주 

도했다거나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있을 수 있다. 이 특수상황이란 독자적인 경향이나 흐름이 없던 상황에서 한국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킨 기여도 등일 

것이다.

（나） 원안 검토

이 문제에 대해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과 새로운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준 가운데 전문성과 한국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다른 

기준들에 비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용어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① 전문성

전문성의 경우 전문성의 기준이 30년이라는 점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그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의미가 분명치 않으 

나 전문성이 꼭 기간에 의해 판단될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에 장기간 종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 

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도 남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문성이라는 기준은 또한 본 연구의 대상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들면 동시에 여러 분야에 

서 활동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분야가 개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시도했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인물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② 대표성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의 기준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품의 다소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박재진과 김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야 하겠으나 디자인의 수가 적다고 해도 영 

향력은 클 수 있고 작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디자인들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표성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여러가지 판단이 내포되어 있고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표성은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것이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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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③한국성

한국성에 대해서는 이를 정통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성이라는 개념의 적용은 대단히 어렵다. 먼저 디 

자인 자체가 한국성에 눈을 돌린 지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물들보다는 후대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더 한국적인 정서에 부합되는 것 같다 어떤 디자이너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디자인도 제작하였다 오히려 디자인이 한국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일어난다. 디자인 수출이 

라는 기치 아래 본격적인 진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수출을 위해 디자인이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련됨, 즉 

한국적인 특성인 소박함보다는 서구적인 경향의 디자인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에서는 정통성으로 대체하자 

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통성은 의미가 더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④ 역사성

원래의 기준 가운데 초기 디자인계를 개척한 인물은 충분히 연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역 

사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가치가 반드시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또한 본 연구가 역사적인 정리를 의미하므로 대상선정의 기준이 바로 역사성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 기준 역시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 제안된 기준들

이 외에 새로 제시된 기준은 국제성이나 세계성, 실험정신 혹은 창조성, 시대성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성이나 세계성은 국제적인 활동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벌인 것은 비교적 최근 

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디자인을 국제적으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험정신이나 창조성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디자인에서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에 부합되는 인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이며 외국의 디자인을 수용한 경우에 대한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대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준으로 보인다. 비록 시대성에 맞는 디자인을 창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디자인을 선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이 외에 대중성, 향토성, 보편성, 포용성, 기능성, 지속성 등이 있었다.

（라 결론

원안과 추가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활동과 작품의 수준일 것이고 판단되다. 여기에 추 

가로 실험정신 시대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기준들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선정기준에서 이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 이를 서술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에서 오는 적용의 

난점과 변화에 따라 판단되었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4）연구대상의 범주

본 연구의 범주에 대해서 산업표준 업종별 분류 혹은 디자인 분야별 분류에 의할 것을 제안한 분이 있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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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운송이나 가전은 업종별 분류이며 포장, 광고, 그래픽 등은 디자인 분야별 분류 

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디자인 분야별로 큰 범주를 나누고 그 세목은 업종별 

분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유는 디자인 분야별 분류가 그 하부적인 분류까지 포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범주와 관련된 다른 문제는 과거의 디자인 범주와 현재의 디자인 범주가 다르다는 점에 의해 발생한다. 과거에 미분 

화되었던 분야들이 현재는 세분화되어 있는가 하면 새로 생겨난 분야들도 많다.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인물들을 분류 

하는 작업 역시 용이하지 않다. 디자인이 전문화되지 않은 시대에는 특정 분야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동했기 때문에 현재의 세분된 분야에서 중복하여 다룰 경우 일목요연한 정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정 

분야에 포함시켜 그 분야의 활동만을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는 인물의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설정하여 이를 비중있게 다루되 다른 

분야의 활동상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현재의 분류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 

므로 대표적인 활동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5）연구대상의 추가와 삭제

범주나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신중을 요한다고 하겠다. 먼저 현재의 범주나 대상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각 항목에서 충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제외된 

항목들에 비해 선정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단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정리는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 

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상을 포함시키는 방법과 아주 엄밀하게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이다. 전자의 방법은 진홍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가장 근접한다고 하겠으나 자료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장점에 비하여 연구내용이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원래의 대상들을 최대한 유지하되 활동과 의의를 기준으로 삭제할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엄밀한 기 

준을 적용하여 추가하면서 다른 대상들과의 비교에 의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박물관 소장품으로 추천된 자료들이 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한다고 추천된 인물이나 디자 

인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6）부록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들에 관해서는 부록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은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할 자료 가운데 연구와 관련이 있지만 범주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부록은 

엄밀하게는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기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분류방식은 기업체, 기관 인물 등이다. 여기에는 개별적인 디자인 활동 주체들이 주된 구성요소들인데 예 

컨대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과 같은 이벤트에는 다수의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전체 연 

구대상들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일목요연한 정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게 된다. 원래의 범주에 들 

어갈 수 없으면서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면 부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부록이 너무 많아진다면 곤란할 것이고 또 

한 먼저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정리 후에 다음 연구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리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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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기관

:가. 설문지 검토

본 연구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는 본 연구에 있어서 몇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였으며, 

여러가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되 

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연구팀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디자인하우스로 보내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를 신중히 검토한 디자인하우스의 견해는 설문지 내용이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몇 항목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용자체는 좋다는 평을 

받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처음에는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의의를 알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한 

국디자인사 연구의 현상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였고 지적된 단점들을 보완하고 의미전달이 용이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몇 가지 항목을 제거하여 문항의 수를 줄이는 한편 문항들의 순서에 신경을 써서 한 문항에서 다음 문항으로 자연 

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본 설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각 분야별 대상선정에 관하여 의견을 자 

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에서 건의한 것처럼 쉽게 답할 수 있는 항목을 앞에 

배치하여 설문작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줄였다.

나. 조사대상의 주소협조

연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잡지에 실린 기사는 단편적인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고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본인이나 

기업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를 파악해야 했 

고，여기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필요하였다. 다행히 디자인하우스에서는 매년 *Design Dhstory'를 발행하여 최신의 자료 

를 확보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협조공문이나 설문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에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 

축시킬 수 있었다.

다. 논문목록 협조

한국의 디자인사에 대한 연구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학위논문들이 있었다. 학위논문은 

그 자체로 심도 있는 견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기본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가 

치가 많다고 판단되어 연구팀은 한국의 공예와 디자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디자인하우스에서는 여러차례 국내 학위논문 목록을 '월간 디자인 에 수록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를 컴퓨터 데이타 

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필요한 논문을 선별할 수 있었다.

라. 인터뷰 협조

연구대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디자이너 가운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생존하여 본인으 

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는 연구팀 외에 위탁기관의 

108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기자 및 사진기자가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본 연구에 필요함과 동시에 월간 디자인 에 실리게 됨으로써 인터뷰 인물에게 보다 큰 신뢰감을 줄 수 있 

었고, 직접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 내용의 충실함도 기할 수 있었다. 더구나 디자인의 속성상 시각자료가 필수적 

이었으므로 사진기자를 통해 양질의 사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마. 연구대상과 분류체계 검토

본 연구에서 분류체계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대상들에 관한 자료는 자칫 잘못하면 산만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류의 체계화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한 그 분류체계 

안에 포함되는 대상들 가운데 설문조사 이후에 추가된 경우도 많았고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를 통해서 이를 검토하였다

5. 직접조사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핵심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디자인사 관련 자료들의 DB화는 자료의 수집을 전제로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다소에 따라 본 연구의 충실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은 각각의 항목에 참고문헌 

으로 수록되었으며, 또한 필요한 내용을 요약 • 소개하였다. 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개화기부터 최근까지 한국 디자인에 대한 모든 텍스트와 사진 등에 대한 조사와 이를 선별하고 다시 이를 

정리하는 3가지 연구가 주된 내용이다.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에 1년간이라는 길지 않는 시간에 이를 수행하기 위 

해 연구의 대부분을 이곳에 집중시켜야만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이미 연구 계획서에 수록된 문헌은 물론 

새로운 자료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벌였다.

기본조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자료조사와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 조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 

구소 자체조사와 해당 인물이나 단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소 자체에서 발굴한 자료가 

주가 되며 경우에 따라 해당 단체나 기업체, 인물에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위탁기관인 월간 디자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연구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과의 긴밀한 접촉 외에 별도로 본 연구내용을 설문으 

로 작성하여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문헌자료는 본 연구의 핵심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문헌조사는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연구 계 

획서에 수록한 자료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연구의 기본 틀을 작성하였다. 연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추가조사 하였으며, 연구의 진척에 따라 계속 보강하였다.

연구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하였다. 디자인 잡지와 신문, 디자인 전반, 세분된 분야 혹은 인물에 관한 단행 

본들, 기업체나 협회 등 단체에서 발간한 사사집 혹은 협회지들 그리고 예술원이나 한국문예진흥원 등 자료 목록을 수 

록한 단행본들, 기타 옛 자료들이 수록된 오래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료도 상당히 있었으며 그 외에 문헌을 소개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실제 내용을 찾았다 직접 사용가능한 자료, 예 

를 들면 동아일보 축쇄판（창간호에서 1928년까지）, 디자인지（창간호에서 현재까지）, 각 분야와 인물 관련 단행본, 기업 

체의 사사집 등이 있으며, 문헌이 소개된 자료로는 각종 개화기부터의 각종 문헌을 소개한 총람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자료 외에 디자인 실물과 디자인 관련 사진 혹은 도판 포함 자료들을 계속 찾아 내었다. 디자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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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각자료들은 1차 사료의 발굴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수집되었거 

나 수집 중인 자료들을 토대로 여기에 추가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또한 자료들의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각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파악과 수집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우선 가장 중점을 두 

었던 것은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먼저 예상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 디자 

인 관련행사나 문헌을 소개하는 총람 등을 통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여러 도서관이나 기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인물에 관한 자료는 본 연구팀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작품집을 참고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새로 확보하였 

다

7卜 디자인전문지 기사검색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된 자료가 바로 디자인 잡지의 기사였다. 디자인 잡지는 그 양이 매우 방 

대할 뿐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야 했고 어느 한 장소에서 한번에 다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서 자료수집을 해야 했다.

디자인 잡지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부터 발행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료의 수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필요한 자료를 고르는 것에 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구나 연구중간에 새로 추가된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기사검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다.

연구수행 중에 다행히도 디자인전문지의 목차가 컴퓨터에 입력되면서• 기사의 검색이 보다 용이해졌다. 검색한 디자 

인 잡지는 본 연구의 디자인 출판분야에서 디자인 잡지 항목에 포함된 대상을 주营 하였다.

이 잡지들에서 필요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취하였고 사진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 일간지 기사검색

연구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에 초창기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 이유는 디자인을 다루었던 미술잡지나 디 

자인 전문잡지가 197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등장하여 그 이전의 공예와 디자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에서 

관련기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신문으로 동아일보 축쇄판 등을 검색하였는데 여기에는 초기 공예와 도안 

에 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하는 기고문을 비롯하여 각종 활자체의 공모, 각종 전시회, 광고현상대회 등의 자료를 발굴하 

였다.

다. 단행본 수집, 검토

디자인 전문지와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그 심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단편적인 사실을 기술한 글들이 

많아서 보다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단행본들이 필요하였다. 현재 디자인 

사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도서는 많지 않다. 공예와 광고 한국 디자인의 전반적인 전개를 다룬 책들이 있었다. 적은 

분량이지만 이 책들을 통하여 중요한 인물이나 기업, 공모전 등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단행본에는 도서관에서 찾은 기업의 人社史）도 포함되어 있다. 사사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연혁（沿革）과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 디자인과 광고 등에 대한 자료의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달 

라서 보충자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다룬 논문 역시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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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조자료의 검토

인물과 기업체에서 협조받은 자료는 매우 다양했다. 디자이너의 작품집을 비롯하여 기업체의 사사, 광고모음집, 그 밖 

에 공문에서 꼭 필요하다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여 보내준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한글, 한자, 영문 명칭, 주소 생년월일이나 기업체의 창립일, 설립자, 약력이나 연혁 등이 있었 

으며 자신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내용과 사진자료도 있었다. 이 외에 자신들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협회활동 

이나 사진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마.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원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는 '월간 디자인 과 협조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를 우선으로 하였고 인터뷰 내용에는 본 연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켰다. 인물의 약력과 사진, 

활동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가 실시되기 이전의 인터뷰도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대디자인의 최연호 （1996년 3월）

한국의상의 최경자（1996년 4월）

타입페이스디자인의 최정순（1996년 1월）

. 디자인 재료의 전영탁（1996년 6월）

일러스트레이션의 김영주（1996년 7월）

애니메이션의 신동헌（1996년 11월）

인쇄프로세스의 이시용（1996년 12월）

상업사진의 김한용（1997년 1월）

디자인 평론의 이경성（1997년 2월）

출판의 한창기（1997년 5월）

인테리어디자인의 조성열（1997년 7월）

가전제품디자인의 박용귀（1997년 12월）

한글기계화의 장봉선（1998년 3월）

그래픽디자인의 김교만（1998년 8월）

표지디자인의 조병덕（1998년 9월）

CF애니메이션의 문달부（1999년 5월）

상업사진의 문선호（1999년 6월）

조명디자인의 민철홍（1999년 7월）

그래픽디자인의 이근배（1999년 10월）

바. 인터넷 자료검색

본 연구의 항목에 포함되는 대상 가운데 대기업들은 점차 홈페이지로 자신들의 역사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예도 있고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홈페이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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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등은 기존의 사사와 비교하여 최근의 자료까지 소개되어 있어서 사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진자료의 경우에는 작은 자료들이 많아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잡지나 사사의 자료를 다시 스켄받아야 할 때 

가 많았다.

기업체에 비하여 학교나 인물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미술대학이나 각 학과의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미술대학의 디자인 교육의 역사에 대한 일관된 자료 정 

리가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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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한국 디자인 사료 史料 ）의 DB화에 관한 연구

제3장 / 자료의 DB 화

제1절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 디자인의 분류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은 본래의 목표에선 없었던 과제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디자인 

분야에 관한 분류체계의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연구의 성격상 연구대상들을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정리하 

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수 없이 의견을 교환하였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다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첫번째는 기존의 디자인 분류방식이 미완에 

그치거나 그 자체로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어들의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애매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몇번에 걸쳐 정리해낸 분류체계표는 다음에 첨부한 자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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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제2절 자료의 입력과 정리

본 연구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 바로 자료의 입력과 정리였다. 이 작업은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연구 계획서의 자료들을 찾아 입력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모든 작업이 실시되는 중에도 끊임없이 지 

속되었다. 입력자료는 참고문헌내용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항목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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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제3절 선정대상의 추가와 삭제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선정대상의 적절성 여부는 특히 신중함을 요하는 일이었다.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최초의 연구 계획서에서 선정한 대상들이 최종결과에서는 상당히 보완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분으로부터 자문을 구해 대상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설문조사는 디자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다. 설문에서 각 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물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많은 설문자로부터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다. 삭제의 경우는 본래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로 극히 제한하거나 본인의 강력한 대상의 선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또한 사망한경우와 연락이 두절 

된 경우 본인이 자료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사항 

과 삭제되는 항목이 계속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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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0
제 4 장/ 분야별 DB화

제1절 분야별 입력내용

1. 인물

2. 기업

3. 기관

4. 협회

5. 공모전

6. 디자인출판

7. 관련산업

제2절 연표





한국 디자인 사료 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제 4 장 / 분야별 DB화

제1절 분야별 입력내용

•각 분야별 연구 내용의 입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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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분야］ 그래픽디자인

［성명］ 이병현（李乗琏/Lee Byoung-Hyun）

［생몰연대］ 1911년 11월 23일너950년 1월 3일

연보

1911. 11. 23 서울 관수동 출생

1931 고등보통학교 졸업

1934 일본 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13회 선전에서 입선

1946. 9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출강

1948. 7 「국제보도』표지화 게재

1950 사망

연구내용

이병현（李秉球）은 임숙재, 이순석, 한홍택 등과 같이 광복 전 암울했던 시절에 일본에 유학한 디자인계의 선구 

자이다. 그는 디자인이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래픽디자인을 비롯해 무대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젊은 나이에 작고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병현은 1911년 11월 23일 서울 관수동에서 태어났다. 1931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미 

술학교 도안과에서 응용미술 수업을 받고 돌아와 처음에는 협전（協展）과 선전（鮮展）을 통해 유화작품을 발표하였 

다. 그 후엔 무대미술에 관계하기도 하였고, 일제말 암혹기에는 시골에 은둔하여 전원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후 

새로 발족한 서울대학교 미술학부에서 교편을 잡으며 초창기 산업미술가협회에 가담하여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러 

나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서 지내다가 1950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성장기와 생존시의 생활은 윤 

택한 편이었으나 타고난 허약체질에다 풍류와 술을 즐겼고 때로는 기행（奇行）을 일삼으며 다소 절제없이 젊은 세 

월을 보내느라 남겨 놓은 작품의 수는 많지 않으며 유작 대부분이 6 • 25사변을 겪는 동안 거의가 망실되었다.

이병현은 한홍택과 함께 활동하였지만 일찍 작고한 탓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미술에 뜻을 둔 

것은 보통학교 시절부터이다. 당시 그가 다녔던 주교（舟橋）보통학교에는 화가 김종태（金種泰）와 윤회순（尹喜淳）이 

도화（圖簡） 전담교사로 근무하며 선전입상 등 대외활동이 활발했었는데 이병현은 이듈로부터 직접적인 영항을 받 

았다. 그가 일본에 유학하였을 당시 대부분의 미술 유학생됼이 서양화나 동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도 

안이라 통칭된 응용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이병현이 이 분야를 택한 이유나 당시의 활동상황을 확실 

히 전하는 자료가 없다. 그는 1934년 졸업한 후로도 한동안은 도쿄에 머물며 전시회 출품 등 작품활동을 계속했 

다.

귀국하여 디자인분야에서 활약할 기회가 마땅치 않았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회동이 이끄는 조 

선서화협회전과 선전에 참여했다. 당시 화단의 초년생이었던 까닭에 조선서화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13회전부터 폐 

지된 15회전까지 매년 출품해 입선했으며 선전에는 1934년 13회때 한번 입선했다. 당시 회화나 조각을 하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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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공모전과 개인전을 통해 계속 화력（富力）울 겨루며 예술가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으나 디자인（도안）을 전 

공하는 미술인듈은 일부 공예가를 제외하면 등용할 수 있는 관문이나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예술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거나 금전적으로 작품가처를 측정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이병현은 화우돌과 개인적 교류는 하면서도 규칙적인 직장생활이나 단체에의 

예속을 거부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였다. 이때 연극 등 공연예술인과도 교류하며 연극, 악극, 무용 등에도 관심 

을 가졌다. 1983년도 연극계를 결산한 이서향의 회고기（「조광』1938년 12월호）에서 " '랑만좌'의〈죄와 벌〉은 공연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병현의 장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소득이었다■고 평했다.

'30년대 말에 들어 일제의 강압적 통치는 더욱 심해져 예술분야 활동에도 여러 제제가 있었다. 또 침략전쟁의 

전운이 깊이 감돌자 평소부터 일인들에 예속되거나 일본을 위한 예술활동을 거부해 온 이병현은 경기도 포천 고모 

리에 내려가 은둔하였다. 이 시기를 투병과 병후 조리로 시골에 조용히 머물던 이병현은 해방이 된 이듬해 봄에 

서올로 올라왔다. 오랫 동안 떨어져 있던 화우들과의 친교도 다시 시작되었고 산업미술가협회에도 참여하였다.

1946년 9월 국립대학으로 통합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미술학부가 설립되면서 이병현은 여기에 출강하였다. 

이때 미술부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안의 4개 학과가 있었는데 이병현은 개교 초 장발의 추천으로 1학년생의 

기초도안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서울대학교의 뱃지를 디자인하였다고 한다. '국립서 

울대학교 의 한글 자음 첫자를 따서 형성한 열쇠형의 기본도형으로 디자인하였는데 여기에 횃불과 펜을 교차시키 

고 올리브 잎사귀로 환을 돌리고 가운데에는 책을 펼쳐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 라 써 넣어 종합 형 

성화함으로써 뱃지와 휘장으로 사용하게 된 듯하나 그가 서울대학교의 뱃지를 디자인한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확 

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병현으로서는 처음으로 한 취직이었으며 생애를 통하여 유일한 직장생활이었다.

그러나 얼마안가 교편생활을 그만 둔 이병현은 본격적으로 산업미술（그래픽디자인） 활동을 하였다. 한홍택 등이 

중심이 돼 1945년 12월 발족한 '조선산업미술가협회'는 이듬해 5월 창립전을 가진 후 매년 두차례씩（봄 • 가을） 회 

원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병현은 제2회전부터 참여하였다. 3회전은 1947년 5월 동화화랑에서 개최되어 13명의 회원 

이 33점의 포스터를 전시하였다. 이병현은 무대전막（舞培前幕）과 두 점의 포스터를 출품하였다. 고자수（古刺繡） 

구성으로 된 이 무대막은 켄트지에 채색화로 도안되었는데 홍배나 민화에 나오는 소재를 장식적 의장으로 표현하 

여 구성하였다. 장생의 의미로 상징되는 서수（瑞獸）, 서운（瑞雲）, 신수（神樹）, 해파（海波）, 월정（月精）, 삼산（三 

山）, 괴석（梅石）, 불로초 등의 길상문（吉祥文）이 조합되어 디자인되었다. 다른 한점의 포스터는〈8 • 15 이후〉란 제 

명（題名）과 영문자로 'KOREAN RHAPSODY'와 같은 뜻의 러시아어 부제가 붙은 회화적 표현의 포스터이다. 우리 

나라 산천의 모습을 전체 화면 바탕에 깔고 한쌍의 투계（闘鶏）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겨루고 있는데 북쪽의 닭 

의 머리가 깊숙히 넘어와 응시하는 모습이다. 이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처（對峙）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잘 묘 

사하고 있어 한편의 드라마률 보는 듯한 실감을 준다.

이해 여름 '관광포스터' 테마전을 기획한 산미회원들은 단양과 경주로 스케치 여행을 다녀왔다. 이때 제작된 것 

이 관광포스터〈경주〉와〈다보탑〉이다. 회자（繪字） 작품인〈경주〉는 켄트지와 유지（油紙）에 그린 해서체（楷書體） 

의 문자화이다. 각 자획（字劃）에는 신라문화의 진수（眞髓）라 할 와당, 불두, 금강력사, 십이지상, 연판문（蓮辫紋） 

등을 묘사하고 좌측상단엔 전서（篆書）로 '경주'라 쓰고, 그 하단엔 파탑상부인 보협인탑을 배対하였다. 문자를 장 

식적 디자인의 요소로 다루어 전체적으로 고도（古都）의 옛 문화성격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다보탑〉은 불국사의 

법당을 잔잔한 배경으로 처리 하고 그 위에 단아（端雅）한 탑파가 창공의 구름 속에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담 

백하게 표현되었으나 이 작품은 망실되었다.

또 이해 늦가을엔 진해와 남해안 일대에 스케対 여행을 하였다. 해군함정을 빌어타고 일주일 가량 답사를 하고 

돌아온 후 심한 열병을 앓아 1점만을 완성하였다. 남해안 어촌 풍경을 묘사한〈해안풍경〉은 그물을 펼쳐 널어 말 

리는 정경이 화면에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 검은 세선（細線）의 터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보다 앞서 제작되어 초기 산미전에 출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회자（繪字） 포스터〈KOREA〉가 있다. 화 

면 전체에 배열된 영문자 각 자획에는 화각문양 등에 나타나는 민화적 소재들이 회화적 요소로 구성, 디자인되었 

다. 두꺼운 켄트지에 포스터컬러를 사용, 진채（I買彩）수법으로 표현된 작품인데 지금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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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문자에 원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K： 운봉（雲鳳） • 운학（雲鶴） 등의 서금도（瑞禽圖）

0： 모란 • 국화 • 연화 • 해당화 • 불수 등의 화훼（花卉）또는 백화도（百花圖）

R： 용 • 기린 • 신구（神龜） • 어룡（魚龍） 등의 서수도（瑞獸圖）

E： 천신 • 학탄 여인 • 견우직녀 • 수성노인 • 삼선인（三仙人） 등을 그린 신선도

A： 운학 • 사슴 • 호랑이 • 옥토끼 • 어련（연당） • 봉황 • 공작 등의 장생도

전체적으로 수복길상（壽福吉祥） 사상이 묘사된 전통적 민화요소가 망라되었고 그 상단에는 회문대（回紋帶）를 

둘렀다. 여기에 채용된 소재둘을 각기 커다란 접시에 그린 접시화가 수십 점 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들 

이 모두 유실되었고 사진 등 그 실체를 담은 혼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이병현의 포스터 작품은 모두가 

한국적 소재를 주로 한 회화적 기법의 일러스트레이션이었으며 산업디자인다운 요소보다는 순수회화의 기풍이 더 

강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디자인 작품（포스터 등）이 실용화되는 단계는 아니었고 작가 자신의 순수한 예술성향 

에 따라 개인의 창의력 개발이나 감상（鑑賞）의 주대상이 되었으며, 생활 속에 활용되는 기회는 극히 적었던 것으 

로 보인다.

1948년 7월에는 당시의 시사종합 보도잡지였던 1■국제보도』에 표지화률 그려 게재하였다. 이 역시 토속적인 농촌 

의 한 장면을 펜화로 그려 묘사하고 담채로 채색한 풍속화풍의 책표지 이었다. 같은 호의 잡지에「산업부흥과 미 

술」이란 글을 쓴 이병현은 당시의 산업풍토와 산업디자인을 매우 힐난하여 •왜인이 버리고 간 상품의 위조며 선전 

포장도안까지 왜식을 무조건 모방하는 사업가와 도안가, 심지어는 왜인가무기문자（倭人歌舞技文字）까지 포스터와 

상표에 등장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죽제품（竹헤品）, 유기제품（鐘器헤品）, 수예품 등 공예품이 조약（粗弱） 

하게, 아무 발전없이 구태의연하게 산출되고 있음은 위대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한 후예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다. 결국 이 책임은 산업미술인에게 돌아오게 된다. 산업미술인은 응당 이 책임을 져야 하며 분발심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건강이 좋지 못했던 이병현은 창작의 열의가 많이 위축되었고 작품제작의 진도도 매우 느리 

었던 듯하다. 1948년 가을부터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어 몸져눕게 되었고 1년 반 가량을 투병하다가 1950년 1월 

3일 아침 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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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병현. 서을대학교 뱃지.

이병현. 관광포스터〈코리아〉. 1947.

이병현. 관광포스터〈경주〉.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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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그래픽디자인

［성명］ 한홍택（韓弘澤/Han Hong-Talk）

［생몰연대］ 1916년 5월 22일〜1994년 4월 30일

연보

1916. 5 서울 출생

1934 협성고등학교 졸업

1937 일본동경도안전문학교 졸업

1939 일본동경제국미술학교 회화연구과 회화전공 ,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수학

1940 조선미술전 첫 출품（이후 3회 출품）, 서양화 록과회 출품

1943 유한양행 미술부장

1946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설, 동협회 회장 및 대표이사 역임, 재동경미술가협회에 출품

1950 대한민국대통령 휘장 디자인 , 대한민국국장 심사위원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심사위원 , KOTRA 디자인위원 , 국제관광

공사 디자인 심사위원, 문교부 교사 자격심사위원, 전국산업도안 심사위원 역임, 문공부 해외 관광포스터 제작

1952 제1회 한홍택산업개인전 （7. 15〜20 서울신문사 후원）

1953 구미 각국의 관광 포스터 제작, 개인 미술연구소 창립

1954 국전 서양부에 무감사로 출품

195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강사로 재직, 명동에 한홍택 도안연구소 개설

1958 제2회 '한홍택 모던디자인전'（소공동 중앙공보관）

195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교수로 재직

1960 동남아 현대작가전 출품

1961 제3회 '한홍택 그래픽디자인전'（중앙공보관）

1962 제4회 개인전（중앙공보관）,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역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 석사학위 수여

1963 신상회（新象會） 회원

1964 한홍택 문하생 그래픽디자인전（종로YMCA 화랑）, 제5회 개인전

1965 세계공예회의 회원（WCC）

1966 제6회 개인전, 대한민국상공미전 추천작가로 제1회 상공미전 심사위원 역임

1967 제7회 개인전 '한홍택 시각언어전'

1970 시각디자인전

1972 서울시 문화위원 및 K.O.C 문화분과위원 역임

1974 제8회 개인전 （신세계미술관）

1975 덕성여대 응용미술과 교수 및 미술학부장 역임

1976 제9회 개인전 및 회갑기념전（문헌화랑）

1980 제10회 개인전（그로리为화랑 초대）, 서양화 100인전, 대만그래픽교류전, 한미그래픽합동전 출품, 서울시 도시건축

지도심의위원 , 전매청디자인 심의위원 , 한국현대디자인학회 명예회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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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덕성여대 교직을 마지막으로 교육계 은퇴

1982 남가주 한국미술가협회 초대 및 LA 한국일보지사 후원 그래픽과 유화작품 개인전（미국 LA 삼일당 화랑）

1984 그로리치화랑 초대로 한홍택 중남미 스케対 채화전

1985 단국대학교 대학원 강의

1993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1994. 4. 30 사망

연구내용

한홍택（韓弘澤）은 우리나라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을 때 활동하였던 한국 디자인의 제1세 

대 기수로서 국내 최초의 디자인 단체인 '대한 산업미술가 협회' 를 창설하여 한국 디자인계를 이끌어 온 개척자이 

다.

1916년에 서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디자인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1937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주간에는 동경 제국미술대학에서 회화를 , 야간에는 동경도안전문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귀국하여 

1954년까지 유한양행의 아트디렉터로서 광고업무를 하였고 퇴사한 후 1956년 한홍택도안연구소를 개설하였다. 

1953년부터 9회에 걸친 디자인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1946년 조선산업미술가 협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와 홍익대학교 공예과를 거쳐 정년퇴직까지 덕성여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

대외 활동으로는 1950년 대한민국 국장 심사위원, 국제 기능올림픽 한국 심사위원, KOTRA 디자인위원, 국제 관 

광공사 디자인 심사위원, 문교부 교사자격 심사위원, 전국 산업도안 심사위원을 역임, 1965년에 세계공예회 회원이 

되었고 1966년에는 대한민국 상공미전 추천작가로서 제1회 상공미전 심사위원을 맡았다. 그리고 디자인계에 기여 

한 공로로 1993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다. 조선미술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경력이 있는 그는 디자인 

활동과 함께 서양화 '녹과회' 에 출품하는 둥 특히 은퇴 후부터 1994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뜔 때까지 회화작업 

에 매진하였다.

한홍택은 재학 중 일본 기업채의 광고작품 모집에 종종 응모하여 용돈을 마련할 정도로 디자인에 재능을 보였 

다. 그는 당시 순수미술에 가려 외면당했던 디자인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하였고 귀국하자마자 디자인 분야에 

서 경력을 시작하였다. 1940년에 초창기 한국광고사에 주요한 기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유한양행에 아트디렉터로 

입사하였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유학한 창립자 유일한의 영향으로 일网기 광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광고제작에 많 

은 힘을 기울였다. 여기서 그는 김용중（金容重）, 조능식（趙能植） 등과 더불어 14년간 광고제작에 몰두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퇴사 후 독립해서 최초의 개인 디자인 연구소인 '한홍택 도안연구소' 를 1956년에 개설하여 디자이너로 

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 외에 한홍택은 디자인계의 발전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일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였다. 1946년에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의 전신인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 이완석, 조병 

덕, 엄도만 등의 창립회원들과 함께 1946년 5월 창립전에 이어 11월 동화（東和）화랑에서 연달아 2회전을 열어 미 

술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협회는 그 후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 

홍택은 30년간 이 협회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디자인 개인전을 이례적으로 개최하여 디자이너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그가 본격적으로 디자인 전시활동을 벌여 나간 것은 1953년부터였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였고 디자인이 

도안이나 산업미술 등으로 통용되던 때에 '디자인전이란 이름을 내건 것 자체가 획기적이었을 뿐 아니라 디자인 

을 작품으로서 전시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 '디자인이란 이름을 붙인 개인전을 연 사람은 

이순석이 최초이지만 '디자인전이라는 용어를 이순석이 처음 사용한 것을 제외하곤 '시각언어전', '그래픽 디자인 

전' 등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 개인전을 연 것은 한홍택이 처음이었다. 1958년 '모던 디자인전', 1962년 '그래픽디 

자인전', 1964년 '그래픽 아트전', 1969년 '시각언어전' 등 그가 매년 이름을 바꾸어 개인전을 열었던 것은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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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계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제1회 '한홍택 산업미술 개인전 을 필두로 9회에 걸쳐 계속된 디자인 전 

시활동을 통해 그는 디자인의 뿌리내리기에 힘썼다.

한홍택의 그래픽 작품의 특징은 초기 유한양행에서 작업한 광고작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회화적 일러스 

트레이션과 간결한 형태, 중복구성, 평면성, 비대칭 구성 등과 같은 모더니즘의 그래픽 기법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개가 묘사력이 뛰어난 뎃셍을 기반으로 한 회화적인 작품은 그래픽의 규격화된 성격과 한정된 제약성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적 시각미가 발현되어 있다. 이러한 회화성은 그가 디자인과 회화를 전공한 데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지 

만 당시 그래픽디자인의 초기 경향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디자인 활동에 수반되는 사진술, 제판술 등이 

병행하여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그리기이lustration)를 중심으로 하여 포스터나 상품포장, 신문광 

고를 제작할 수 밖에 없었던 제작환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가 일본에서 접한 서구의 모더니즘의 영항이 그의 작품에서 독특한 형태와 색채로 나타난다. 동경제국대 

학 졸업작품에서 볼 수 있듯 장승, 한복을 입은 여인이나 패랭이를 쓴 남자가 서구 기준의 인체 비율로 그려진다 

던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노란색 배경이 황량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구적인 성향과 한국적 소재의 

결합은 광복 후 각종 전시회 포스터와 관광 포스터에도 종종 나타난다. 그의 회화적 모더니즘 그래픽 기법은 세련 

된 시각 언어로 일반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초기 디자인 교육에 자연스럽게 도입되었 

으며 그가 조직한 산업미술가협회의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영항을 주었다.

한홍택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뿐 아니라 당시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디자인계에서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구태의연한 '도안 이라는 말이 현대적인 '시각디자인 이라는 

용어로 바뀌기까지 그의 공헌은 지대했다. 그는 교육일선에 머물면서 장기적인 대학교육과 '한홍택 도안 연구소' 

와 같은 최초의 현대적 개인 연구소를 개설해 단기적인 연구소 제도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디자인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우리 디자인사의 산 증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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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택 . 일본동경도안전문학교 졸업 작품. 1939.

한홍택. 1960년대 작품.

한홍택. 개인전 출품작. 1959.

한홍택. 제9회 개인전 출품작. 1976.한홍택. 수춤상품 포스터.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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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분야］ 그래픽디자인

［성명］ 김교만（金教滿/Kim Gyo-Man）

［생몰연대］ 1928년 9월 7일〜1998년 6월 21일

...........
1928 공주 출생

195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권순형과 K-K 디자인 사무실 설립

1964 진명여고, 동양방직（주）, 성심여고, 서울예고 등을 거쳐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부임

1968 서울특별시 문화상 공예분과 수상

1967〜84 한국산업디자인전 출품

1970〜80 국전 초대작가

1970〜86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1972 한국시각디자인 협회아（SVD） 초대회장

1974 서울시 지하철 심벌마크 및 내부 디자인

1976 한국산업디자인전 대회장상 수상

1976〜80 서울과 런던 등지에서 3회 개인전

1978 영국 세인트마틴스 미술대학 그래픽디자인 전공,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심벌마크 및 포스터디자인

1979 제9회 부르노 국제그래픽디자인 비엔날레 초대작가 출품

1980 『한국의 율동 일러스트레이션』1집 출간

1980-84 한일은햄 , 한국주택은행 , 중소기업은행 , 대한투자신탁 CIP제작

1982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주최 노마국제콩쿨 특선, 서울시 지하철 3 • 4호선 토탈디자인 제작, 한 • 중 디자인

교류전

1983 조일광고대상 심사위원장, 유네스코 아동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콩쿨 2등 수상

1984 체신부 우정 100주년 기념 특별우표 디자인,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특별우표 디자인

1985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회 일본초대전 출품

1986 「한국의 율동』일러스트레이션 2집 발간, 정연종, 김현, 나재오와 함께「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를 발간,

동경 '86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초대작가, 제10회 아시안게임 문화포스터 및 그림엽서 디자인

1987 김포국제공항 사인보드 및 픽토그램 디자인, 제24회 서울 올림픽 문화 포스터 디자인

1988 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제작, 일본 세이부 백화점에서 열린 'So니 of Seo니'전시회에 디렉터로 선정

1989 동남은행 CIP제작

1991 제노바 EXPO 한국판 총 디렉터

1992 한국 방문의 해 심벌마크 및 로고 제작, 대한민국관 설계 • 심벌마크 • 로고타입 • 마스코트, 'PATA 1994* 심벌마크

및 로고 제작

1993 동탑산업훈장 수훈

1994 서울대학교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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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선정 최다 득표자로 기록

1998. 6. 21 사망

연구내용

김교만（金敎滿）은 한국인의 정서를 일러스트레이션을 표방하여 국내 일러스트레이션의 본격적인 장을 연 인물 

이다.

1928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김교만은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였고 1978년 미국 

세인트마틴스 미술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수학했다. 진명여고, 동양방직（주）, 성심여고, 서울예고 등을 거쳐 

1964년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1994년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권순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전문디자인 스튜디오인 'K-K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성방직, 대한제분, 서울의 

대의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대표작으로 1982년 서울시 지하철 심볼마크와 내부디자인과 3호선과 4호선의 토탈디 

자인, 한일은행서980）, 한국주택은행（1982）, 중소기업은행서983） 등의 CIP가 있으며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 

념 심볼마크,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 문화포스터, 한국 국제공항 사인 시스템, 1988년 올림픽문화포스터, 1994 

년 '한국방문의 해' 심볼 등이 있다.

1986년에는 정연종, 김현, 나재오와 함께「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를 발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1988년 

일본 세이부 백화점에서 열린 'So니 of Seo니'전시회에 디렉터로 선정되었다. 1979년 부르노 국제그래픽디자인 비 

엔날레 초대작가에 이어 1982년 노마（Noma）국제콩쿨에서 특선하였다. 1996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실시한 한 

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선정 최다득표자로 선정된 그는 작품활동 외에 조선일보광고대상 심사위원장을 19년 동 

안 역임하였으며 한국산업디자인전 집햄위원, 초대작가, 심사위원장, 서울 올림픽 환경디자인 심사위원, 서울일러 

스레이터협회장, 정보통신부 우표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수상실적으로는 1968년 서울시 문화상（공예부문）을 

수상하였으며 1976년에는 한국산업 디자인 전 대회장상（상공부장관상） 수상하였고, 1993년에는 동탑산업훈장（통상산 

업부, 총무처 대통령）을 수훈하였다.

1976년 제1회 개인전울 시작으로 유작전이 된 뉴욕전을 포함해 5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고회 기념전을 겸한 

다섯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1998년 6월 21일에 작고하였다. 그의 유작전은 1998년 7월 10일 예정대로 

뉴욕 겔러리 아트 54 소호에서 '리듬 오브 코리아' 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교만이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당시 미개척분야였던 응용미술에 막연한 도전의식에서 연 

유했다. 그는 서울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한홍택과 이순석에게 교육을 받으며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시켰 

다. 특히 한홍택은 그에게 그래픽디자인을 가르対며 갖가지 조형감각을 일깨워 주었고 실제로 그의 초기 작품에는 

한홍택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1956년 졸업 후 장발 학장의 권유로 권순형과 함께 디자인사무실을 열었다. 그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딴 'K-K디 

자인사무실' 을 을지로에 열고 상표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본격적인 디자인 전문 스 

튜디오라 명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지금의 디자인사무실이 하는 일을 거의 모두 해냈다. 이 디자인 사무 

실은 우리나라 디자인 스튜디오의 시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디자인 사적으로 볼 때 그 의의는 제법 큰 것이 

었다.

그후 진명여고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현재 동일방직의 전신인 동양방직（주）에 입사하여 광고와 패턴을 담당하 

는 디자이너로서 4년간 근무하였고 1964년 37세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사회적인 입지를 굳힌 

후에도 자기계발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197이년 50세의 나이에 영국의 세인트마틴스（St. Martins） 미술대학에 입학 

하여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였고 디자인에 컴퓨터 등의 첨단 기기들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컴퓨 

터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특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 각 상 

황에 적응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미지를 서서히 굳혀가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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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추석 선물세트라든가, 국악연 

주회 등 비교적 한국적 소재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김교만은 개인전은 다섯번 열었는데, 1회는 1976년, 2회는 1978년, 3회는 1980년, 4회는 8년 만인 1988년 제자들 

이 열어준 회갑 기념전 그리고 다섯번째가 뉴욕에서의 고회 기념전이 그것이다. 첫 개인전에서 그는 어떤 세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테마와 테크닉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더욱 고심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테마를 민속적인 것에서 찾되 표현기법은 현대적인 간결함을 추 

구하게 되었다. 첫 개인전은 개성이 강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로 '한국'이라는 주제를 훌륭히 소화하였다는 평가 

를 받았다. 이후 이러한 일관된 작품 스타일은 정체되어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으나 그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디자이너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 성항은 1988년 여륨에 일본 세이부 백화점에서 열 

린 전시회 'Soul of Seoul' 에서 정부의 추천으로 디렉터로 선정되어 활동할 당시 더욱 돋보였다. 그리고 1982년 개 

인의 작품집 형식으로 발간한「한국의 가락」（디자인연구사 간）과 1986년 그가 주도했던「아름다운 한국 '86, 그래 

픽 4」（미진사 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큰 쾌거라 할 수 있다 특히「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는 그를 비롯하 

여 정연종, 김현, 나재오 등 우리나라 대표적 그래픽디자이너 4인의 포스터를 모은 단행본으로 주목과 호평을 받 

았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외국에 우리의 디자인을 알리고자 고심하고 있을 즈음 김 

교만은 한국인의 정서를 집약된 선묘로 표현해낸 수십 종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그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에 관한 일을 많이 했다. 디자인사무실을 운영할 때부터 서울대교구 

신정동 성당, 서초동 성당, 천주교 반포성당 등에 토탈디자인 개념을 적용시켜 작업하였다 특히 반포성당은 20년 

전에 작업한 것임에도 현재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디자인으로 세인으로부터도 칭송를 받고 있다. 여기에 

는 국내 최초로 신라금관을 베이직 시스템으로 해서 성당에 CI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평면 

에만 머물러있게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입체화시킨 그의 작업은 모두 평면 일러스트로부터 확대된 것들이었다.

김교만의 일러스트레이션은 한마디로 '절제된 단순미와 다정스런 정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우리 정서 

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출하는데 노력해왔다. 그의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디자인 교육이 시작되었던 이래로 도안' , '상업미술' ,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용어 변천과 

정을 거쳐 오늘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영역으로까지 정립되기까지 우리나라 디자인사의 궤적을 

함께 해왔다.

어록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산업사회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회화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고향 한국 그리고 우리 

민속의 아름다움을 서정과 해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화 되어가는 정보사회에서 첨단 도구인 컴 

퓨터와의 만남은 나의 창작세계와 예술의 표현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메카니즘은 새로운 이념과 

표현을 낳습니다. 앞으로 나의 일러스트레이션 세계가 또 한번 변화되어 더욱 친근하고 사랑받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작전 '리듬 오브 코리아（Rhythm 이 Korea）'의 전시회 카달로그 

서문 중에서, 뉴욕 겔러리 아트 54 소호, '98.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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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픽디자인 「티宝珑0스口자色 二 믻허스트게시선 ； I 편진匸P軍이 . 아이던旧曰以자2；
［ 광고□지인_1 | 표지디지언_____

이병현 1 한홍태 1 김교만 । 이근배 i 박선의

田E区ffl

［분야］ 그래픽디자인

［성명］ 이근배（李根培/Lee Keun-Bae）

［생물연대］ 1928년〜

［소속］ （주）흠즈 대표

［전 화］ 직 장/02-737-6549 자택 /0417-574-8731

［FAX］ 직장/02-722-2418

연보

1928 서울 출생

1948 선린상업고등학교 졸업

1948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 특선（문교부장관상 수상）

195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952〜62 선린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1952〜87 35년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에 출품

1963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강사

1965〜92 상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1970〜85 전국 산미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19 거〜74 전국 대학미전 심사위원 역임

1972 한 • 일 문화 교류전 출품

1975 한 • 일 현대 포스터전 출품

1976 미국 현대 작품 40인 포스터전 출품

1981 아시아 디자인 교류전 참가

1982 한 • 일 디자인 교류전 참가

1982〜85 전국대학생 미술전 심사위원

1983 자유중국의 대북성립박물관 교수 작품전에 참가, 한 • 일 현대 포스터 및 아시아 디자인 교류전에 참가

도쿄 국립 미술관에서 일본국 이과회 창립 70주년 특별전 초대출품

1988 이근배 작품전（백상기념관）

1988〜92 상명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및 동 대학교 산업대학장

1993〜96 서일전문대학 학장

1993 상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교수 작품전 초대출품（천안 아라리오 화랑）

1995 이근배 작품전 （웅전갤러리）

현재 대한산업 미술가협회 고문, 한국시각정보디자인 협회 고문, 천안한국화협회 고문

연구내용

이근배（李根培）는 우리나라 그래픽디자인계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했던 박선의（홍익대 교수）, 윤병규（단 

국대 교수）, 권명광（홍익대 교수）, 이순만（홍익대 교수）, 유재우（흥익대 교수）, 최병훈（서울예대 교수）, 장윤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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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디자인센타 대표） 등의 디자인관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일찍이 선린상고 미술반 창설 

후 학생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선린상고 산업디자인전（선린산미전）을 주도 

하였다. 졸업 후 다시 모교에 부임하여 미술반을 이끌었다.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그는 우 

리나라 디자인계의 큰 인물들을 길러냈다.

누구도 디자인 분야가 오늘날 같이 성장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때에, 이근배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 

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우쳤으며 그가 길러낸 학생들이 현재는 한국 디자인계의 거목이 되어 있다. 이는 본인듈 

의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많은 부분이 이근배의 노력과 공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순석과 한홍택 그리고 유강 

열 등에 이어 그도 디자인계 동량（棟梁）들을 발굴하고 길러낸 그래픽디자인의 스승으로 불릴 만하다.

이근배는 1928년 부 이승혁（李昇塩）과 모 박득심（朴得心） 사이의 8남매 중 세째로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서 출 

생했다. 그는 어릴 때 미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다. 청운초등학교 시절에 미술전시회나 포스터 전시회가 있으면 

； 그 곳에는 그의 작품이 항상 걸렸다. 특히 포스터를 잘 그려 상을 빠짐없이 받곤 했는데 광복이 되자 가정형편이 

I 나 취미 등을 고려해 선린상고를 들어가게 됐다.

광복이 된 다음해 조선상업미술가협회서946년 3월 15일 창립/ 당시 소재: 서울시 도동2가 1번지/ 회장: 김중 

현）에서 주최하는 전람회와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포스터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38선 철폐에 관한 포스터를 출품 

했고 당당히 특선을 했다. 그리고 対안본부에서 하는 불조심 포스터, 간첩 포스터, 교통안전 포스터 등 모든 공모 

； 전에 출품하여 당당히 최고상을 탔다. 2학년 되어서 연세대학 주최 전국산업미술전람회에서 또 다시 최고상을 탔 

: 다. '49년도 상공회의소 주최 전시회에서도 건설 이라는 주제로 최고상을 탔다.

그때의 미술 지도교사는 김홍수 화백이 있었다. 김흥수 화백은 회화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선생은 2학년때부터 실직적으로 미술반을 이끌며 손수 지도해서 산업미술 전시회를 치뤄냈다. 미술부에 둘 

어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던 그는 선린상고를 졸업한 약 6개월 후에 저축은행（지금의 제일은행） 저축추진부 

: （지금의 홍보실）에서 활동했다. 당시에는 포스터 제작과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했다.

6 • 25 사변이 나자 경찰국의 경사로 특채되어 홍보실에서 간첩 포스터나 불조심 포스터 같은 그림을 그렸다. 선 

； 린상고에서 김흥수 화백이 나가자 미술선생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였지만 학교에서 특 

채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어 채용하였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는 디자인이라 

는 말이 없었고 상업미술 내지는 도안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그는 처음 과목을 맡았으나 교재가 없어서 학생들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듈었다. 당시에는 국내의 자료가 거의 없어서 주로 미국잡지 등을 사용했다. 

당시 선린상고 학생듈의 작업이 아이디어가 홍미있고 레이아웃이 뛰어났던 이유는 이러한 교재 외에 전시 테마를 

정하여 당시 생산된 디자인 제품의 문제점을 제시 • 해결해 보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선린산미전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선린상고에 10여 년간 있으면 

서 신세계에서만 전시회를 5번 정도 했다. 또한 고등학교 선생으로서 돈이 없어서 지방상공회의소의 회의실을 빌 

어서 지방순회 전시률 하기도 했다. 이근배가 이룬 실적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상업미술 교과서 편역이 있 

； 다. 처음에는 디자인 관련 교재가 없어서 외국 잡지를 참고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 사 

람에게서 일본 상업미술책을 구하게 되었다. 그 일본 상업미술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고 내 

용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고치고 더욱 보완하고 인쇄된 라벨을 직접 갖다 붙이기도 해서 현실감 넘 

: 치는 교재를 개발해 내었다. 1964년 3월 5일자와 3월 15일자로 홍문관에서 발행된「상업미술」과 r상업디자인」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 일을 하는 데는 박선의와 유재우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전한다.

r상업미술」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의 개념부터 기초 도형 작업 등 기초과정에 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실무내용으로는 각종 광고물, 쇼핑백 디자인, 카렌다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관광포스터, 진열창디자인,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박람회 전시 디자인 등 모든 종류의 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외에도 특기할 사항 

은 책 속에 실제 제작물인 포장지를 비롯해, 카다로그 등을 구해 함께 제본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선린상고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홍익대를 다녔다. 당시 그가 입학할 때는 도안과가 없어 평소에 하고 싶 

었던 동양학과에 입학하여 10년만에 졸업했다. 그는 선린상고에 11년을 재직한 후 서울상고에 잠시 있다가 그만두 

; 고 마침 홍익전문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후 상명여자사범대학이 개교를 하자 전임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때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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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세 과가 있었는데 그는 미술교육과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쳤다. 정년퇴직한 오늘날 

그가 그래픽을 비롯해, 조각, 한국화 등을 모두 자유자재로 작품할 수 있는 기반은 이때부터 다져진 것이다. 그는 

정년때까지 30년간어963〜 1992）을 상명여대（후에 상명대학교로 개칭）에 재직하였다.

그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선린상고에 재직할 때 마지막 제자는 장윤호였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줘가며 뿌려 

논 한알의 씨는 싹을 튀워 이후 선린동문들은 우리 디자인계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학교로 진출한 

동문만 하더라도 권명광（홍익대 교수）, 조벽호（홍익대 교수）, 김두영（청주대 교수）, 박억철（전북대 교수）, 박규원 

（경기대 교수）, 강윤성（경기대 교수）, 임창윤（서울예대 교수） 등이 있다. 그는 제자들의 사회진출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박선의가 홍익대에 가기 전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권명광은 제 

일은행에, 유재우는 상명대학에 그리고 윤병규는 노루표 페인트에 근무하도록 도왔다.

선린상고 선생을 하면서도 디자인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라벨 등을 그려달라는 일들이었다. 그러면 디렉 

션은 그가 담당하고 제자인 윤병규를 시켜 작업을 마무리하곤 하였다. 그가 실무를 많이한 탓인지 일이 많이 들어 

왔고, 그 덕에 제자돌이 그를 돕다가 그 방면에 취직을 많이 했다. 결국 그들은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빨랐던 것이다.

그는 고등학교 선생시절에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래서 25살에 산미협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 

에 박선의, 윤병규, 이순만, 권명광 등을 영입하여 같이 활동하였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49년간을 산미협회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엔 한국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며 작품의 테마는 모두 한국 고유의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유는 한국적인 요소는 누구에게든 어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 가운데 이근배가 제작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88올 

림픽 때 각 학교에 운동종목, 픽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핌픽 역사 포스터를 각 학교 게시판에 광고로 실은 것 

이 있다.

다른 게시판에는 태평양화학의 화장품의 '지지광고를 비롯하여 기타 몇 개의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제작한 것 

이 있다. 지금도 학교 앞에 있는 교통게시판도 그의 아이디어로 어린이들에게 관계되는 상품광고비로 제작되었다.

그는 서일전문대학 학장으로 3년간 종사하기도 했다. 현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주전문으로 하는 

（주）홈즈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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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자택 /0343-903-0142 직 장/02-320너 912

연보

1936 서울출생

1961 홍익대학교 도안과졸업

1969 동대학원 졸업

1966〜 산미회원전, 신상회전, 한 • 중교류전, 아시아디자인교류전, 흥익시각디자이너협회전 등

1975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장과 조일광고대상전 심사위원 역임

1986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역임

현재 홍익대 산미대학원 원장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

연구내용

박선의는 운동과 그림을 본래부터 좋아했다. 그러나 선린상고 상업미술반에 들어가면서부터 미술을 시작하게 되 

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미술반의 선배였던 이근배 교수（현 상명여대 산업디자인과）의 영항으로 '55년에 홍익대학 

교 도안과（현 공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61 년 동 대학교를 졸업, 선광광고대행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 

서 대한산업미술가협회와 신상회（新象會） 회원으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그는 극히 제한된 

디자인 영역으로, 주로 포스터라든지 패키지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작업하였다. 그러나 그후 '66년 3월부터는 홍 

익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맡는 한편, 꾸준히 닦은 실력을 인정받아 그해 10월에는 산업미술가협회 공모전 심사위 

원으로 위촉받게 된다.

디자이너라기 보다는 도안사로 불리워졌던 그 당시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시키는 단계였지요. 디자이너라는 용어만 해도 그 당시는 패션（Fashion）계통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디자인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73 

년부터는 충무로에 연구실을 내 일반인들과 접촉하기 시작,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디자인계 개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룔 바 없는 디자인교육의 상황에서 ' 

69년 대학원 과정까지 마为게 된다. •디자인의 기초단계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미술재료와 관 

계자료의 부족 속에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런 가 

운데 그가 몸담고 있던 산업미술가협회 회원들이 하나 둘쒁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 '75년에는 동 협회에서 회장직 

을 많게 된다.

당시의 그의 작품세계를 두고, 그는 전통적 그래픽 기법에 의해 자신의 기초를 확고히 닦아가고 있는 수련기였 

다고 한다. 즉, 어디까지나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조형표현에 충실하였고, 어떤 개성적인 과격한 포름（Form）이나 

변조의 자율성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순수한 아카데미즘（Academism）을 추구하였다. 한편 그 당시는 디자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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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부재로 디자인 운동의 선각자나 공급자들에 대한 예리한 논평기록이 전무에 가깝고, 그들의 작품이 일목요연 

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작가의 작품세계가 좋고 나쁨을 떠나, 어떠한 창조성이나 개성없이 매너리즘(Mann erism)적인 단조로움의 

형태로 일관했다고 할 때, 관계자료의 부족으로 그 내면에 대한 비평도 매너리즘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 

다. 우리 디자인계가 스스로 비평문화를 위축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는 순수미술 평론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평론가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이제는 얼마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최소한의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쯤은 밝혀 

도 될 만한 시점에 와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싫어 그저 창작활동만 해왔다는 그는 기업가둘도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작가의 혼(魂)이 듈어 있는 작품둘을 마対 동대문 시장의 상품가격 깎는 것처럼 하는 것은 디자이 

너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이너가 상업주의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상업주의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품에서는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라며, 충무로에서 디자인연구실을 오랫 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사회와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의 비쥬얼 미학의 세계는 '70년대 중엽을 분기점으로 구분된다. 그는 디자인계 개척세대 중 그 어느 누구보다 

도 재평가의 대상으로 시선을 끌었다. 금전과 명예 속에서 스스로 몰락해 버리는 측면이 있는 디자인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작가정신으로 교훈적인 작가상을 확립한 면모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기회나 시대적 요행을 타지 않고 일반적인 창작 테두리에서 작가생활을 시작하여 그것을 자기 충전의 

기회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시각언어를 형성하였다. 그런 그의 성실한 기본기는 '70 

년대 중엽 이후에는 더욱 심도있게 추구되고, 마침내 '성장 시리즈 작품으로 변모되어 그의 내면세계 표출로 이어 

진다.

■초창기부터 계속 실험적인 작품활동만 하다가 내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화살표률 만들었습니다. 

화살표는 방향제시로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있고,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장 이란 주제를 설정했 

지요.''라고 전한다.

엄격한 조형질서 속에 드러나 보이는 신선한 디자인 감각과 경쾌한 색채의 밸런스(Balance), 거기에 기하학적인 

구성을 독특하게 조화시킨 그의 작품은 '84년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전 출품작인 성장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장 이란 시각언어는 한국의 전통 문살을 모티브(MotivO로 하여 대담하게 전면을 클로즈업(Close-up)시킨 것 

으로 산뜻하고 이미지가 강한 화살촉을 문살 조직에 감각적으로 배为해 놓고 있는데, 기하학적인 문살 틈 사이로 

경쾌한 하늘을 시원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

"전통 문살을 도입한 기하학적 수평 • 수직의 그래픽 패턴과 화살은 단순한 형태의 배열이 아니라 성장의 무한 

한 의지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라고 그는 표현한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 • 경제 • 사회 등 다방면으로 발전되어 

가는 성장을 나타내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한국 디자인계의 성장을 추구하였다는 것으로 전통 문살과 화살표는 

작가의 소망 내지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려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는 주제는 청명한 하늘에 구름을 접목시키는 작업이지요. 이것을 '성장 이란 주제와 일치시키기 위 

해서 우리의 한국 전통 문양을 가지고 작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품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성장 이란 테 

마는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구성적인 조화와 함께 감각적인 재치의 미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시리즈는 그 후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8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어져 오며,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발표된 일러스트 

레이션 작품 중에는 화살표 외의 소재는 보기 드물다.

그의 시각예술에 대한 집념과 정열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듈면서 개화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디자 

인계에서 지적되는 '조기 노화 현상 이나 창조적인 활력이 중단되어 매너리즘에 빠진 작가들과 비교하게 된다.

오로지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화살표만 거듭 강조되며, 거기에는 그가 M임없이 사랑한 한국 전통의 구성미와 한 

국의 문화 • 경제, 나아가 우리 디자인계의 성장을 기원하는 화살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로는 문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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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이 구도의 필요성에 따라 그 모양과 색깔을 적절히 변형시키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몇년 전부터 모교인 홍익대학교에서 각종 보직을 맡으면서도 끊임없는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지난 '66년 

부터 줄곧 홍익대학교에서 22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학생듈에게 있어서 교수란 기법을 가르처는 것이 아 

니라 개성과 창의력의 근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좋 

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라고 하며,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재 개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 

력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그는, 덧붙여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첫 강의시간 때마다 '먼저 

인격을 갖추라•' 는 말을 한다고.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실력은 자연히 따라 가지만, 재주는 

있으나 그것을 키워 나갈 만한 토양을 자신 속에서 지니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 

각입니다. 참다운 인간이 되면 참다운 실력이 자연히 쌓이게 될 것이라고 늘 강조하지요.''

'87년부터 홍익대학교내에 예술학과가 신설되어, 디자인 비평이 거의 전무했던 현재의 토양속에서 디자인 평론 

이 육성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그는, 디자인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디자인을 평론할 수 있는 이론가 

돌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책임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디자인교육이 시급합니다. 멋이 아니라 기본을, 유행이 아니 

라 정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기회주의적인 디자인은 자신의 창작세계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모방에 의한 테크닉과 정보수집을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디자인 센스를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그의 얘기이다. 덧붙여 디자인학과들은 각 학교마다 두드러진 특징 

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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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1987년 작품 「성장」. (1986)

承
以 

大-
承
承
承
承

「성장」. 잡지광고용 일러스트어986)

「성장」.

「성장」. 홍익시각디자이너 협회전 출품작서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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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2

［분야］ 타입페이스디자인

［성명］ 이원모（Lee W이i-Mo）

［생몰연대］ 미상

연구내용

이원모는 한자 명조 활자체의 성격을 그대로 적용한 최초의 새활자체인 일명 '동아일보 이원모 체로 1928년 동 

아일보의 활자체 공모에서 당선하였다. 이 글자체는 1933년 4월 1일자부터 동아일보의 본문과 제목에서 볼 수 있 

으며 이원모체를 기본으로 하여 장봉선체와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발견되는 홭자체가 수정 • 제작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이원모체는 현재의 한글 명조체가 아니고 한자 명조체의 성격을 한글에 적용한 한글 활자체였다. 1928 

년 동아일보 활자체 공모규정에서 당선된 이원모체는 일본 이와다자모（岩田字母）회사에서 바바（馬埸）라는 사람에 

의해 손으로 조각되어 1933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처음 사용된 후 1950년 6 • 25동란 전까지 사용되었다. 북한의 

로동신문체는 분단된지 40여 년 동안 북한에서 나름대로 활용된 한글 명조 활자체로서 1950년 6 • 25동란시에 북한 

에서 전리품으로 앗아간 당시 동아일보 활자체인 이원모체를 근거로 제작된 활자체였다.

이원모체와 이원모체를 변형한 장봉선체와 로동신문체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이원모체의 가로 줄기는 세로 줄기에 비해 가늘다. 이원모체의 가로 줄기 시작부분에는 작은 첫돌기가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이원모체, 장봉선체, 로동신문체의 경우 빗침과 내리점을 제외한 

모든 줄기는 수평, 수직의 직선으로 형태가 이루어졌다. 닿글자 의 경우 똑같이 빗침기역과 곧은 기역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이원모체, 장봉선체, 로동신문체 닿글자 ■' 의 꼭지점은 세로 꼭지줄기 형태이다. 이원모체, 장봉 

선체는 위, 아래 가로 줄기 사이에 두 개의 곧은 세로 줄기가 평행을 이루며 붙어 있다. 왼쪽 빗침은 오히려 이원 

모체와 장봉선체의 빗침이 더 세워져 있다.

이원모체의 글줄균형은 세로짜기용으로 설계된 활자체로서 세로짜기의 균형이 가로짜기보다 비교적 더 가지런 

한 편이다. 그러나 세로 모임 받침닿자의 경우 받침닿자의 가로폭이 다른 활자체 보다 좁으며, 또한 받침닿자의 

위치가 글자의 가로 중심선 중앙에 위为하여 기둥선보다 받침 오른선이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로 글줄이 분 

명치 않고 홀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가장 오래된 이원모체의 글자의 특징은 세로 줄기에 비해 가로 줄기가 매우 가늘며, 기둥 및 세로 줄기의 첫 부 

분과 가로 줄기의 맺음 부분에 세모의 돌기가 붙었으며, 빗침, 내리점을 제외한 모든 줄기는 가능한 수평, 수직의 

직선으로 단순화되었다. 닿글자 모양은 곡선적인 부분을 최소화하여 이음 줄기가 없다. 가능한 닿글자 비례를 최 

대로 하여 동글이응이 선이웅과 누운이응 둥의 타원이응으로 바뀌고, 히읗, 처옻의 꼭지는 세로 줄기로, 지읒, 为 

읗은 모두 세 갈래로 통일되었다.

대표적인 한글 명조 활자체에서 이원모체 이후 장봉선체가 로동신문체 및 최정호체의 중간과정으로서의 교량역 

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기에 따라 닿글자의 크기 비례와 모양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1933년 동아일보 이원모체는 한자 명조 성격을 그대로 한글에 적용한 한글 활자체로서 신문활자로 제작되어 제 

목과 본문에 모두 쓰였다. 각 용도와 크기에 따라 이원모체는 다양한 굵기의 활자체로 개발되었다. 한편 장봉선이 

실제로 자모 종자를 조각한 기술자는 이원모가 아니므로 '동아일보 이원모체' 는 '동아일보체 로 함이 타당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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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듯 원도 설계자인 이원모의 설계와 일본인 자모 조각자 바바（馬場）의 실제 활자 조각과의 차이가 예상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원모체는 간결한 기본 줄기의 성격과 비교적 작은 닿글자 비례의 성격으로 글자의 짜 

임새와 통일성에서 높은 시각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활자체는 세로짜기 전용 활자체로 설계되어 모든 받 

침 닿자의 위치가 가능한 글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은정.「한글 명조 활자체에 관한 연구」.『한글정보』1993년 1월호.

「한글 110년 인쇄 발전사: 한글 원도편」.『한글정보』1993년 1월호.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1 1 타입페이스디자인 :…飞点즈巨剪 전…j 〈人…， ’。曰旧曰任f入正

1 포장디자인 광고 □지인 1 표지디자인 |

이원모 박경서 최정호 1 최정순 1 김진평 1안상수

田2

［분야］ 타입페이스디자인

［성명］ 박경서 (Pa水 Gyoung-Seo)

［생몰연대】 ?7965년

연보

1936 5호, 4호 홭자 완성

1965 사망

연구내용

전태자모 씨글자 새김질의 명인(名人)인 박경서는 궁체꼴 한글활자를 다듬어 세로짜기 명조활자로 완성시켜 널 

리 쓰이게 함으로써 신문의 짜임새를 한결 매끄럽게 한 한글서체 디자이너이다. 오늘날의 한글 홭자꼴 바탕이 그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그는 한글의 세모틀 글자의 세로짜기에 있어 글자의 기둥맞추기 원칙을 확립했다. 

1936년 이후 5호, 4호 홛자를 완성해 당시는 물론 광복 이후 국정 교과서를 비롯해 많은 인쇄매체에 그의 글자가 

사용되었다.

1957년쯤 벤톤 조각기(Benton matrix cutting ma아而e)로 만든 최정호 활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가 개발한 자형 

은 널리 쓰였으며 현재까지도 북한과 연변 글자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경서체를 확대 

하여 최정순과 최정호가 활판용 원도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장봉선도 박경서를 통하여 한글의 글자구조와 세로쓰 

기의 기둥 맞추기의 생리와 원리를 터득하여 한글 원도 제작에 큰 도움을 얻었다.

참고문헌

박암종.「한국디자인 100년」.「월간 디자인』1995년 8월호.

장봉선.「한글 110년 인쇄 발전사」.「한글정보』1993년 2월호.

「한글 110년 인쇄 발전사: 한글 원도편」.「한글정보』199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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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②⑶因

［분야］ 타이포그래피

［성명］ 최정호（崔植浩/Ch。Jung-Ho）

［생물연대］ 1916년〜1988년

연보

1916 충북 영동 출생

1934 일본 요도바시 미술학원에서 수학

1938 대구에서 인쇄소 설립

1961 대한민국 인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공로상

1963 대한민국 면려표창

1970 SK 한글 윈도우 제작

1972 한국출판학회상

1983 3.1 문화상 근로상 수상

1988 사망

연구내용

최정호（崔植浩）는 동아출판사의 벤톤（Benton）홭자조각용 원도를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기본 한글서 

체 대부분을 제작한 서체디자이너이다.

1916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최정호는 서울로 옮겨가 교동공립보통학교와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현재 경 

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등보통학교 시절 미술교사의 권유로 1934년 19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요도바시미술 

학원에 입학하였고 일본에서 취직하여 실무를 익혔다. 1938년 24세에 귀국하여 대구에서 인쇄소를 차려 운영하였 

다. 해방 후에 서울에서 도안 인쇄 공장을 차렸으나 6 • 25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다시 대구에 도안사무소를 

차렸다.

1955년 동아출판사 김상문（金相文） 사장이 벤톤홭자조각기를 도입하면서 최정호는 서체원도를 의뢰받아 제작하 

였고 삼화인쇄와 보진재에 원도를 제작하였다. 최정호는 연구비를 받고 일본의 사진식자기회사인 샤켄과 모리자와 

에 초기에 개발한 몇 벌의 서체원도를 제공하였다. 뒤에 동아출판사의 원도가 샤켄에, 삼화인쇄의 원도가 모리자 

와에 전해져 두 회사의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널리 공급되면서 최정호의 서체도 널리 보급되었다.

최정호가 만든 대표적인 서체는 명조체와 고딕체 등 8가지인데, 평생율 한글서체의 제작에 바친 그의 업적은 우 

리 출판, 인쇄문화의 발전에 뒷받침이 되었다. 그러한 공로로 1961년 대한민국 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로상, 

1963년 대한민국면려표창, 1972년 제1회 한국출판학회상, 1983년 3- 1문화상 근로상을 수상하였다. 1988년 6월 5일 

에 72세의 일기로 작고하였다.

최정호가 처음 인쇄에 대해서 관심율 갖게 된 것은 경기중학교 재학시절 보진재 인쇄소에서 인쇄공정을 엿보면 

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술선생님의 추천으로 일본으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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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쇄기술을 습득하고 야간에 뎃생과 크로키 등을 배우며 5년을 수학했다. 이때 그는 서체에 대한 관심은 있었 

지만 인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쇄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인쇄가 잘 되어도 자형（字形）이 예쁘 

지 않으면 인쇄효과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6 • 25전쟁을 겪고 났을 무렵 본격적인 서체개발 

에 들어 가기 전 그는 이미 인쇄공정상의 특성을 차근차근 익혀 두었다.

당시 활판인쇄는 자획의 폭이 튀어 나와 먹이 묻어 나오는 maginal zone현상이 잦았다. 그러므로 그는 활판인쇄 

의 경우 자체（字體）를 좀 가늘게 만들고 사진식자인쇄인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굵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쇄공정을 습득하고 서체개발에 몰두했을 당시 모두 외국의 인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하 

였고 여기에 맞는 판형 또한 일본에서 제작하여 인쇄를 하였다. 그러므로 한번 개발된 서체 판형을 복사해서 쓰면 

되므로 신체（新體）개발은 일본이나 인쇄소에서 모두 꺼렸다.

마침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한 동아출판사 김상문 사장이 그에게 서체개발을 의뢰해와 박경서 등의 글씨체 

률 연구하며 2천자 한벌을 개발하게 되었다. 당시 활자의 개혁은 쉽지 않았는데 기계도입비, 활자 원도 도안비, 부 

대시설 설비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가 개혁의 결과가 성공적이리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아출판사는 홭자개혁에 사운을 걸고 착수했다. 먼저 일본에 활자개혁에 필요한 벤톤자모 조각기를 주문한 뒤 당 

시 대구에서 문자도안을 하고 있던 최정호에게 한글 원도 도안을 부탁했다. 그는 원도제작에 있어서도 박경서 세 

로기둥 맞추기 원리와 한글의 생리를 충분히 터득하여 글자의 공간배분을 잘 알고 있었다. 글자체는 박경서의 초 

전판을 조사, 연구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힘썼다. 그리고 그려진 원도의 조각실험은 아직 동아출 

판사에 조각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크라（UNKRA） 원조로 벤톤 자모 조각기를 들여 놓은 국정교과서주식 

회사에서 했다.

1956년 여름 마침내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동아출판사에 벤톤 자모조각기가 들어오자 원도를 조각하여 주조기에 

걸어 활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제1차 활자개혁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일년여에 걸쳐서 제작된 이천 수백 

자의 활자로 조판, 인쇄된 책은 자형의 모가 지나対게 드러나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종서형 

으로 제작된 한글 자형（字形）을 분석하여 자형을 떠서 자체（字體）를 만들었는데 주조할 때 개량하지 않은 활자판 

을 가로쓰기용으로 사용하여 실패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정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제2차 활자개혁에 착수 

하여 한글 궁체활자꼴에 일본어 히라가나의 글자줄기 모양을 덧붙인 '한글명조 라는 한글활자 원도를 완성하였다. 

이에 동아출판사는 1957년 1월 당시의 모든 국문서체와 비교해 본 동아체의 특징을 듈어 특허국에서 미장 특허 출 

원을 받았다. 특허 출원 제80호로 접수된 출원서에 나타난 동아체의 특징은 다음의 7가지이다.

1• 중성 ' 卜' 의 점이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붙었다.

2• 중성 ' 卜' ' 卜' ' 卜' ' 卜' 가 모두 수직이며 붓맺음이 간결하고 미려하다.

3. 종성 내지 초성의 '。' 이 붓닿음에 있어서 상투가 작다.

4. 초성의 L' '匚' '己' 'e' 뇨 의 그 'e' 획의 치올리는 각도가 구（舊）체보다 완만하다.

5. 각 자의 획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날씬하며 과학적 통일의 체계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미려하고 선명해 독서능 

률을 높여 준다.

6. 각 자의 간과 결구가 정확하고 균형 잡혀서 안정감을 준다.

7. 자모의 글자 앉음이 정확해 활자주조에 있어서 구체에 비해 1.5배 이상의 능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동아출판사는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였고 활자개혁의 성공과 함께 학습참고서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국내 굴지의 출판사로 일약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인쇄기술에 큰 혁신을 가져왔고, 또 활판인쇄계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4년 간의 제작 끝에 완성된 동아출판사의 자체（字體）는 가독성이 뛰어나고 글자 모양이 아름다 

워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그후 1956년에 이일수（李壹秀）의 평화당인쇄（주）가 최정호의 원도를 써서 벤턴 자모를 

만들었으며 또 이 시기에 유기정（柳琦譚）의 삼화인쇄（주）에서도 최정호의 원도로 벤턴 자모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교과서（주）, 민중서관, 홍원상사（주）, 광명인쇄, 삼성인쇄（주）도 벤턴 자모를 만들었다.

1969년 5월 최정호는 장타이프사의 장봉선을 통해 모리사와（애이Isawa： MS）사에 가서 1개월간 사식원도의 생리 

150



인물 I 시각디자인 I 타입페이스디자인 I 최정호 I
m②図e

를 배웠다. 1969년 5월에 1개월간 오사까 애S본사에서 사식용 원도제작의 기술과 생리를 터득하여 귀국 후 1970년 

부터 SK한글 원도를 제작하여 사식용 원도제작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1972년 장타이프사에서 료비대리점과 

동시에 사식용 원도를 RB에 제공하였고 1976년 장타이프사에서 공동번역용 본문성서체 그라픽 성서체를 개발하여 

공동번역 성서를 사식조판하였다.

당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었던 한글 명조 활자체인 최정호의 SK 신명조체는 일본의 샤켄（息硏） 사진식자사에 

서 최정호에게 원도의뢰를 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1974년에 궁서체, SK 견출고딕, SK 견출명조, SK 세고딕, 그래 

픽체, SK 신문명조, SK 신문고딕, 환태고딕, SK 중명조 등과 함께 차례로 제작,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씨 

체는 그 용도가 활발하지 않으며 교과서 및 일반 출판물의 외래어표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이며 굵기나 글자 

윤곽 비례에서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가 말년에 마지막으로 신명조원도를 그린 것이 한자보다 1급이 작아서 SK에서 사용을 거절한 것을 이S에서는 

사식자판에 제작된 지 4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뿌리깊은 나무』에서 사용한 이후로 한글 전용에는 가로쓰 

기에 생리가 맞아서 호평을 얻어 대량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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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글자 개발하는 최정호.

;음 캠 핑 
'보

최정호가 개발한 활자체.

걀굵것r「百圄괜

굼갚개갬관갔

구갱곺길겔겻

굶가귄뱅비 박

별봐밥 번 벽 백

보 반 범 불붙 복

브벼벗벙 뵌
爾

豆暮다운한글,온누리에 빛나는배달의 문화 I 
하돕占운 한글,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 而뤃타운 한글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 

S港라운 한글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喜다운 한글, 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 6i百同운한귤,온누리에빛나는배달의문화

6i'르다운 한글,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6'僖다운 한글, 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회

I 而嘗다운 한글 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 

6卷다운 한글, 온누리에 빛나는 배달의 문화 

。讴다운한귤온누리에 빛나는백달의 문화

' 6卜름다운 한글온누리에 빚나는 배달의 문화 ;

최정호가 개발한 주요서체.

자 존

관
 

틈
 

축

152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用②区因

［분야】 타입페이스디자인

［성명］ 최정순（姿貞淳/Ch이 Jung-Soon）

［생몰연대］ 1917년〜

연보

1917

1954

1969

1980

1983

1988

1991

1992

1993

1994

1995

강원도 이천 출생

일본에서 활자서체 설계법과 자모 조각기계 조작법을 연수

국정교과서（주）에서 한글 교과서 서체를 개발, 전국 주요신문사, 인쇄소 서체의 자모원도와 전산 사식원도를 개발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창

일본 료비사 주최 저11회 아시아 올림피아드 '80' 에서 은상 수상

한국신문협회의 한국신문상 수상

서울시스템 （주） 한국서채개발연구원의 명예원장

문화체육부 본문 바탕체와 본문 돋음체 개발,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인쇄문화상（기술 부문） 수상

제목 돋음체 개발

제목 바탕체 개발

옛 한글 바탕체를 개발, 한국 최초로 신문본문용부터 제목용까지를 개발

대한민국 헌법규정에 의거 활자서체가로서는 최초로 옥관문화훈장 받음

연구내용

최정순（崔貞淳）은 최정호와 함께 한글 글꼴개발에 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서체 디자이너이다. 활자로 된 표준 

글씨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 있으며 가장 많은 서체를 개발하여 보급한 장본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모조각가이 자 자모원도 제작자이 다.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최정순은 안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기와 인장（印章） 일을 하 

다가 '53년에 서을신문사 공무국에 취직하면서 활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문교부가 주관하는 교과서용 홭자체 

개량계획에 따라 '54년 일본에 건너가 활자서체 설계법과 자모 조각기계 조작법을 연수받았고 귀국 후 국산활자기 

기를 생산하여 한글교과서 서체를 개발하였다. 1959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임한 뒤에는 '한글자모공사'라는 회사를 

세워 전국 주요 신문사 및 인쇄소 서체의 자모원도와 전산 사식원도롤 개발하여 본격적인 납품을 하였다. 1988년 

에 서을시스템（주） 한국서체개발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체육부 본문 바탕체와 본문 돋움체서991년）, 

제목 돋움체（1992년）, 제목 바탕체서993년）, 옛한글 바탕체（1994년）를 개발하였다. 이외에 한국 최초로 신문본문용 

부터 제목용 서체를 개발하였으며, 출판용과 신문용, PC디스플레이 서체 둥 총 1,484,400자를 개발하였다.

이같은 공로로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창을 비롯해（1969년） 일본 료비사 주최 저11회 아시아 올림피아 

드 '80'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1983년 한국신문협회의 하국신문상수상, 1991년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인쇄문화상 기술부문상 수상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규정에 의거 활자서체가로는 최초로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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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최정순이 서체개발을 시작한 것은 1953년경 환도 후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면서부터였다. 서체개발을 연구하던 중 

일본에서 벤튼자모조각기로 활자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내에도 곧 도입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벤튼자모 

조각기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글자를 파는 조각침（홀더）을 만돌 수 없었다. 그는 문교부에 조각침 수입 알선을 

건의하였고 문교부 편수국장이었던 외솔 최현배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 또한 교과서용 활자서체 개혁 

을 추진하고 있던 터였고 최정순을 일본에 보내어 벤튼자모조각기 조작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최정순은 1954년 문교부의 대일（對日）기술연수단 최장수, 이인풍 등 4명과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일본에서 벤튼 

자모 조각기의 조작법을 익혔음은 물론 도쿄의 대일본인쇄소（大日本印刷所）, 삼성당（三省堂） 등을 견학하면서 자 

모원도 사용법을 배웠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목각활자 조각장에서 자모원도（字母原圖）를 쓰는 활자서체가로 변신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자모 조각가이자 자모원도 제작자가 되었다.

귀국 후 1955년부터 초등 교과서에 새로 쓰일 활자를 최신식 기계률 도입하여 개발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 

초의 활자서체 개량이 되었다. 더불어 1957년에 평화당인쇄주식회사에 출판사용으로 한글명조와 고딕서체 원도룰 

제작해 주었고, 1958년에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1■표준국어사전』에 실린 원도를 2년에 걸쳐 제작하였다. 특히 삼 

화인쇄에서 의뢰한 서체개발은 최정호와 함께 개발되었다. 이때부터 최정순은 신문홭자를, 최정호 선생은 출판활 

자를 주로 작업함으로써 서체분야를 양분하게 되었다.

1959년에 최정순은 국정교과서를 사임하고 이듬해에 '한국자모공사（韓國字母公司）' 라는 회사를 세워 기계로 조 

각한 인쇄활자를 신문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주문이 그치지 않았던 '70년대 초까지 그는 1965년『중앙일보』창 

간에 소요된 자모 5만여 종과 1968년「한국일보」사옥의 화재로 소실된 활자의 전량을 개발하였고, 1972년「경항 

신문』의 제목과 본문용 글씨를 새로 개발한 활자로 대체해 주었다.

그러나 활자인쇄 대신 전산사식이 주종을 이루면서 기계조작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자 1975년 회사는 문을 닫 

고 말았다. 그후 그는 인쇄소에서 들어오는 주문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서체개발을 지속하였다. 1975 

년에는 최초로 개발한 예서체 한글과 한자를 '기종문화사 에 제공하고, 1977년에는 대전에 있는 국내 최대의 족보 

전문제작업체인 '회상사' 에 족보서체의 원도를 제작해 주었다. 1979년에는 한자와 혼합되어 인쇄된 오죽（烏竹） 한 

글의 단점을 보완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 '오죽헤 를 공개하기도 했다.

1988년에 최정순은 서울시스템（주） 한국서체개발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영입되어 컴퓨터 글꼴개발 연차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로 교육부의 표준글씨체률 개발했다. 가로쓰기 전용으로 개발해 조형성을 높였으며 인쇄 방식이 전 

자출판에 적합하도록 굵기와 획을 조절했고 한자가 많이 쓰이는 환경을 고려해 한자와 잘 어울리는 한글을 개발했 

다. 1991년에는 본문 바탕체, 1992년에는 돋움체, 1993년에는 제목 바탕체, 1994년에는 옛 한글 바탕체 등을 단독 

으로 개발해 큰 성과를 올림으로써 고령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한글 서체개발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글자의 형태에 있어 최정순의 서체는 교과서 및 신문서체가 그의 전문분야였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조형성 뿐 

아니라 가독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본문용 서체로서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서체 개발 

에 힘썼다. 글자체 개발방식을 보자면 최정순은 종이에 그려서 만드는 원도에 의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는데, 활자 

를 조각해 글꼴을 만든 최정호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주력 분야에 있어서도 최정호가 출판활자에 힘쓴 데 반해 최 

정순은 주로 신문활자를 다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한국일보加「경향신문』, '■중앙일보』,「서울신문』,『동아일 

보』,「부산일보』를 비롯하여 그가 제작한 신문서체는 다수에 이른다. 그가 개발한 서체는 국내 대부분의 신문사에 

서 변형, 혹은 원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최정순은 현재까지 50년 동안 서체개발 31만여 자, 신문사 서체를 수 

정, 감수한 자수가 90여만 자, 신문사 디스플레이용 비트 맵 폰트를 수정, 감수한 수가 380만 자에 이르러 그 규모 

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

최정순의 서체 개발의 여정은 우리나라 한글 서체계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해왔다. 그는 6 • 25전쟁 이후 국내 최 

초로 일본제 벤튼 자모조각기와 사진식자기를 도입하여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였고 , 1980년에 이르러서 전산사진식자 

기가 등장한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글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대에 따른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오직 한글 서체개발에만 전념해 왔다. 최정순의 업적은 그가 개발한 광대한 세체의 수가 지니는 양적 중요성 외에 

현대 우리나라의 한글꼴의 기본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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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

줘:지의 합창소리오｝/풀벌레 합창소리/동물의 울음소ELI/
가장 중요한 소리는/사람의 언어밖에 없어라/

회로애락과 사상을/영구히 엮어가는 것을/

세계엔 온갖 민족이 살고 있는데/그 민족돌은 저마다/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匚｝/

그 문자 중에서도/우리나라의 한글은/뛰어난 글자꼴을 하고 있으니/

비록 늙었어도/재능만 주어진다면/

한글의 글씨꼴을/천사의 미소같이 정답게/독수리의 날개처럼 힘차게/

여인의 몸매처럼 우아하게/정성껏 다듬어가고 싶어라.

최정순 작.〈글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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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최정순.〈족보체〉원도.

국내 최대의 족보제작출판사인 

회상사룰 위해 개발한 원도.

최정순이 1960년 설립한 '한국자모끙사를 운영하면 

서 사용했던 일본고분도사의 서체견본 척자.

光
南
日
報

韓
國
絕
濟
新
聞

최정순.〈예서처〉원도. 최정순. 신문제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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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이 '아시아올림피아드 80 에서 

당선한 황자원도와 트로피.

최정순이 나무상자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황자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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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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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②区困

［분야］ 타입페이스디자인

［성명］ 김진평 （Kim Jin-Pyoung）

［생몰연대］ 1949년•너998년

［주소］ 자택/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3

대림벽산아파트 15동 1205호

연보

1949 서울 태생

1969〜75 서울대 응용미술과, 동대학원 졸업, 석사학위논문「한글 로고타이프의 기초적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1973. 1~74 제7〜9회 대한민국 상공미전 문교부 장관상 및 특선 2회

1975. 3〜75. 12 신구전문학교 산업미술과 전임강사

1975〜76 대한민국 상공미전 추천작가 위촉

1976-93 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전 출품

1981 서울여자대학교 심벌 및 로고타입 디자인

1981〜98 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동대학 미술대학 학장 역임

1982 「한글 타입페이스의 글자푹에 관한 연구」（「서올여대 논문집」11호）

1982〜9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코리아저널 아트 어드바이저

1983-89 （주）라이카 한글 볼타자 및 휠타자용 명조, 고딕 활자체 디자인

1984 （주）대한모방 CIP 제작

1985 시사영어사 영문판 한국문화시리즈 북자켓 및 포스터 디자인 

「한글 홫자체 변형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논문집」14호）

1985〜87 （주）삼보컴퓨터 활자체 및 포스터 디자인

1986 （주）아남시계 카리타스 브랜드 디자인

1987 체육부 아시아경기대회 백서시리즈 북자켓 디자인

1988〜90 （주）동서문학 영문판 한국문학시리즈 북자켓 디자인

1988 （주）네슬러 네스카페 시리즈 브랜드 로고타입 디자인

「한글 명조활자의 자간 조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논문집」17호）

1990 （주）라이카 한글 워드프로세서 활자체 디자인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출판연구」제1권 제1호）

1990〜91 문화부 한글전시회 한글변천사 판넬제작 및 추천작품 출품

1992. 12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수

1993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1994 「한글 활자체의 조합형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논문집」）

1995 「미국의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논문집」）

1996〜97 「통합체로서의 한글폰트 개발에 관한 연구」（홍익대 산업디자인연구소）

1997 「한성주보 한글 활자꼴에 관한 연구어）- 타이포그라피 표현을 중심으로」（「조형연구」제3호）

「한성주보 활자꼴에 관한 연구」（「서울여대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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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98. 3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1998 사망

연구내용

김진평은 한글 亘고타입으！ 연구에서 출발하여 한글의 사적 연구에 6画i 까지 20& 년간 한글 百61Mzi近피의 

정립과 한글 활자체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 몰두한 서체 이론가이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진평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입사하여 대한항공의 국내외 광고와 동양고속의 CIP 그리고 리더스다이제스트의 

한국판 창간호의 편집디자인을 하였다. 1975년부터 신구전문대학 산업미술과 전임강사로 있다가 1981년부터 서울 

여자대학교의 산업디자인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2년부터 1년간 미국 뉴욕 소재 시라큐스대학 비쥬얼 커뮤케이 

션 연구교수로 부임하였고 1997년부터 1998년 작고하기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대표작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심벌 및 로고타입 디자인, （주）라이카 한글 볼타자 및 휠타자용 명조활자체와 고딕 

활자체 디자인, 시사영어사 영문판 한국문화시리즈 북자켓 및 포스터 디자인, （주）삼보컴퓨터 활자체 및 포스터 

디자인, （주）아남시계 카리타스 브랜드 디자인이 있다.

저서로 1983년 미진사에서 펴낸「한글의 글자표현」이 있다. 또한 1974년의 석사학위 논문인「한글 로고타입의 

기초적 조형표현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서울여대 논문집」에「한글 타입페이스의 글자폭에 관한 연구」,「한글 

홭자체의 조합형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한성주보 활자꼴에 관한 연구」등 꾸준히 서체이론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제7회부터 9회까지 대한민국상공미전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특선 2회를 하였고 1975 

년부터 1976년까지 대한민국상공미전 추천작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코리아저널 아트 어 

드바이저를 지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문화부 한글전시회 한글변천사 판넬제작 및 추천작품을 출품하였다. 

1998년 3월 28일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업적을 기리는『한글조형연구」가 추모논문집으로 간햄되었다.

김진평이 활자꼴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면서부터였다. 학창시절 서로 영항을 

주고 받은 황부용, 윤학중 등과의 활동에서 활자꼴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이률 계기로 1974년「한글 로고타입 

의 기초적 조형표현에 관한 연구」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막연하나마 우리 한글 

활자꼴의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김영기의 글（「계간디자인」1969년 3호）을 통해 초기 한글 활자꼴의 변천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학원 졸업 1년 후인 1976년에 현 오리콤의 전신인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입사하여 본격적인 실무를 익히 

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합동통신사는 대한항공의 국내외 광고와 동양고속의 CIP, 그리고 몇몇 작은 광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대한항공 광고를 맡으면서 광고전략이나 기획보다 글자의 처리 문제에 더욱 고심하였다. 

대한항공의 해외광고는 당시 홍콩 O&애（오길비&매더）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설정한 형식대로 국내 

제작이 이루졌다. 서체는 제목의 경우 '수베니어 엑스트라 볼드（Souvenir Extra Bold）'로 본문은 수베니어 북 

（Souvenir Book）'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서체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같은 내 

용의 국내 광고에 있어 제목과 본문 글자의 처리가 기존 식자로서는 빈약하게 느껴지는 단점을 발견하였다. 김진 

평은 이러한 국내 사진식자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한글 활자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진지하게 발전시켰다. 결국 그 

는 본문 글자는 세명조에 마이너스 스페이싱으로 짜고 제목 글자는 직접 레터링을 하였다.

합동통신사에서 이같은 업무 경험으로 그는 각종 광고 업무에 겹치기 작업을 하기 보다는 홭자꼴을 중심으로 

한 전문 작업울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같은 회사에서 한국어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창간하기 

위한 KRD（Korean Edition of Reader's Digest）부서가 생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편집디자인 및 제작 책임자를 구한 

다는 것을 알고 1978년 4월 수평이동을 자원했다. 그후 새로운 한국어판 리더스 다이제스트 창간 준비 작업은 철 

저히 진행되었다. 일차 작업으로 그는 책의 한글 로고를 결정했다. 책의 판형과 홭자 조판형식, 활자 크기의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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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도 함께 행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젊은층을 겨낭하여 가로조판 형식과 본문 활자 크기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 일본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 2주간 연수를 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인쇄, 제작에 관한 지식을 상세히 터 

득하고 제지회사와 인쇄소를 견학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1978년 11월로 창간호를 내기 위해 작업은 바쁘게 진행되었다. 우선 본문은 활자조판을 전사하여 대지에 페이스 

트 업(paste 니p)하고, 이를 중질지에 여러 색으로 옵셋 인쇄하였다. 그러나 활자, 제판, 인쇄, 잉크, 용지, 제본 등 

모든 과정이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는 비록 작은 판형의 책이었지만 디자인과 제작, 편집과 영업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보 속의 본문은 사진식자로 조판을 바꾸어 테스트를 해 보았다. 또 마이너스 스페이싱 

은 조판을 했을 경우 본문 문단 모양은 짜임새가 있겠으나 읽기에 피로감을 주고, 중질지 본문의 활자조판은 엉성 

해서 짜임새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피하기로 하였다.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타이포그래픽적 특징을 정확한 레이아웃 형식의 적용과 일관성 있는 활자체 사용, 성격 

있는 레터링의 대비에서 찾고자 했다. 일반기사의 경우에는 약속된 제목 활자체 사용을 정확히 지키는 대신 특별 

한 성격의 화보나 특집기사 등에는 그 분위기와 레이아웃에 맞는 레터링 표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책은 독 

특한 가표지(tip-on-band)가 표지 위에 붙어있어, 가판시에 광고 효과가 컸다. 따라서 가표지에는 성격있는 레터링 

을 사용하였다. 즉 문자의 제목나열을 의식하여 제목 글자체의 느낌과 배색만으로 이미지를 전하고자 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진평은 1980년 초기에 로고타입이나 북자켓디자인울 위주로 작업하였다. 1981년부터 서 

울여대에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실무경험에서 한글 글자꼴에 대한 이론부재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본격적인 홭자체 연구에 돌입한 것은 1990년「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 

구」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연구논문 발표를 전후해서도 한글 폰트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서 특히 

옛 활자 복원문제를 가지고 한성주보 활자체 연구, 김두봉 활자체 연구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8년 서울여 

대 대학원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타이포그라피 전공을 개설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미디 

어의 변화에 적절한 타이포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평은 협회나 단체 활동 보다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글을 연구하면서 옛활자의 복원작업을 해왔다. 석사논 

문인 한글 로고타입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한글 활자체의 역사적 연구에 이르는 그의 작업은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정립과 한글 홭자체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연구사업은 타계 후 후진들에 의해 현 

재 재조명되고 있다.

참고문헌

고 김진평교수 추모논문집 발간위원회.「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교수 추모논문집」, 1999.

「새로운 활자꼴의 창조자」.「시각디자인』1987년 4월호.

이성구.「한글 글자꼴 기초연구에 평생 바쳐」.「디자인신문』233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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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행복이 
가득한 짐

카멜텍스 ^萨

ovHhtex하＜이틴
디자이 N

사랑의교회

睜 화랑초등학교

김진평.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한 로고타입.
김진평. 박동진 판소리〈춘향전〉발표회 포스터.

김진평. 마당극〈심청전〉포스터.

김진평. 시사영어사 영문판 한국문화시리즈 포스터.

김진평. 포스터.김진평. （주）동서문학 영문판 한국문학시리즈 

북자켓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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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타입페이스디자인 ［성명］ 안상수（安尙秀/Ahn Sang-Soo） 

［생물연대］ 1952년~

［소속】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주）안그라픽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주소］ 직장（학교）/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너 홍익대학교

［전화］ 직장（학교）/02-320너928 ［FAX］ 직장（학교）/02-325-2843

［E-mail］ SSahn@chollian.net

연보

1952 충북 청주 출생

1977.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1977〜78 금성사 디자인 연구실 디자인 연구원

1978-81 회성산업（현- 엘지애드） 제작부 해외광고 담당 디자이너

1981. 2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술학 석사

1981〜85 월간「마당」, 월간「멋」아트디렉터

1983 한국 신문상 수상「신문활자의 가독성 연구」

1985 디자인 전문지「월간 디자인」에 의해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

1985〜91 （주）안그라픽스 대표이사

1988 한글 발전 기여 공로 표창, 한글학회

1996. 2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학박사）

1991 〜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겸 （주）안그라픽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997 〜현 세 계 그라픽 단체 협의 회 이COGRADA）부회 장

1998 〜현 중앙일보 밀레니움 집행위원, 광주비엔날레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연구내용

일명 '안상수체'를 개발한 안상수（安尙秀）는 기존의 양식과는 차별화된 서체와 편집디자인으로 '80년대 한글 

서체디자인과 편집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195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안상수는 홍익대 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1996년 한양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대 금성사 디자인실과 럭키금성 흉보실, 회성산업 등에 잠시 근무한 바 있고 KIST 지역 

개발연구소에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한때 월간지 1■꾸밈」의 편집일에도 관여했다.

연구논문으로는 1981년「한국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1983년 교육개발원의 위촉을 받아 

연구발표한「중학교 교과서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와「신문활자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1985년「신문의 가로짜기 

디자인 제안」등이 있다. 그 중 신문활자크기에 관한 논문인「신문활자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로 한국신문상을 수 

상하였다. 또 1988년에는 한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글학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주요작업으로 1985년 서울시더가이드의 출간을 비롯, 1987년 계몽사의 편집디자인 지침서 작업, 한일은행과 한 

미은행의 애뉴얼리포트 제작을 맡았다. 또한 제17회 밀라노 트리엔날레의 서울관 아트디렉션과 포스터를 제작하였 

다. 그외에도 한국 IBM의 사외보 디자인과 쌍용증권 애뉴얼리포트,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지 아트디렉션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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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안상수는 한글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체계적 연구로 안상수체를 비롯하여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 자신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함으로써 80년대 타입페이스디자인과 에디토리얼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였다. 그의 한글세체 

에 대한 관심은 글꼴 개발과 더불어 대중교양지인「마당』과「멋』의 편집작업의 참여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대중잡 

지에 아트디렉션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 잡지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남다른데가 있어 현재에도 계간「보고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와 전위적 편집방식으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국전통문 

양집』총 11권을 출간하였다. 현재 안그라픽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서 이코그라다(ICOGRADA)부회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차기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참고문헌

안인숙.「한글 글자꼴의 진보적 실험가: 안상수」.「코스마』통권3호서98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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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안상수.〈미르처〉1992.

안상수가 발행한「보고서/보고서』1989년 창간호.

가각간감 

갑갓강갖 

같감구箝

안상수.〈안상수체〉.

안상수.〈안상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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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김영주（金录注/Kim Young-Joo）

［생몰연대］ 1919년，1998년

연보

1919

1940

1943

1949

1955

1970

1973〜76

1988

1998

강원도 회양 출생

조선광음（주）, 국제보도연맹 편집부, 경향신문사 출판국에서 근무

유화 작품〈소녀〉로 선전 서양화부에 입선

일러스트레이션 시작（신문, 잡지, 단행본, 교과서 등 출판미술에 종사）

종합미전, 산미전, 일러스트레이션 동인전 등에 출품

조선일보 학생 미전 심사위원

KBS 고대 복식 고증위원

무지개일러스트회 회장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초대 회장

사망

연구내용

김영주（金榮注）는 1950년대부터 신문연재소설 및 단행본의 삽화를 그리면서 출판미술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의 입지를 구축해온 디자이너이다.

김영주는 1919년에 강원도 회양에서 출생하였다. 1940년 조선광음에서 근무하였고 1943년 서양화〈소녀〉를 출품 

하여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다. 광복 후 국제보도연맹 편집부와 경향신문사 출판국에 근무하면서 잡지, 단행 

본, 교과서 등 출판미술에 종사하였다. 1955년 이래 종합미전, 산미전, 일러스트레이션 동인전 등에 출품하였고 

1960년 최초의 일러스트레이터 단체인 '삽화가동인회' 를 결성하였다.

1970년대에 조선일보 학생미전 심사위원, 1973년부터 1976년까지 KBS 고대복식 고증위원, 1988년 무지개일러스 

트회 회장 그리고 1988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홍 

회 부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8년 작고할 때까지 100여 편의 신문소설 삽화 등 약 4만여 점의 연재물 일러스트 

레이션을 그렸다.

김영주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보통학교 시절에 여러 번 도（道）대항 미술실기대회에서 수 

상하곤 하였다. 그러나 광산을 운영하였던 부친의 사업 실패로 그림 공부는 물론 계속해서 정규수업을 받을 수 없 

었다. 성년이 되어 취직하였지만 곧 싫증을 느껴 수 차례 이직을 하였고 1940년에 조선광음（주）에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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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미술전람회의 특선작가인 일본인 가와라 다께오에게 사사（師事）하면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 

의 지도와 격려로 1943년〈소녀〉라는 제목으로 25호 크기의 유화작품을 그려 출품하여 선전에 입선하였다. 이후 

연이은 선전 입선으로 화가의 길로 듈어섰다.

그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경력을 시작한 것은 해방 후 국내 유일의 사진 화보집을 만드는 출판사였던 국제보도 

연맹에 입사하여 편집부에서 일하면서부터였다. 바로 1949년에「경향신문」에 연재되었던 정비석의 장편소설의 삽 

화를 그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었다. 그의 삽화는 큰 호응을 얻었고 계속해서 신문사와 

잡지사 등에서 삽화 청탁을 받아 작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출판미술계는 출판사와 신문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면서 능력있는 작가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주로 삽화는 선전 특선작가돌에게 돌아갔지만 경제적으로 어렵 

던 시절이라 그림 그리는 재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업 삼아 삽화를 많이 그렸다. 그중 현대물을 주로 그린 

작가로서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현웅이 있었고 역사물 작가로서는 이승만이 홫약하고 있었다.

김영주도 여러 신문사와 출판사의 삽화일을 하면서 꼼꼼한 성격과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 삽화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수많은 연재물을 그렸지만 작가 정비석과는 13번에 걸쳐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고 이중「자유부인（自由夫人）」은 가장 유명하다. 이 연재소설은 1954년 1월 1일부터 그해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r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엄청난 인기룔 끌어 신문판매 부수가 12000부 이상이나 올라가 

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당시로는 극히 드물게 연재 완료 전인 1954년 8월 18일 정음사에서 

이를 상하권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소설은 전쟁미망인을 주인공으로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휘항상과 더불어 

전후의 허영과 퇴폐풍조롤 그려내어 당시에는 3류 통속소설로 大부되어 법정에 오를 정도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김영주는 처음 신문연재소설의 삽화를 정비석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이후에도 많은 정비석의 소설 삽화룔 그렸다.

김영주의 삽화에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보다 텍스트에 입각한 탁월한 해석 능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텍스트가 

소설과 같은 창작물인 경우 마対 무대감독처럼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어떤 무대에 누굴 세울 것인가를 적절하게 

판단해 내어 소설의 내용을 한껏 살렸다. 그렇다고 막연한 상상으로 그리면 당장 독자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하곤 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오락성 있는 매체가 넘쳐나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가장 홍미있는 

오락거리로서 신문의 연재소설에 쏠리는 독자의 관심은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역사물이나 교과서 삽화의 경우 고증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어린이용 교과서의 삽화룔 그릴 때 고증자료 

가 충분처 못한 데에서 난점이 많았다. 조선시대에 비해 자료가 미비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관한 역사물은 동 

시대의 중국, 인도 등의 자료를 참고로 추정하여 그리기도 하였다. 그는 틈나는대로 과학, 자연, 동식물, 건축, 풍 

속, 복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식과 지식울 습득해 두었다. 삽화가가 만물박사가 되지 못하면 스토리에 전개되 

는 장면들을 현장감 있게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올 극복하며 김영주는 당대 최고의 연재물 삽화가로 자리잡았다. 또한 그를 비롯하여 출판물 

에 삽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삽화가들의 친목과 위상 항상을 위한 단체가 절실히 요구 

되었다. 이에 김영주는 이승만, 김기창, 박고석, 우경회, 이순재 둥과 함께 I960년 '삽화가 동인회 를 결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러스트레이터 단체인 삽화가동인회는 친목도모 외에 출판물 삽화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 

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신세계 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전율 가진 이후 수차례 전시회를 열었고 

부대사업으로 조선일보사의 후원을 받아 매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삽화가 동인회는 원화와 그것 

이 인쇄된 신문이나 출판물을 함께 전시하여 춤판 일러스트의 진면목을 일반인에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삽화가 동인회가 결성되어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즈음 인쇄술도 점차 향상되어 출판미술 환경이 호전되 

었다. 그동안 원화의 색감과 절묘한 선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60년대 중반을 맞이 

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몇 회원들이 순수회화로 진로룔 바꾸고 일부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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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쫓겨 회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1965년경에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동인회에서 

개최하였던 어린이 사생대회는 조선일보사가 주관이 되어, 이어져 여타의 신문사에게도 사생대회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외에도 삽화가 동인회는 5년 여간의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터 단체 결성에 큰 

힘이 되었다. 당시 동인회 모임의 결속력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1983년 무지개일러스트회를 결성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삽화가 동인회가 토대가 되어 결성된 무지개일러스트회는 1984년 4월 출판문화회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서정적이고 구상적인 작품을 구사하는 작가들로 이루 

어진 이 단체는 최근까지 원로작가인 김주영, 이우경, 전성보, 홍성찬을 비롯하여 젊고 패기에 찬 30여 명의 작가 

듈이 참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전반까지만 해도 일러스트레이션계는 개별적으로 몇몇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그 규모는 여전히 영세하였다. 당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대부분이 시각디자인분야를 종합한 단체 

인 한국시각디자인협회 ,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 중앙그래픽디자인협회 등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서올일러스트레 

이터협회, 일러스트뱅크, 히G, 모드메 등 일러스트레이터돌만의 모임이지만 행정적인 창구가 없는 개별단체에 머 

물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대내외적인 공식 창구 역할로서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단체에서 창립위원을 선정하여 1988년 5월 20일에 한국출판미술가협회가 발족되었다. 

국내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141명을 창립회원으로 영입한 이 단체의 초대 회장에 김영주가 추대되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회원명부를 발간하고 협회 창립 한 돐을 맞아 우리나라 출판사상 처음으로「Illustration 1990」을 발 

간하였다. 또한 '한국출판미술 신인대상전' 개최도 그의 재임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 전시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 

준 높은 전시회로서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션계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간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보여준 현실적인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명실공히 프로패셔널한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 

어 일러스트레이션계에 신인돌의 등용문을 열어주었다. 이외에도 협회 기관지「책과 그림」을 창간하여 회원간의 

정보소통은 물론 각종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사명을 담당토록 하였다.

김영주가 작고하기까지 펼쳐온 이러한 대내외적 활동 만큼 우리나라의 출판과 일러스트레이션계의 환경은 과거 

1950년대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가 활동을 시작하였던 초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바탕이 되는 출판분 

야가 낙후한 상황이었으므로 출판미술에 대한 인식은 전무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소설가의 작업은 창작으로 간 

주하면서 삽화가의 그것은 폄하하는 편견은 아직까지도 일소되지 않아 고료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삽 

화가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김영주는 자신의 능력과 수고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창작환경에 많은 좌절을 겪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고하기까지 50여 년간 4만여 점의 일러스 

트레이션 작업과 왕성한 협회활동을 병행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전문성 확보와 입지를 구축하는 데 공헌하였다.

참고문헌

박암종.「박암종의 디자인 역사찾기: 50년간 4만여 점을 그린 출판미술의 원로 김영주 화백」.「월간 디자인』

199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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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영주. 정비석 소설「자유부인」의 초판본（정음人｝） 

표지화. 1954.

김영주. 60-70년대 교과서 삽화.

김영주. 영어교과서 삽화. 1960년대.

김영주. 교과서 삽화. 1970년대.

김영주. 신문 연재물 일러스트레이션. 

1960〜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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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이순재 (Lee Soon-Jae)

［생물연대］ 1920년〜

［주소］ 자택/서울시 강동구 잠실 1동 27번지

잠실주공APT 506동 508호

［전화］ 자택/02-7423-8110

연보

1920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 졸업

서울신문사, 코리아 헤럴드 편집국 근무

1981, 1989 출판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인전

연구내용

1920년에 태어난 이순재는 고려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서울신문사와 코리아 헤럴드 편집국에 근무하면서 일 

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한 이래 50여 년간 신문 • 잡지 •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등에 일러스트레이션을 발표하였다. 

1981년과 1989년에 출판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해 왔다.

참고문헌

「무지개일러스트厶 중앙기획, 1992.

168



인물 I 시각디자인 I 일러스트레이션 I 이순재 I

工②

주요작품

이순재. 삽화〈정상에서 만난 사람들〉. 

농민신문 게재.

이순재. 삽화〈정상에서 만난 사람듈〉. 

농민신문 게재.

이순재. 삽화〈새봄이 오나 보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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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전성보（Chun Sung-Bo）

［생몰연대］ 1927년〜

［주소］ 자택/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73

［전화］ 자택/02-653-3068（FAX겸용）

연보

1927

1958

1983

출생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서양화 부문 2회 입선

첫 개인전

한국 어린이 도서상（일러스트부문） 수상

연구내용

1927년에 태어난 전성보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서양화 부문에 2회 입선하였고 1958년 첫 개인전울 가진 바 있 

다.〈별과 아기 부엉이〉를 비롯한 동화 및 신문, 잡지 등에 다수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발표하였으며 1983년에 한국 

어린이 도서상（일러스트부문）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무지개일러스트」. 중앙기획,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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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전성보. 삽화〈우리들의 사당패〉어95). 
중앙경제신문 연재.

전성보. 삽화〈우리됼의 사당패〉(405). 
중앙경제신문 연재.

전성보. 삽화〈슬픈살인〉여62). 일간스포츠 연재. 전성보. 삽화〈슬픈살인〉(283). 일간스포츠 연쟤.

전성보. 삽화〈간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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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흉성찬(Hong Sung-Chan)

［생몰연대］ 1929년〜

연보

1929 서울 출생

1955 일러스트 시작

1984 제1회 한국 무지개회 일러스트레이션전 출품, 국제그림동화원화전 제1〜3회 초대출품

1989 소년한국일보사 주최 어린이를 위한 좋은 그림전 출품

1991 예술의 전당 주최 그림동화원화전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 제1회 한국출판미술가협회 회원전 출품

1992 *92 서울 그림전 초대출품,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 제정 제1회 어린이문화대상 미술부문상 수상

1999~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어린이문화진흥회 회원

연구내용

1929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성찬은 1955년부터 일러스트를 시작하였다. 1984년 제1회 한국 무지개회 일러스트레 

이션전이래 매회 출품했고 제1회부터 3회까지 국제그림동화원화전에 초대작가로 출품한 바 있다. 이밖에 1989년 

소년한국일보사 주최 어린이를 위한 좋은 그림전, 1991년 예술의 전당 주최 그림동화원화전 '날아라 새둩아 푸른 

하늘을!', 1991년 제1회 한국출판미술가협회 회원전, 1992년 서울 그림전에 출품하였다.

1992년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홍회 제정 제1회 어린이문화대상 미술부문상을 수상한 그는 한국출판미술가협회, 

어린이문화진홍회 회원으로 홭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무지개일러스트」. 중앙기획,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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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J②

주요작품

흥성찬. 순수동화집 삽화

〈촛불 하나 켜보죠〉. 서림문화＞나. 흉성찬. 순수동화집 삽화

〈촛불 하나 켜보죠〉. 서림문화사.

흉성찬. 삽화〈겨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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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 그래픽디자인 ■싀若归层耐底■ ， C4CH던旧"
［ 포자다자이 j ［ 희고匸 자인 표지 디지인

김영주 1 이순재 | 전성보 1 홈성찬 i 김광배 1 6우경 i 김공응 ? 丁븍식 j
田

C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김광배 (Kim Kwang-Bae)

［생몰연대］ 1933년〜

［주소］ 자택/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가 198-2 덕운빌딩 4충

［전화］ 자택/02-743-4032

［FAX］ 자택/02-743-4032

연보

1933 출생

1958

1980

1984

1986

신문 • 잡지 • 교과서 • 아동문고 등의 삽화를 그리기 시작, 인천 남변화랑 초대전

대구 이목화랑 초대전

한국무지개회원전 등에 출품

'86년 대구 맥항화랑 초대전

연구내용 — —

1933년에 태어난 김광배는 1958년부터 신문, 잡지, 교과서, 아동문고 등의 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1979년 인 

천 남변화랑 초대전, 1980년 대구 이목화랑 초대전, 1980년 서울국제미술교류전, 1986년 대구 맥향화랑 초대전, 

1984년부터 한국무지개회원전 등에 출품하였다.

참고문헌

「무지개일러스트』. 중앙기획,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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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②

주요작품

김광배. 삽화〈무지개가 머무는 곳〉. 중앙일보 연재. 김광배. 삽화〈무지개가 머무는 곳〉. 중앙일보 연재.

김광배. 삽화〈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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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랜픠듸자인 - | 일러스트레이션 '。工旧三，

조상口지인 J | 광고디지인 । 표지디자인 1
김영주 0；순재 ! 전성보 | 홍성찬 1 감광바i | 이우경 ； 김공옹 이복식 |

□ 2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이우경 （Lee Woo-Gyoung）

［주소］ 자택/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50너 지하주택 1동 211호

［전화］ 자택/02-359-9966

연보

1941

1946

1947

1979

1991

3회 선전 양화부 입선

개인전 （동화백화점）

개인전（미국공보원 화랑）

개인전（샘터화랑 도예전）

스케치 전

연구내용 ― 

이우경은 신문과 잡지 등에 일러스트를 발표하며 홭동한 일러스트레이터이다. 1941년부터 3회에 걸쳐 선전 양화 

부에 입선한 바 있는 그는 1946년 동화백화점, 1947년 미국공보원 화랑, 1979년 샘터화랑 도예전, 1991년 스케치전 

을 가졌다.

참고문헌

『무지개일러스트』. 중앙기획,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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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②

주요작품

이우경. 삽화〈정복자〉. 세계일보 연재.
이우겸. 삽화〈정복자〉. 세계일보 연재.

이우겸. 삽화〈남사당〉.



1 인물
시각디자인 (Visual

그래픽£!자이 

포장지지인

Design)

| ； 티F”⑦스Q자은:

| ［__ 흐곤드자이 : 표지디지인 1
| 아이덴티日□자안 :

1

김영주 이순재 1 전성보 홍성친 | 召광배 | 6우경 | 김공웅 丁벽식 |

I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김공웅

［생몰연대］ 1942년〜

［소속］ 한국일러스트협의회 회장

김공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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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I G 리i 픽디자인1 : ■里!빼剎册■ j 편집口자인 j ［ 아이덴티티디자인 j

［포장日冗인J 광고口:자인 _| 二표지트차힌二 ］

김영주 1 3순재 1 전성토 1 호성찬 | 召광배 | 이주경 | 김공웅 | 이복식 !

[1②度

［분야】 일러스트레이션

［성명］ 이복식(Lee Bok-Sik)

［생물연대］ 1947년 4월 19일〜

［주소］ 자택/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플라자 빌딩 1355호

［전화］ 자택/02-718너061

［FAX］ 자택/02-718너064

연보

1947

1970

1974

1978

1979

1982

1987 

현재

황해도 사리원 출생

홍익대 미술대학 조각과 졸업

롯데제과 디자인실, 제일기획 제작부 근무

프리랜서로 독립, 제1회 제일기획광고대상에서 대상 수상

클리오상 입상 및 문화방송, 경향신문광고대상에서 일러스트 개인상 수상

제18회 중앙일보광고대상에서 일러스트 개인상, 조선일보광고대상에서 일러스트 개인상 수상

제23회 중앙일보광고대상에서 일러스트 개인상 수상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연구내용

이복식은 광고와 출판 분야에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디자이너이다.

1947년에 태어난 이복식은 1970년 흥익대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졸업을 하고 군복무를 마친 1974년 롯데제과 

디자인실에 입사하여 3여 개월간 근무하였다. 그후 제일기획으로 이직하여 4년간 일하다가 1978년 일러스트 프리 

랜서로 독립하여 주로 광고 분야에서 많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였다. 1979년 클리오상 및 문화방송, 경항신 

문광고대상, 1982년 중앙일보광고대상, 조선일보광고대상, 1983년 중앙일보광고대 상, 1987년 중앙일보광고대 상을 

수상하였다.

조각을 전공한 이복식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 졸업 후 롯데제과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부 

터 였다. 때마침 일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큰 인기를 모았던 상황에서 그는 우리나라에도 미개척분야인 일러스 

트레이션이 디자인과 광고계에서 주요한 분야로 차지할 것을 예감했다. 3개월 동안 롯데제과에서 일하면서 일러스 

트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제일기획으로 이직하였다. 제일기획에서 일하는 동안 

외국잡지를 통해 최신 디자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이와 함께 인 

쇄매체를 비롯하여 일러스트레이션에 필요한 기본 과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일러스트작업을 위해 그는 4년 동안 일한 제일기획을 나와 1978년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 

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광고나 출판에서 일러스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일러스 

트레이션은 단순한 삽화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리랜서로서 이복식은 초기 2년 간은 인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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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했다.

그가 독립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해낸 일은 농심라면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였다. 그는 곽규석과 구봉서를 모델 

로 머리를 과장되게 그리고 인물의 표정을 풍부하게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광고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 

광고의 성공을 계기로 광고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서의 업무 의뢰가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물먹는 하마' 광 

고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물통과 빨대를 둘고 마치 금방이라도 습기를 다 빨아돌일 둣 씩씩거리는 하마를 일러 

스트로 표현한 메인 비주얼로 보는 사람의 시각을 강하게 끌었다. 광고 비주얼의 3B로 꼽는 유아（baby）, 미인 

（beauty）, 동물（beast）은 인간성이나 애정 등에 소구할 필요가 있는 상품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복식의 광고 작품은 이와 같은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의 작품이 등장하는 소재는 때로는 동물 

이 해학적인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때로는 어린이나 미인의 모습이 캐리커처화되어 보는 이들에게 친근 

감을 준다. 그간 이복식이 선보인 이렇듯 코믹한 캐릭터는 '이복식 스타일 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의 작품 스타일은 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1984년「음악동아』창간호부터 9회째 담당했던 표지 일 

러스트나 1987년 5월호부터 다음해 12월호까지 19회에 걸쳐 담당했던 1■월간조선』의 표지 일러스트는 극사실주의적 

기법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그가 추구했던 극사실의 일러스트는 강렬한 시각언어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초기에 그가 출판사의 북 일러스트를 했을 때는 극사실 수법이 등장하였지만 그후 본격적으로 광고대행사의 일을 

맡게 되면서 그의 작품 스타일은 코믹한 스타일로 전환되었다. 때문에 코믹한 스타일은 주로 광고물에서 많이 나 

타난다. 롯데햄 '살로우만 （8회）, 동아제약 '타夭|온 （8회）, '브렌닥스大약（7회）, '물먹는 하마'（7회）, 롯데쇼핑（8 

회）, 코오롱 기업광고（6회）, 등 3회 이상의 시리즈 광고작품에서 그러한 성격은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이복식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통해 그만의 스타일과 테크닉으로 대중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어필 

하는 시각언어를 창출해왔다. 디자인의 각 분야가 전문화되지 않았던 당시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풍토에서 전문 일 

러스트레이터로서 활약한 그의 활동은 주목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박회연.「디자인 디자이너: 코믹 일러스트의 개척자 이복식」.「월간 디자인」통권133호서98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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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복식. 동아제약 天옥탄 심볼 캐릭터. 1983.

이복식. 동양화학 '물먹는 하마' 심볼 캐릭터. 1986.

이복식. 청보식품 '새우스낵' 패키지 일러스트. 

1986.
이복식. 보령제약 '아락실' 신문 • 잡지광고. 1987.

히朝鮮
국회의원 기소의 眞相 
한국天主敦의갈등 
戰「나와102抗命—

汎洋 미스I리 
용팔아는어디있나

X金玉吉

이복식.「월간조선」1987년 6월호의 표지 일러스트. 
이복식. 롯데쇼핑몰의 카탈로그를 위한 일러스트. 

1988.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픽디자인 티입踊 Oi 스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편집디자인 아이덴印※

포장디자인 광고0 지인 푰지 디지인

이상철 김형윤 | 정병규

m e bi

［분야］ 편집디자인

［성명］ 이상철

［생몰연대］ 1944년〜

［소속］ 주식회사 디자인 이가스퀘어 대표

［주소］ 직장/（110-350）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505

［전화］ 직장/02-763-3361

［FAX］ 직장/02-762-9394

연보

1944 서울 출생 

1962

1971

1973

1987

1990 

현재

한국산업은행 그래픽 디자인 담당, 단국대 상학과 입학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아트디렉터 ,「뿌리깊은나무」아트디렉터

이가솜씨 디자인 컨설팅 회사 설립, 크고 작은 기업들의 마케팅과 코퍼리트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을 수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편찬전문위원 역임

이가솜씨 대표, 한국박물관회 평의원,「샘이깊은물」미술편집위원

（주）디자인 이가스퀘어 대표로 활동 중

연구내용

이상철은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드 시스템을 편집디자인에 적용한 아트디렉터이다. '이가솜씨'라는 디자인 컨설 

팅 회사를 설립하기도한 그는 기업상품과 관련한 총체적인 마케팅 디자인 활동을 벌여왔다.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상철은 서울상고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상학과에 입학하였다. 1962년 한국산업은행 

의 그래픽디자인을 담당하였고 1971년 한국브리태니커 회사의 아트디렉터와「뿌리깊은나무」의 아트디렉터로 활동 

하였다. 1973년에 독립한 그는 '이가솜씨'라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률 설립하여 기업의 마케팅과 코퍼레이트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 업무를 대행하였다. 1987년에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편찬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주）디 

자인 이가스퀘어 대표, 한국박물관 평의원,「샘이깊은물」미술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상철이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한국산업은행이었다. 우리나라 산업을 해외에 소개 

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듈이는 일을 산업은햄에서 했는데 그는 흥보와 관련한 작업을 맡아 디자인계에 첫발을 내딛 

었다. 그곳에서 인테리어 회사 엘리건스의 사장 장충섭을 만났고 그의 권유로 종합디자인회사인 엘리건스에서 시 

간제로 근무하면서 건축에 대한 공간 개념과 가구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형에 대한 감각까지 두루 섭 

렵하였다. 그러던 중 19기년 장충섭의 소개로 한국 브리태니커회사의 사장 한창기와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창기는 에디토리알 디자인에 대해 자기 나름의 뚜렷한 주관과 미적인 감식안을 지니고 

있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그의 후원 아래 이상철은 편집디자인에서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 

를 자신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로 만둘었다.

이후 4년간 월간「뿌리깊은나무」의 아트디렉터로서 이상철은 획기적인 편집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이 

고 과감한 사진 트리밍과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는 '샘이깊은물체'（일명 샘체）를 개발하여 활자의 꼴, 

활자의 크기, 자간행간, 글줄길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판 개념을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그당시 잡 

지계의 현실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서 한때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이른바 '이상철 스타일 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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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편집디자이너로서 뿐 아니라 토탈마케터로서 이상철은 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도입에 

따르는 시장성, 유통구조, 판매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이가솜从I'를 1973년에 세웠다.

'이가솜씨'는「월간 디자인」의 재창간 작업, 월간「샘이깊은물」의 창간 작업을 비롯하여 캠브리지, 한샘 등 신 

규기업들을 독특한 프로모션방법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토털 마케팅 디렉터로서 빛을 발해왔다. 특히 

12년 동안 계속된 캠브리지 코퍼리트 커뮤니케이션(corporate communication)작업은 '이가솜씨'의 큰 성과로서 광 

고 캠페인에서 시작하여 유통, 매장 디스플레이, 판매방법, 프로모션, CIP 등 모든 작업을 총괄하였다.

기업의 경영부분까지 오랫동안 관여해 온 경험으로 사회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그는 회사를 법 

인체제로 전환시키고 직원들을 전부 해체시켰다. 그리고 독립체산제 형태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스텝들과 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엮였다 헤어지는 파트너십 체제로 하고 'Design IGA2'로 새출발했다. 마케팅, 인테리어, 그래픽, 

인더스트리얼, 패션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많은 디자이너, 아트디렉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 

고 국제적 프로모션이나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비해 외국인 파트너들을 섭외해 일본, 미국, 이태리 등지에 파 

트너십울 구축했다. 우리나라 산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산업은행 소개책자를 만들었고, 일본에 있는 로얄 모노 

카 호텔, 서울 미라마 호텔, 코리아나 호텔, 도큐 호텔의 코퍼레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 및 싸인 계획에 참 

여했고, 삼호주택의 아파트먼트 도색과 싸인 계획을 비롯하여 광고와 판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과 작업을 맡아 

서 해냈으며, 문화공보부의 포토 다이어리와 코리아 포토 뉴스지의 아트디렉션을 해왔다. 그 밖에 주식회사 진로 

의 해외 소개 책자롤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의 해외 소개 책자를 만들었으며 코오롱 고속버스의 도 

색작업도 맡았다.

r뿌리깊은나무」로 인해 우리나라의 편집디자인, 잡지디자인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재의 상황과는 달리 당시에는 편집디자인이 편집기자들이 하는 업무로 対부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상철 

은 70년대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일정한 스타일이나 패턴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던 시기에 새로운 편집양식의 예 

률 제시하였다. 그는 국내 최초로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특정잡지에 적합한 글자체를 디자인하는 등 체계적 

인 편집디자인을 시도하여 한국에서 에디터리얼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이제까지 일본의 아류에서 벗 

어나지 못하던 한국 편집디자인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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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주요작품

同"

이상철. 동아제약광고.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이상철.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로고.

이상철. r뿌리깊은나무」표지. 이상철.「샘이깊은물」표지.

이상철. '캠브리지' 남성복 광고 '고향시리즈' .

이상철이 작업한 본문편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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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2% •叼’

포쟝口자인J
i 니食서。스【•••자仃

| 광고日无인

• 「서 1 |
|____ 표지디자인 |

이상철 1 김형윤 1 정병규

［口

忸 김형윤편집회入卜

［분야］ 편집디자인

［성명］ 김형윤(Kim Hyoung-Yoon)

［생물연대］ 1946년 4월 28일~

［소속］ 김형윤편집회사 대표

［주소］ 직장/서울 종로구 장충동 1가 118 환경빌딩 6층

［전화］ 직장/02-2278-0202

［FAX］ 직장/02-2278-2384

국 2J 카드

김형윤. 김근원 사진집 디자인.

김형윤.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사보 디자인.

김형윤. 동서문학 디자인.

김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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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小「'|자5 / ，/「0内 ，—團皆感雷鼻1 0C" 厂
1 포장디자인 11 광고□지인 I; 표지디자인 |

이상철 1 김험윤 1 정병규

用2⑶困

［분야】 편집디자인

［성명］ 정병규(Chung Byoung-Kyoo)

［생몰연대］ 1946년〜

［소속］ 정병규 디자인 대표

［주소］ 직장/(121-21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29 금성빌딩 5층

［전화］ 직장/02-338-7620

연보

1946

1976

1978

1979

1983

1984

1989

1990

1991 

현재

대구 출생

경북 중 • 고등학교 졸업

서라벌예대 문창과, 고려대 불문과, 파리 에스띠엔느에서 수학, 동경 유네스코 편집자 트레이닝코스 거침

민음사 편집장 재직, 한수산의「부초」표지 제작

도서출판 홍성사 설립

독서편집상 수상

한국출판학회상 수상

정병규디자인'설립, 명지전문대, 서울시립대, 경원대, 이화여대 등 출강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 위원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이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제1회 교보문고 북디자인상 대상

교보문고 북디자인상 특별상

안상수와 함께 번역한 잰 화이트의 1■편집디자인』초판

정병규 디자인 대표로 활동 중

연구내용

정병규는 책디자인이 책표지 그림이나 활자조정과 삽화 수준에 머물렀던 1970년과 80년대에 본격적인 북디자인 

을 시도한 출판디자인의 선구자로서 북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정립하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1946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병규는 경북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라벌예대 문창과와 고려대 불문과 그리고 

파리 에스띠엔느(Estienne)에서 수학했으며 동경 유네스코 편집자 트레이닝코스를 거쳤다. 고려대학교 신문사와 신 

구문화사, 민음사, 홍성사 등에서 편집, 기획, 디자인을 했으며 현재까지 1984년에 설립한 '정병규디자인'을 통하 

여 활동하고 있다. 명지전문대, 서울시립대, 경원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였고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계몽 

사 미술담당 이사, 서울 올림픽 편찬전문위원,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시각정보디자인 

협회 부회장 중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1979년 독서편집상, 1983년 한국출판학회상과 1989년 제 

1회 교보문고 북디자인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번역서로는 안상수와 함께 번역한 잰 화이트의「편집디자인』 

어99r년 초판)이 있다.

정병규는 출판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오랜 기간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민음사의 편집부장과 홍성사의 주간을 지 

냈고 대학재학 시절부터 신문제작에 몰두하여 모교의「고대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때 그는 신문 8 

면을 거의 혼자 레이아웃하면서 신문제작에의 몰두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여 대학을 뒤늦게 마쳤다 이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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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하였고 북디자인을 하게 된 것은 70년대 말부터이다.

1976년 민음사에 편집장으로 재직하면서 표지디자인과 레이아웃에 매진하여 그 당시 유행했던 알록달록하게 회 

화적 색채가 강한 책표지들의 분위기를 버리고 거의 모노톤으로 한수산의「부초（浮草）』의 표지를 만들었다. 당시 

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이책의 디자인은 상당한 인기를 모았고 그의 첫 공식적인 표지디자인으로 남게 되었다. 민음 

사에 재직하면서 그는 매달 2〜3권의 표지디자인을 해냈으며 계간지『세계의 문학』레이아웃 등 많은 업무를 하였 

는데 이때의 민음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본격적으로 기획과 편집에 뛰어든 것은 1978년 친구 이재철과 함께 도서출판 흥성사를 설립하면서 주간으 

로 활동하여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의 편집인 연수과정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이제까지 그가 해왔던 작업을 분명하게 재인식할 수 있었다. 단순히 표지장정 정도로만 생각해 왔던 북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되었고 선진화된 일본에서 북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실재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격 

한 것이었다. 귀국을 한 후 그는 사무실을 열고 북디자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판물의 디자인료가 사진식자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일거리도 꾸준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2년 간을 보내다가 본격적인 수업울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프랑스 파리의 에스띠엔느로 유학을 

떠났다. 출판물에 관계되는 디자인과 기술만을 가르対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갖춘 이 학교는 현대 프랑스 북디자인 

의 문을 연 대표적 디자이너인 피에르 포쉐를 배출한 명성있는 학교였다. 여기에서 그는 책, 잡지, 신문, 카탈로 

그, 포스터 등 모든 인쇄물을 다루는 비주얼 커뮤티케이션 기술을 공부하였다. 그는 1983년에 귀국하여 이듬해에 

국내 최초의 편집기획 및 편집디자인 회사인 '정디자인실 을 열었다.

유학을 마친 후 그는 종래의 명화나 도안풍의 책표지에서 탈피한 모던한 북디자인을 선보였다. 그가 열화당에서 

펴낸「시각과 언어 |」의 책표지는 전체적으로 강렬한 노랑 바탕에 견고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존 하트필드의 포 

토몽타주와 앤디 워홀의〈엘비스 프레슬리〉등의 작품이 표지의 앞뒤를 장식하고 있었다. 기존의 책장정과는 달리 

표지와 내지 간의 단절이 없이 책 전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안팎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 책 뒤쪽의 

속표지에 붙어 있던 판권딱지 대신에 깔끔한 앞표지 안쪽에 필자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북디자인 정병규' 라는 글 

씨를 새겨 넣음으로해서 그는 스스로를 공식적인 북디자이너로 자처하였다.

정병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작업과 생각을 글로 나타내곤 했는데 그가 처음 자신의 진로를 바꾸면서 뚜 

렷하게 인식한 것은 출판디자인의 개념이었다. 그는 그동안 단순한 레이아웃에서부터 편집디자인, 책장정, 북디자 

인, 매거진디자인 등의 각종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고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주장해왔다. 편집디자인이란 북디 

자인과는 다른 것이며, 그리고 책, 잡지, 신문 및 소형인쇄물을 포함한 모든 인쇄물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은 편 

집디자인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출판디자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작업 역시 단 

순히 디자인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정하여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만드는 일, 그리고 책을 디자인하는 일을 

이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적 지평 속에서 이해하였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화적 행위로서 공시적（synchronic）으로, 그리고 통시적（diachronic）으로 그 가;처가 

규정되며, 따라서 오늘날 한국 디자인에 있어서 이 좌표의 두 축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였 

다.

정병규는 출판디자인에 있어 두개의 뚜렷한 기둥을 세웠다. 하나는 북디자인의 한국적 독자성과 세련성을 수립 

한 것이며 또 하나는 북디자인에 있어 토탈디자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서이건 번역서이건 엉성하게 책표지룔 

만들어 닥치는대로 출판을 해온 풍토에서 그는 본격적인 북디자인올 시도하였고 그것도 단순히 표지디자인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책의 등（背）부터 내지까지 모두 디자인하였다. 북디자인의 책임져야 할 범위가 본문의 활자모양 

이나 크기, 그리고 활자와 연계돼 있는 행간이나 여백의 구분들을 포함한 구성디자인과 또 한편으로 용지나 인쇄 

의 효과를 선택하고 점검하는 제작감독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한단계 더 나아가 

책의 내용과 성격을 디자인만 보고서도 독자가 알아볼 만큼 이미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먼 데서 바라보아도 최 

소한 그 책이 소설류인지, 사회과학서인지, 실용서인지, 아니면 과학서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책들은 책을 들춰 차례를 보기까지는 어느 분야의 책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정병규가 디자인한 책은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데 그의 작품 중에서 1•산해경（山海經）」,「내훈（內訓）」,「한국선시（韓國禪詩）』들이나,「대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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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총서」,「이데아 총서」등의 책은 디자인만으로도 어떤 내용의 책인가를 알 수 있고 책을 들추면 더욱 그것이 명 

료해진 다.

「에로티즘』이나「별을 보여 드립니다』에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가 하면 1990년 교보문고 북디자인상 

에서 특별상을 받았던「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는 당시 모든 책표지들이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독자의 눈 

에 띄기를 추구하고 있을 때 작은 글자로 단아하게 디자인함으로써 반전（反轉）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출판계의 

유행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재구축을 하는 과정 

을 통해 현재까지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어록

•단순한 정보의 집적체로서의 책과, 인간과의 만남울 기다리며 책상 위에 놓인 책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북디 

자인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한권의 책을 디자인할 때에는, 음식을 요리할 때 인간의 미각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책이란 인간화될 수 있는 상상과 논리와 감동의 공간을 포함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책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밝히고 책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이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확신과 입장이 아마도 북디자이너의 기본적인 태도일 것이다「（「월간 디자인』 

1984년 9월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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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정병규.「부초」（한수산 저. 민음사）의 북디자인. 

1977.
정병규. 한국문화예술총서 시리즈（열화당） 북디자인. 

1984.

정병규.「8대 문학상 수상작품집 1986」（한국소설가협회 

행림충판）의 북디자인. 1966.

정병규.「나누어진 하늘」（크리스타 볼프 저. 전영애 

옮김. 민음사）의 북디자인. 1989년.

정병규.「백남준」（이용우 저. 삼성출판人｝）의 

북디자인. 1992. 정병규.「바다의 눈」（김명수 저. 창비시선 136. 창작 

과 비평사）의 북디자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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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러人口:2 , 斗즙■閒閘間噩丽皿

［ 포장디자인_ | |........프고□지인 표지다작이 _ ］

조영제 | 박재진 | 권명광 | 김현

①②図因⑤®団

［분야］ 아이덴티티디자인

［성명 조영제(趙英濟/아盟 Young-Jae)
滑 ［생몰연대］ 1935년~

［주소］ 자택/(135-100)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8 카사두손 201

［전화 자택/02-S42-9723
j h...............................................................

연보

1935 출생

195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65~9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1973 조영제 디자인 연구실 설립

1986〜89 제7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1989 조영제 디자인 연구실을 (주)CDR로 발족

자문

1966 대한민국 상공미술 전람회 추천작가 심의위원

1974 조일광고상 심사위원

1976〜82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디자인 고문

1979 수도행정 자문위원지하철 분과위원

1979〜81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

1980-81 연합통신 엽합화보 자문위원

1981〜92 (주저일기획 자문위원

1983〜88 '88서올 올림픽 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회 위원장

1986〜95 체신부 정책자문위원회 우표심의 분과위원

1990-93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1994-95 한국 디자인 포장개발원 이사

분야활동 및 수상

1966〜97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1966~95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

1972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창립 멤버

1972〜94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집행위원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제2대 회장에 피선

1974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제3대 회장에 피선

1978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초대작가

1982 일본 디자인학회 해외정회원 1호

1983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제7대 회장에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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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디자인협회 （KSVD）의 세계그래픽 디자인단체협의회이COGRADA） 가입 주도 및 ICOGRADA 83

더블린 총회에 한국 대표 2명을 파견

1984 제1회 Morisawa Awards, International Typeface Competition 국제 심사위원（일본）

1985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제8대 회장에 피선

1987-89 세계 그래픽 디자인단체협의회이 COGRADA） 이사

1994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초대 회장 추대

1995-97 한국디자인 법인단체 총연합회 초대회장

1997~ 현재 일본디자인학회 （JSSD） 명예회원

1998 * 98 Hong Kong Design Show 국제심사위원

클라이언트/그래픽스

1962 조홍은행 캘린더 디자인

1964 조홍은행 캘린더 디자인

1985 서울 올림픽대회 공식포스터 디자인

'85년도 크리스마스쒈 제작（결핵협회）

'86아시안게임 스포츠 픽토그램 디렉션

'86아시안게임 우표 6종디자인（서울올림픽조직위）

1987 서을 올림픽대회 스포츠 픽토그램 디렉션

독립기념관 개관 기념 우표디자인（독립기념관）

1988 서을 올림픽대회 스포츠 포스터 시리즈 디자인（27점）

'88서울올림픽 스포츠 포스터

1990 대전엑스포 '93마스코트 우표디자인（대전엑스포 조직위）

대전엑스포 '93엠블럼 우표디자인（대전엑스포 조직위）

1991 대전엑스포 '93공식 포스터 상징탑 디자인（대전엑스포 조직위）

1993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 포스터 디자인

1995 2002 월드컵유対 포스터（월드컵 조직위원회）,「조영제의 그래픽세계」편집디자인

클라이언트/코퍼리트 아이덴티티

1962 대한중석 심볼마크 디자인

1974 동양맥주 주식회사 CI 개발

1975 제일제당 주식회사 CI 개발

신세계 백화점 CI 개발

1976 서을대학교 VI 개발

1980 삼립식품 주식회사 CI 개발

1981 국민은행 이 개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CI 개발

한국산업은행 CI 개발

1985 동서식품 주식회사 CI 개발

주식회사 럭키 이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심볼마크 디자인

198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이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심볼마크 디자인

1988 대우증권 주식회사 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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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CI 개발

한국무역협회 CI 개발

1989 한국장기신용은행 이 개발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VI 개발

1991 전북은행 CI 개발

주식회사 데이콤 CI 개발

1992 강원은행 CI 개발

1993 오비씨그램 이 개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I 개발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 개발

1995 한겨레신문사

1996 아남그룹

클라이언트/브랜드 아이덴티티

1978 OB캔맥주 BI 개발

1985 동서식품 주식회사 히 개발- 맥스웰, 프리마, 동서벌꿀, 홍차 등 10종

1989 동양맥주 주식회사- *OB 슈퍼 드라이' BI 개발

1992 동양맥주 주식회사- *OB SKY' Bl 개발

1993 그린빌 프리미엄우유- 두산종합식품 주식회사

대유통상 주식회사- 모든아이(이OD&I)' BI 개발

1993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LEFEE' BI 개발

1993 (주)한섬- 'SYSTEM' Bl 개발

(주)남양알로에- VlVERf 히 개발

1994 코오롱모드- 코오롱상사

전시

1957 제5회 국전 공예부 입선

1958 제6회 국전 공예부 특선

1966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코리아' 포스터

1969 제4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커머' 포스터

1970 제5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홍도 포스터

19거 제6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사G5' 포스터

1972 제7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히GEVANO' 포스터

제1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VD) 창립전 출품- 포스터 3점(Pepsi, Hello Charlie, Summer S, Kylon)

1973 제2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VD) 회원전 출품- 'KAL' 포스터 2점

1974 제3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VD) 회원전 출품- '75캘린더 3점

제회 상공미전 출품

1975 제10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출품- '경포대' 포스터

제4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회원전 출품- '가족계획' 포스터 2점

1976 DECOMAS 사례전 개최(신세계 화랑)

제1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자연보호 포스터 2점

제5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회원전 출품- '자연 보호' 포스터

1977 제1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출품- '총화 포스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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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979

1981

1982

1984

1987

1991

대우 중공업 창원공장 상징탑 제작

제1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출품- '자연 보호 손 + 새' 포스터

제1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출품- '자연 보호 손 + 꽃 + 굴뚝 포스터

제10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아＜SVD) 회원전 출품- '88서올올림픽 포스터

제1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 출품- '코카콜라 포스터 2점 

'KSVD+JAGDA' 동경 전시회출품- 교류 포스터

제2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 출품- 'DAKS' 포스터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 출품- '심포니코리아 환상곡' 포스터

제17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아＜SVD) 전시회 출품- '애플컴퓨터 포스터

연구내용

한국의 시각디자인,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의 개척자로 통하는 조영제에 대한 평가는 세련된 

디자인 센스, 아트 디렉션과 디자인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의 디자인 경력과 작품으로부터 

연상되는 특성이다. 6 • 25 전쟁 이후 1950년대 어려웠던 시대에 응용미술을 수학했던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임에 

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의 디자인 경력을 조감해보면 타고난 디자인 감각과 철저한 전문가 기질이 그의 모든 작품 

과 디자인 활동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디자인 컨설턴시롤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디자인 고문활동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디자인 자문활동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디자인에 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규범과 아트 디렉션의 전례를 만든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그는 특히 그래픽 디자인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울 했는데, 자기 표현적이고 소프트 일러스트 

레이션 중심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업 경영자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이고 실증적으로 디자인의 실제를 실현한 디자이너로 평가된다. 인습적인 문화풍토 속에서 감각적으로 성숙한 디 

자인을 창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실은 그의 디자인 컨설턴시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수준 

높은 감각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례와 풍토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6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 디자인의 사례를 보여주는 데코마스 개인전이 바로 이것을 잘 대변 

한다. 이것은 디자인 컨설턴시가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울 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발전의 전 

환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업에게는 디자인이 기업 경영상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험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컨설턴시에 대한 전문성과 정당한 디자인료를 지불할 수 있는 가为를 인정하게 한 좋은 사례였다. 한편 디 

자이너에게는 자기표현에 탐닉하는 그래픽디자인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디자이너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디자인 메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지위는 기업의 한 부서에 속하면서 지엽적인 디자인 제작업무를 관장하 

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성장과 함께 활발해지고 있는 디자인 컨설턴시에 대해서 기업이 인정 

하고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조영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디자인 비즈니스는 보편적 

인 디자인 전문활동으로 정착되었다.

조영제의 디자인 센스와 디자인 메니지먼트 능력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에 아주 잘 나 

타났다. 서을 올림픽 조직위원회 속에 디자인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1982년부터 1988년까지 7년 동안 이 위원회 

의 위원장으로서 디자인 코디네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능력은 아트 디렉션과 디자인 메니지먼트의 휼릉한 

전례로서 우리 디자인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정통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주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는 합리성, 완벽성, 청결감, 세련미 둥으로 대표되는 감각은 기본적으로 직관 

성과 합리적 디자인 프로세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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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의 업적과 디자인계에 미친 영향력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조국의 디자인계 선 

구자로서 그가 쏟은 노력, 둘째, 그의 교육, 셋째, 미래의 디자이너들에 대한 그의 도전이 그것이다. 그는 현재 진 

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선구자이며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배들에게 현재의 길을 열어 주었 

다는 점에서 선구자이다. 대학을 마치고 곧바로 커머셜아트의 세계로 진출하였을 때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사소하고 오로지 장식적일 뿐이라는데서 그 일들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사람듈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디자인 행위가 자신과 클라이언 

트와 사회를 위해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3년 CDR이라는 디자인 연구실을 설립하였다. 초기의 회사 이름인 CDR(Cho Design and Research/ 조 

영제 디자인 연구실)이 후일, 보다 시적인 이름인 CDR(Coordinating Dreams and Reality/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바뀌었다. 그가 확신했던 고차원적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이 그 당시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배우는 학생이자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 또한 실무 디자이너일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디자인을 시작했을 당시의 사회와 산업계는 비지니스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 

였다. CDR은 CI라는 개념을 1974년 동양맥주 CI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당시, 디자인이야말로 정보 전달의 중 

요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여 년 전에는 디자인이 제품을 알아보게 하는데 필요한 장식 정 

도로 인식되었고 디자이너 또한 그러한 기술을 응용하는 시각 예술가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서비스라는 점을 일찍이 깨닫고 있었던 조영제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인식이 

명백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복잡해 가는 현대 사회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 

계적인 접근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내 수많은 기업의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했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우리사회 

에 디자인의 새로운 가刀률 형성해냈다. DECO시AS라는 합성어가 도입되면서 그는 이것의 도입에도 공헌하였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일관된 조형표현으로 통일하여 다양한 매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시각전달함으로써 기업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며 그는 몇몇 디자이너와 팀을 구성하여 이미 수 

년 동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소화했고 그 결과를 1976년 3월에 사례전(事例展)으로 발표했었다.

1974년 민철홍과 합작으로 '동양맥주 주식회사 의 레이블 디자인에 착수했던 그는 그후 수년 동안 많은 데코마 

스 사례를 낳았고 한국기업에 CIP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신세계 백화점 주식회 

사'의 도입과정을 듈 수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CIP도입 동기는 첫째로 코퍼레트 마크와 브랜드 심벌을 여러 매체 

에 사용할 때의 디자인상의 문제점, 둘째는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시각매체인 포장지와 케링 백이 전혀 통합되지 

않아 기업 이미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는 백화점이라는 기업형태의 특성에 비추어 케링 백과 유니 

폼에 역점을 두었다. 백화점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없는 것은 아니나, 주로 타기업의 생산품을 판매하기 때문 

에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중 포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중에도 케링 백의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이 문제가 되었다. 취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것을 구비한다는 것은 통일성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되 기존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면의 칼라를 달리해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 

로 브랜드에 관한 것이 있다. 우선 브랜드 네임인 '피콕(Peacock)'은 백화점이라는 기업형태에 잘 맞다고 판단해 

서 그대로 사용했다.

또한 30여 년간 교육자로서 인재양성에 진력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인력인 산업디자인 전문가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온 그는 대학교육의 일선에서 후학됼을 키워냈다. 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했 

다.

조영제는 디자인을 일반인의 '동경의 대상 이 되는 수준에 올려 놓기 위해 싸워왔다. 그가 성취한 업적의 목록 

은 그가 디자인계의 선구자이자 지도자임을 반영한다. 1972년, 그는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를 창립하고 이끌 

어 왔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1966년부터 맡았으며,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 

회 • 디자인전문학회 위원장직을 거쳐 1994년 창립된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또한 회장으로서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체신부의 자문위원과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이사로서 일했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 이처럼 한국 디자인계에서의 그의 영항력은 이제 세계를 항해 증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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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영제의 그래픽세계: 이상과 현실」. 안그라픽스, 1995.

정시화.「한국의 현대디자인: 현대 디자인의 근원과 한국에서의 현황」. 열화당 미술문고 21, 1979.

윤호섭.「한국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시킨 CI전문가, 조영제」.「월간 디자인』1993년 9월호.

이영혜.「조영제 • 나카니시 모토가 말하는 한 • 일 이계의 오늘과 내일」.「월간 디자인』1993년 9월호

.「서울 미대 조영제 학장 인터뷰: •이제 한국의 디자인도 국제화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월간 디자인」1988년 3월호.

「커버스토리 조영제: 첨단의 모더니스트, 완벽한 아트디렉션」.「월간 디자인」1976년 5월호.

윤호섭 • 금누리 • 안상수.「조영제」.「보고서/보고서」16호서999）.

「한국적 아이덴티티 분야의 발자취를 대변한다는 자부심」. r디자인비지니스」12호서99이년 3월호）.

「지금 완성된 것은 이미 낡은 것이다」.「디자인저널」198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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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조영제. 'OB'로고. 1974.조영제. 대한항공 포스터.

제2회 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전 충품작.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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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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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여

이 을 이

임 새시 석

주조진 장천

출 총기고 쿤 탈

팅 트 판 포 吕합회 囲國冶用旨
조영제. Korea Investment Trust Co., Ltd. 타입페이 

스 디자인. 1983.
조영제. '88서욜올림픽 픽토그램. 1987.

多F
OBSKY
조영제. 'OB SKY* 로고타입. 1992.

조영제. '93 대전엑스포 포스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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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영저; 1 박재진 । 권명광 j 김현

田2 3

［분야］ 아이덴티티디자인

［성명］ 박재진 (Pa水 Jae-Jin)

［생몰연대］ 1940년〜

［주소］ 1457 W, Pacific Coast Hwy Long Beach, CA 90810 U.A.S

［전화】 562-432-5003

연보

1940

1967

1972

1973

1975

1976 

현재

경남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졸

대한항공 아트디렉터로서 일본광고계 연구차 2회 도일

서린호텔 CI자문

기업디자인연구소(CO이) 설립

새로나쇼핑센터 CI 자문

미국 거주

연구내용

박재진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메뉴얼인 서린호텔의 기업이미지 이P롤 제작한 디자 

이너이다.

1940년생인 박재진은 홍익대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대한석유공사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하 

였고 디자인포장센터에서도 근무하였다. 19기년 정연종, 안정언, 유제국과 함께 '크리애드'라는 스류디오를 설립하 

여 8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대한항공으로 입사하였고 수년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활동하였다. 1973년 서린호 

텔의 기업이미지(CIP) 편람(便費)울, 1978년에 세종문화회관의 사인 시스템을 제작하였고 'CC2I'라는 기업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 기업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연구를 하였다.

박재진은 기업이미지 작업에 연속적인 연구와 실행화를 위해 노력한 선구적인 디자이너였다. '60년대 말까지만 

에도 우리나라에서 '이(Corporate Image/ Corporate Identification)'와 동일한 의미로 일본인들이 만든 

*DECOMAS(Design Coordination as a Management Strategy)'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을 뿐더러 디자이너에게도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더블어 외국의 대기업과 합자한 기업들이 국내 

에 진출하면서 이같은 디자인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예컨데 대한석유공사와 호남정유 같은 외국과의 합자 

회사들의 탄생과 더불어 당시 외국에서 그 효용가为를 인정받은 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초 

기에 이들 석유회사들은 주유소 대리점을 설처하면서 통일된 미화지침(美化指針)올 위해 일종의 간략한 CI메뉴얼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당시 이 시스템의 도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전무했다. 기업인들의 인식 뿐 아니 

라 디자이너들의 참여의식 마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디자이너로서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작업을 행해온 디자이너가 박재진이었다.

박재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국내 최초의 기업이미지 CIP작업인 1973년 서린호텔의 기업이미지 CIP의 제 

작이었다. 이 작업은 서린호텔 측에서 필요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박재진이 나름대로 국내 기업경영의 현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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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업이미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자발적으로 발간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 

영주들을 계몽한다는 뜻에서 완성된 이미지 편람 500여 부를 기업 각처에 보내었다. 그가 CIP활동을 하기 위해 선 

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경영자돌에게 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심어주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 

이었기 때문이었다. CI분야의 개척자로서 그는 디자이너로서 실질적인 작업보다 오히려 계몽하는 편에서 많은 시 

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박재진은 'CCQI'라는 기업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해 기업이미지에 대한 

시각적인 연구를 계속하였다.

한편 박재진은 연극단체인 '가교' 에 미술 • 디자인의 측면에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연극과 같 

은 시공간적（時空間的）예술 형태에서 포스터 디자인을 연극공연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위対에 올려놓았다. 포스터 

는 공고나 광고의 기능을 넘어서 회곡작가나 연출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연의 순간적 시간을 이어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연극포스터를 즐겨 작업하였고 4년 동안 극단 가교의 공연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박재진은 기업이미지의 시각적 정립을 비전문가의 입장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디자이너로서의 

사명감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활동하였을 당시 기업디자인에 대한 경영자둘의 인식은 회박했으며 그 가치조차 인 

정받기 어려웠다. 박재진의 이러한 노력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조영제 등에 의해 본격적인 작업이 이 

루어지게 되었고 체계적인 CI 도입과 전개는 홛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박재진의 기업디자인」.「꾸밈』5히977년 9 • 10월）.

「한국디자인 100년」. '■월간 디자인』1996년 1월호.

「커버스토리: 창작의 의욕과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는 서울의 그래픽 스튜디오들」.「월간 디자인」

197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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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n Hotel

박재진 . 한국시청각교육협회 심볼마크. 1961. ■电사랑과 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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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진. 서린호텔 CIP. 1973.

缪
박재진. 서린호텔 심볼마크를 응용한 장식문양. 

1973.
박재진. 남강항꽁 심볼마크. 1974.

박재진. 세계항공혼재화물（주） 심볼마크. 1976. 박재진. 극단 현대극장 심볼마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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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1965

1965

1968

1977-78

197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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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아이덴티티디자인

［성명］ 권명광（權明光/Kwon 애young-Gwang）

［생물연대］ 1941년〜

［소속］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주소］ 자택/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1동 1101호

직장/（121-791）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전화] 자택/02-783-5140 직장/02-320니 903 [FAX] 02-336-3074

연보

서울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와 동대학원 졸업

일본（日本） 오사까 예대 하기대학 수료, 그래픽 디자인 개인전 3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 중앙광고대상, 국제관광공사 포스터전 심사위원 역임

중앙대학, 건국대학 강사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회원 ,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 한국시각디자인협회전 출품, 쌍용그룹 DECOMAS 제작

한국감정원, 토지금고, 한국조경공사 마크 제작,

한일은행, 제일제당, 주택은행, 국민은행, 대한생명보험, 대한비타민, 삼양사 카렌더 원고 제작

국제조형예술협회 주최 어린이 해 주제 그래픽공모전 은상 수상

대한생명보험등 10여 개 기업체의 캘린더 일러스트레이션, 토지금고 등 7개 기업의 심볼마크, 쌍용그룹 등 4개기

업의 CIP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1989 대한민국 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 추천작가, 심사위원, 대한민국 중앙광고대상 심사위원 역임

1997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역임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한국 디자인 법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한국광고학회 회장

연구내용

한국 근대디자인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6이년 제3회 대한민국상공미전（현 산업디자인전）은 권명광에게 '대 

통령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면서 그를 그래픽디자인 계몽운동의 선두주자로 걷게 했다. 그때부터 권명광은 심미 

적이고 산업사회와 유리된 기존의 그래픽디자인에서 벗어나 '산업문명사회에서의 디자인'을 정착시키기에 이르렀 

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디자인을 통해 대사회적 진출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작품은 '그래픽'이라는 장 

르를 자신의 창작표현의 매개로 하여 개인의 자유성과 대중적 객관성의 양면을 긍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래픽디자인을 통한 그의 접근은 어느 의미에서 볼 때 한국 그래픽디자이너의 길을 엿보는 듯 하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는 모든 분야가 미분화（未分化）, 비전문화（非專門化）된 상태로 남아있을 때였다. 이러 

한 혼돈의 상태가 70년, 80년대로 오면서 여러 디자이너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분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졸업 후 여러 해를 일러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광고디자인, 포장디자인, 편집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인 

분야의 제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전인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발휘해야 했다. 당시의 그의 작업은 일러스트 

레이션을 통한 여러 가지 소재의 도입, 다양한 테크닉의 구사였다. 그의 테크닉 중 에어브러쉬 테크닉（Air-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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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사Me）이라든가 매직과 포스터 컬러를 활용한 테크닉은 당시에 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테크닉 자체가 보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디자이너의 주목을 받기에 족했다.

1964년부터 1966년 사이 3회에 걸친 개인전을 가진 이후 곧이어 1968년 제3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에서 대 

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일巧부터 디자인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에 다른 디자이너들이 미처 손대 

기 어려웠던 디자인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 시각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작업의 하나가 캘린더 디자인 

이었다. 이렇게 기업과 디자인 접목의 시도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디자인계로 말하자면, 1945년 조선산업미술협회, 1946년 조선상업미술가협회들의 사회적 필요성 이전의 실험적 

작품홭동이 한동안 단순한 계몽적 차원을 맴돌고 있을 때, 1966년 8월에 수출품 디자인의 양질화로 수출진홍을 추 

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고 그 횟수가 5, 6회를 기록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디자인에 대 

한 기업의 인식과 필요성, 그리고 디자인계의 대사회적 진출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의지가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 

도로 시도되고 있다.

그는 그의 천부적인 색채감각과 고교시절에 바탕을 길렀던 뎃생력을 기본으로 하여 캩린더, 크리마스 카드, 책 

표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문학작품과 음악을 꿈과 같이 그려내었다. 20세를 갓넘은 그의 손에 의해서 그려진 그 

림은 동년배나 후배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곧 이어 그가 시도한 또 하나의 작품은 오브제의 도 

입이었다. 디자인의 최종목표는 인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촬영, 색분해 등의 과정이 따르 

기 마련이다. 그의 오브제에 대한 개념은 순수회화의 사상과는 달리 붓이나 포스터 칼러 등의 도구의 제한점에서 

탈피, 촬영과정에서의 조명에 따른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종 그래픽전에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초기의 상공미전에도 이러한 경항을 띤 작품들 

을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매직과 포스터 컬러를 이용한 색면의 조화, 그리고 그가 개발한 독특한 레터링（명광체） 

책표지라든가, 크리스마스 카드, 포스터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그는 자기가 개발한 이 글씨체를 이용하여 양송이 재배에 관련된 캐털로그의 헤드라인과 깨알만한 본문의 카피 

까지도 작성하였는데, 결국 이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그 당시 대한민국 상공미전의 정신은 철저하게 

수출상품을 위한 디자인으로 작품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었다. 그는「양송이 수출안」울 통해서, 1980년대의 한국의 

디자인 시장의 모형을 만들어 내었다. 모두가 수출되고 있는 상품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아직은 수 

출이 안되고 있으나 수출 가능한 아이템으로서 미꾸라지, 칠면조, 양봉, 자라, 양송이 등 농가부업을 통한 소득증 

대를 수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싼 농사보다 15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송이 재배를 택했다. 그는 이 작품을 양송이의 재배, 개발, 비료를 주는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 생산 

자를 위한 캐털로그를 제작하는 한편, 외국시장을 위한 포스터와 패키지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디자인계의 비상 

한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디자인 코디네이션,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규모의 CI에 해 

당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해, 추천작가로서 처음 출품한 작품은 수출의 배면성을 강조한 '산아제한' 포스터였다. 다시 말해서 아 

무리 수출이 활발해 진다고 할지라도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은 도로에 그犬!고 만다는 착상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 그때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옵티컬아트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대담한 데포르메를 

시도하여 주목울 받았다.

1970년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이야기책으로 만든 에디토리얼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출품하였다. 산아 

제한 이전까지의 작품이 어떤 형식으로든 유형의 수출상품을 주제로 하였다면, 1969년의 산아제한과 동화책 디자 

인은 무형의 절약이라든가 문화적 아이템을 선택한 획기적인 것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상공미전을 통한 

수상 작품 하나에 대한 단편적인 수확보다는 전문디자인 인력의 양성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에 대한 간 

접적인 시사였을 수도 있다.

197이년대에 들어와서도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작품에 실었다. 검정의 유광과 무광이라고 하는 

반사와 비반사효과룔 이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된 신발과 주노보석 포스터, 엠보싱 기법을 이용한 작품, 

에어브로쉬 기법을 이용한 환상적인 각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등을 선보였다.

그는 70년대 말부터 기업의 CIP 작업에 매진했다. 1977년 쌍용그룹의 CIP를 시발로 해서 기업에 디자인 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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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했다. 쌍용 CIP 제작은 각 기업의 CIP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쌍용의 CIP제작은 당시 디 

자인계에 있어 획기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이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에 

있어 CIP에 대한 개념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권명광은 '77년 쌍용의 이P를 제작했던 것이다. 쌍 

용의 CIP는 우리나라 CIP의 본격적인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디자인의 제휴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디자 

인이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는 출발을 연 셈이었다. 그후 '81 년 코오롱, '84년 조흥은행, '85년 문화방송, '86년 롯 

데칠성, '88년 극동정유, '89년 신동아, 동화은행 등 20여 기업의 이P작업을 해 옴으로써 기업 속의 디자인의 중요 

성을 깨우쳐주는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

그의 작품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제3회 상공미전의 농가부업으로서 양송이 수출안, 화신 소니와 대 

한생명의 환상적인 캘린더 작품, 대웅제약, 삼양사 등의 어린이를 소재로 한 목가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쌍용, 농 

심, 코오롱, 조홍은행, 문화방송, 한국전력공사, 롯데칠성음료 등의 CI작품, 한국의 이미지전을 통해 발표된 작품, 

아시안 게임 문화포스터 등 그는 우리 시대의 우상과 같은 작품듈을 수없이 내놓았다. 1970년 후반부터 시작한 그 

의 CIP작업은 당시 국내의 사회적 인식이 미약한 미개척 분야로 이 일련의 작업듈을 통해 항상 변신을 추구하는 

모험가로서의 그를 잘 대변해 주는 한 실례를 보여주었다.

한동안 그는 1984년 발기된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발기인이자 초대 회장으로 디자인 조직의 일로 바쁘기도 했 

지만, 한시도 작품활동을 게을리 해 본 적이 없다. 권명광은 꾸준히 작품활동을 한 디자이너, 대학교수라는 디자인 

교육가, 또는 우리 사회에 디자인을 인식시킨 디자인 운동가라는 몇 가지의 역할을 한 몸으로 수행해 왔다. 그를 

어느 한 역할에 국한시켜 본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를 어 

느 한 역할에만 몰입하도록 놓아주지를 않았다. 모든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할이 있고, 그는 그 사 

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오늘날 권명광이라는 이름 앞에 디자이너, 교수, 디자인 운동 

가라는 몇 가지의 수식어가 놓여지게 한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지닌 비중이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비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 실적이 사계에 어떠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는, 파급된 문제에 비중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시각디자인계의 발전 선상에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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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의 대중화, 실용화의 표현가능성을 제시한 한국이미지전」.「월간 디자인」제32호서979년 10월).

「나무가 높으면 그림자도 긴 것」.「디자인저널』1988년 7월호.

「디자인팀의 냉정한 판단과 양심적인 주장, 국내최초의 매머드 그룹 코디네이션, 쌍용그룹 데코마스」.

「월간 디자인」제20호서978).

오근제.「권명광,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찬 어린왕자」.「시각디자인』1988년 3월호.

윤대성.「권명광, 애플브랜디의 새큼한 맛같은 친구」.『월간 디자인』제13호(1978).

「토탈 디자인」.「월간 디자인』제14호서978년 4월).

한도룡.「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월간 디자인』제13호어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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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口| 仙 흥컨 조 4 은®

청릉

권명광. 쌍용그룹 • 한일탱크터미널 • 대웅제약어977) 
동아그룹 • 농심 • 쌍용정유어979) CI 디자인.

권명광. 코오롱서977), (주)대림동상어981), 
대신증권 (1982), 조홍은행어 984), 
주문화방송 • 애BC청룡(1985)
이디자인.

對
서HSUM （既 R

권명광. 칠성사이다의 브랜드의 마크의 기본형.

권명광. USS-POSCO Industries어985), 
한국전력끙상 • (주)롯데칠성음료어986), 
(주)보원무역(1987) CI디자인.

권명광. 동서식품의 맥심 라벨 디자인.

권명광. 썬파워 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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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二瑋"二工잔亡 . . ：……히呂工亘凜이조…. . 宀上

I포장지자인 | J........르고드자읻 | ［........茎지디진읻— j

조영제 | 박재진 ! 권명광 ■ 갈혁

田!2 3固

［분야］ 아이덴티티디자인

［성명］ 김현 （Kim Hyun）

［생몰연대］ 1949년〜

［소속］ 디자인 파크 대표

［주소］ 자택/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07번지 정릉하이츠아파트 3너810 

직장/（115510）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타 4층

［전화］ 직장/745-5881 ［FAX］ 직장/745-5884

1949

1969

1969~73

1970

1972-88

1972

1973〜83

1973-90

1974

1976-84

1978

1978

1979〜99

1980

1980〜98

1981

1982

1983

1984

1984

1985

1986

1987

1988

1988. 2

1989

1990

1991

서울 출생

전국저축장려포스터 전 최고상（제일은행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특선 4회공업1회, 시각3회）

전국포장콘테스트 최고상（신세계）

중앙그래픽전 출품

X-MAS씰 디자인 1등 당선（4종）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출품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출품

제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상 수상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제작부 아트디렉터

제59회 전국체전 휘장 및 포스터 당선

제1회 아시아그래픽 비엔날레 출품（이란）, 제1회 수출상품카다록 콘테스트 대상

총력안보 특별우표디자인 외 48종의 우표디자인 개발

제9회 브르노국제디자인전 초대출품（체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동덕여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서울여대 출강

제1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상（기업 PR부문）

'86아시안게임 휘장 공동 제작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지명 공모전 당선

서울대공원 휘장 지명 공모전 당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출품

그래피코리아 '85전（10인공동）, '88서울올림픽 시리즈 우표디자인（8종）

아시안게임 상징디자인, 그래픽 4인전（김교만, 정연종, 나재오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념포스터전 우수작 선정

（프랑스）, 세계평화의 해 기념우표디자인（2종）,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념 우표디자인서종）

민속시리즈 4집 우표디자인 '추석이야기' （4종）, 88서울올림픽 시리즈 우표디자인（8종）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시리즈 개발, 세계 X-애AS씰 콘테스트 信상（체코）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제3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집행위원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파크' 대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상징 디자인

Zanders사 'People to People 초대작가（독일）, 국립국악원 개원 40주년 기념우표디자인（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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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대전 엑스포 캐릭터 '꿈돌이 시리즈 개발

1994 한국방문의 해 캐릭터 '초롱이와 색동이 시리즈 개발, The Dawn of Korean Poster Design（미국대학 순회전）, 한

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의 전시 및 FAX전, 산업디자인 유공자 표창

199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CI, 문예진 홍원 CI

'95북경（기대회'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주제발표 및 한국관 설치 및 전시（중국북경시）

1995. 10 '95북경 CI대회' 한국관 설치 및 전시

1996 제35차 IAA 세계광고대회 기념우표디자인어종）, 제26회 올림픽대회 기념우표디자인（2종）

1996 〜 현재 2002 한 • 일 월드컵 기념우표디자인（4종）, 통일엠뷸렘디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CI

1997. 5. 27 동계유니버시아드 기념우표디자인（2종）, 15대 대통령취임식 엠블렘디자인, '건국 50년' 상징디자인, 서올특별시 이

1998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KIDP） CI, 2002년 한 • 일 월드컵 기념우표디자인（4종）

현재 '디자인 파크' 대표로 활동

연구내용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디자인한 그래픽 디자이너 김현은 CIP 전문회사 '디자인파크'를 설 

립하여 CIP를 중심으로 '80년대에 두드러진 활동을 해왔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현은 1970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공예과를 졸업하고 197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1987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활동 초창 

기인 1962년부터 72년 사이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제4회부터 7회까지 특선을 차지하였고 1973년에 산업디 

자인전의 추천작가가 되었다. 1977년 제1회 문화광고 대상, 1978년 전국체전 심볼 및 포스터 당선, '88서울올림픽 

마스코드 지명 콤페티션에서 '호돌이' 당선, 1988년 세계 X-MAS씰 콘테스트에서 1위 입상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공모전에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신세계백화점 CIP 제작을 시작으로 수십여 종의 CIP와 히（Brand Identity） 그리고 마스코트와 캐릭터를 제 

작하였다. '80년대 들어와 국민은행, 한국가스공사, 빙그레 이글스, '90년대에는 서울특별시, 한국산업디자인진홍 

원, LG그룹, 대우그룹, 국민은행, 서울이동통신, 용인자연농원 등 우리 눈에 익은 굵직굵직한 CIP를 제작했다. 그 

외에 '93 대전 엑스포 '꿈돌이 마스코트, '94 한국방문의 해 '초롱이와 색동이' , LG트윈스 프로야구단 '쌍둥이 

등의 마스코트를 개발하였다.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및 각종전시회,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30여 회 맡았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상징물관리위원 

회 위원과 정보통신부 우표심의위원회 회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 

다. 또한 디자인 연구소 '디자인 파크'의 대표로 일하면서 중앙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 강사로 출강 중이다.

중견디자이너 김현은 일반대중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로 잘 알려져 있다 올림픽 휘장 및 마 

스코트 공모전에 당선됨으로써 김현은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우에 근무하던 그는 호 

돌이를 응용한 70여 종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겸 사업체인 '디자인 파크 를 설립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만의 창작활동을 펄칠 수 있는 CIP전문회사룔 세우게 되었다. 그가 여러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도 특히 CIP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대학졸업 후 대우에 근무하면서 조영제 교수가 운영하고 있던 CIP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서부터였다. 우리나라 이P도입 초기인 1970년 초기에 신세계 CIP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CIP의 중요성을 깨달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이 훌릉한 밑거름이 되었다. '80년대 들어와 시각디자인 분야의 CIP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나라에서 몇 안되는 이P전문회사로 유수기업 등의 CIP를 제작하면서 CIP전문회사로서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져놓았 

다.

그의 일련의 CIP제작활동을 나열해 보면 초창기인 1975년 신세계 백화점, '76년 제일모직, '81 년 국민은행, 대 

우그룹, 제일은행, '83년 한미은행, 체신부, '84년 한국과학기술대학（KIT）, '85년 '빙그레 이글스'프로야구단, ‘86 

년 한국가스공사 등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고 눈에 익은 작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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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이외에 여러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동하였다. 1985년 '88서울올림픽 기념우표시리즈와 1986년 '세계 평 

화의 해' 기념우표,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 기념우표 시리즈 그리고 결핵협회 씰（10종） 제작 등 우표디자인, 포 

스터, 카드를 제작하였다. 1986년 청량리 지하철역에 수퍼그래픽을 제작하는 등 시각디자인의 전 장르를 수용하고 

있다.

김현은 '80년대에 기업의 얼굴이며 이미지 전달요소라 할 수 있는 CIP의 중요성을 인식 • 부각시킴으로써 마케팅 

측면에서 디자인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확고히 굳히게 한 CIP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

참고문헌

김수진.「80년대의 기수: 천분의 열정으로 한국미룰 재창조하는 크리에이터 김현」.「코스마』 

통권3호（198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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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현. '아름다운 한국 에 출품한 포스터. 1986. 김현. '88서욜 올림픽 마스코트 '호들이'（상）, 

제10회 아시안 게임 마스코트（하）.

FURSYS

김현. '93대전 엑스포 꽁식 마스코트 '꿈들이'（상）, 

서욜특별시 마스코트（하）.

Ginggrae
김현.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상）, 퍼시스（중）, 

빙그레（하） 아이덴티티디자인.

产

김현. 신한은행（상）, 국민은행（중）, 비씨카드（하） 

아이덴티티 디자인.

김현. 한국방문의 해 마스코트（상）, 

신한은행 마스코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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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래픽디자인 | 티엽퍼;이스디자色 ］ 일터스트레이선 J ［ 편집디자인 . 어이덴틔日匸자2；
1 포장디자인 | 강고口2인 표지디지인 j
김광현 i 장윤호 | 선정근 | 신정핆

①f2 3

［분야］ 포장디자인

［성명］ 김광현 （Kim Kwang-Hyun）

［생몰연대］ 1935년〜

［소속］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교수

1935 출생

1956 서울사범학교 졸업（현 서울교육대학）

1961 제10회 국전 문교부장관상（공예부）

196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62〜65 유유산업（주） 광고선전실 실장

1964〜66 한국상업미술가협회전 출품（제1회〜제5회）

1965〜69 계명대학교 미술과 전임강사, 조교수

1966, 80, 83 제1, 2, 3회 작품전 개최

1969〜72 한양대학교 응미과 조교수

1970〜7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출강

1970〜72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대학원 출강

1972〜73 McFarland Studio Inc. 근무(New York)

1973〜76 JCPenney Co., Inc. 근무(New York)

1974 Pratt Institute 대학원 졸업（포장디자인 전공）

Thesis-Export packaging for Korean toys

미국청년디자인 컴페에서 최고상 수상（포장용기디자인）

(W. Braun Co. 개최)

Export packaging for Korean toys- 논문(Pratt Institute)

1976-77 Cadence Industrial Corp. 근무- Art Director(New Jersey)

1977 Hudson Laboratory U.S.A. 심벌 디자인

1977〜81 Packaging Systems Corp. 근무- Art Director(New Jersey)

1980 미국의 Packaging, packaging design & Cl- 발표(한국디자인학회)

미국의 포장디자인 및 포장의 현황- 발표（대구상공회의소）

1981 제1회 대구문화상 심사위원

1981〜86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부교수, 학장

1982 제11회 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제13회 대학미전 자문위원

대구지방 산업디자인의 응용방안- 발표（대구상공회의소）

1982〜8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출강

1983, 86 제1, 5회 대구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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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디자인 개념- 번역（계대출판사）

1984 대구은행 CIP 감수

1986 서울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전 출품

1987〜95현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교수, 학장서995〜）

1988 '88 서울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전 출품

1988 제24회 올림픽 메인스터디움 개폐회식장 디자인

1988〜89 농심（주） 포장디자인 자문위원

1989 대동은행 CIP 제작

지드코스마연구소 자문 위원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관리- 발표（산업디자인 개발원）

1988, 90 제2, 3회 포장대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1989, 91, 93 제30, 31, 32회 국제기능올림픽 심사위원, 위원장- 그래픽디자인（영국, 네덜랜드, 대만에 파견）

1990 서울 그래픽디자인 비엔나레 동경전 출품

대일무역역조개선 포장디자인 개발（상공부）

제9회 인천시전 심사위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기술육성 자문 위원

포장디자인- 저서（조형사）

상품판매의 무기- 패키지디자인- 포장개발 전략 어떻게 세을 것인가-

발표제일제당주））

시장도구로서의 포장디자인의 역할- 발표（한국식품과학회 ）

1990〜95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미술연구소 소장

1991 한국냉장 CIP 제작 관장

합리적 디자인경영의 요건- 경영인과 디자이너의 역할- 발표（럭키（주））

1991-92 D&C디자인 자문위원

1992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축 자문위원

미래포장디자인과 소비자 구매관습에 관한 연구- 논문（한양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산업□자인연구）

1993 Asia Package Design in Seo니 집행위원장（4개국）

제2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집행위원

생산기술연구원 공업기반기술개발 심의 위원

한국포장디자인의 역사적 고찰- 논문（한양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산업 디자인연구）

해외 상품포장디자인사를 중심으로 한 Good package design- 발표（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1993〜95 한국포장디자인학회 회장

1994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CIP 제작

1994, 95 Pack Star 심사위원장

1994 〜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국제분과）

1994〜 한국디자인학회 감사

1995 C이umbla Pacific University에서 Ph. D. 학위 받음

광복 50주년 및 UN 창설 50주년 기념주화 디자인 자문위원（한국은햄）

Dissertation-A study on the strategic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Korean package design

제 16회 세계그래픽단체협의회（ICOGRADA） 총회 부회장지명 참석（플투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Good package design에 관한 연구- 논문（한양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산업디자인연구） 

농수산물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방향- 발표（농수산부 농림수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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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1図

1995 〜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의 길” 조성 자문위원

A st니dy on the strategic establishment of future- oriented Korean package design-논문(C이umbia Pacific 

University)

디자인법인단체연합회 수석 부회장

1989 대통령 표창

1991 석탑산업훈장

연구내용

1935년에 태어난 김광현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와 프렛인스티튜트를 졸업하였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 • 폐막 

식 디자인을 하였고 제2회 포장대전 심사위원 역임, 3회에 걸쳐 개인전 가졌다. 역서로「디자인 개념」을 펴내었고 

현재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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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포장디자인 ［성명】 장윤호（Chang Yoon-Ho）

［생물연대］ 1943년~

［소속］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주소］ 자택/（157-016）서울시 강서구 화곡 6동 954너8

직장/（100・032）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7-15 문화빌딩 4층

［전화］ 자택/02-602R036 직장/02-2272-8646, 02-2269-7477

［FAX］ 02-2278-8771

연보

1943 서울 출생

1964~80 해태제과 주식회사 포장디자인 실장 역임

1966 〜 현재 사단법인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으로 회원 전에 출품

1974 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로패 수상, 동남아 포장산업계 시찰（일본, 홍콩, 대만）

1975. 7 제1회 해태 포장디자이너 13인전 개최

1977 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로패 수상, 유럽 및 미국 포장산업체 시찰

1978 제2회 해태 포장디자이너 15인전 개최,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창설 초대회장, 2대회장 역임

1980. 6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전국산미공모전 심사위원 （대한산업 미술가협회 회장）

1981 우수포장콘테스트전 심사위원（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제3회 해태 포장디자이너 42인전 개최

1982-92 동덕여자 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미술과 강사 역임

1983 서울팩스타상 식품부문 최우수상 수상

1983. 11 우수포장콘테스트전 심사위원 （서울패키지 디자인협회 ）

1984. 4 제4회 해태 포장디자이너전 개최（4회）

1984 〜현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상공부장관）

1986 아시아 팩스타상 수상（중국개최）

1986 대한민국 해외포장기술조사단 참가, 산미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사단법인 대한산업 미술가협회장）

1987 한국포장대 전 최우수상 수상, 포장정책기술협의회 위원 , 한국우수포장대 전 심사위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한국포장대전 특선 수상

1988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과 강사

1988-94 대일무역역조 개선 포장디자인 개발위원 , 한국우수포장대 전 심사위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1990 한국우수포장전 우수포장 수상,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1992 한국산업디자인발전 유공자로 상공자원부 장관상 표창

1993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개발지원사업 공로패 수상

1994 해태산업（주）, 베스트 미원주）, （주）옥시, 롯데칠성음료（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패키지디자인

1995 한국 디자인 법인단체 총연합회 이사

1995〜97 일본국 사가현 지사 국제교류 특별상 수상

현재 동덕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사,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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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장윤호는 해태제과 디자인실 창립 멤버로서 최초의 패키지디자인 전시회인 '해태포장디자이너 13인전 을 주도 

적으로 개최한 패키지디자이너이다.

1943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윤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공예도안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1962년 

해태제과 디자인실에 입사하여 주로 패키지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1975년 서울 미도파화랑에서 '해태 포장디자이 

너 13인전 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패키지 디자인전시회률 시도하였고 국내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1978년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현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를 창설하여 4년에 걸쳐 초대와 2대 

회장직을 지냈다. 그러나 해태제과에 포장디자인 실장에 재직 당시 디자이너의 경우 부장급에 오르면 더 이상 승 

진이 불가능하다는것을 판단한 그는 독립할 준비를 35세부터 시작, 1981년말 39세가 되던 해에 독립하여 패키지전 

문 프로덕션인 '서울디자인센티 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과 

한국포장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동덕여자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

패키지디자인은 시각디자인 부문에서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로서 최근에 국제화추세와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패키지전문디자인의 부족, 광고주의 인식결여, 재료의 한계성 

등 패키지디자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울디자인센타는 패키지디자인의 홭성화 

에 그 소임을 다하였다. 서울디자인센타는 코롬방의 쵸콜릿 패키지, 코오롱의 비디오테이프, 해태산업의 스파쿨러 

등의 패키지 디자인과 해태음료의 화이팅 , 청보식품의 747라면, 해태유업의 슬라이스치즈의 기존 패키지 디자인을 

보완하여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코롬방의 쵸콜릿 패키지는 금은박지를 재질로 사용하여 고급성을 강조하였고 반복되는 패턴을 투명잉크로 사용 

하여 재질자체의 호과가 충분히 표현되도록 하였다. 이 디자인은 패키지 콘테스트인 '아시아 스타 1986 어워드' 에 

서 스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다.

코오롱의 비디오테이프 경우는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므로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시각적으로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패키지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 빛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태양을 심볼로 선택하였으며, 색상선택에서 

도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여 전파매체가 가지는 날카로움과 신속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저알콜 음료인 해태산업의 '스파쿨러'는 전체적인 녹색톤으로 청량감을 강조하였으며, 알루미늄지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적색띠로 산뜻하게 마무리 하였다.

기존 디자인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디자인을 할 경우 원가절감,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등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서울식품의 버터 패키지디자인이었다. 우선 기존의 패키지가 안고 있는 문 

제점에서 심각한 것은 재질의 선택에 있었다. 이 패키지에 사용된 마닐라지는 유지방이 밖으로 배어나와 미관상, 

위생상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에 새로운 디자인을 통하여 100% 펄프가 원료인 캐스트코팅지를 사용하여 제품의 

가치와 보존효과를 극대화시켜 제품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버터라는 고가품의 제품특성을 각 

종 야채와 함께 단순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여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녹십자의 그린스위트도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하여 30%의 판매신장 효과를 가져왔다. 

'그린스위트'의 기존디자인을 보면 스카이블루를 이미지색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녹십자의 브랜드이미지와 그 

린스위트가 가지는 생동감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녹색을 주요 색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미지컷에서도 모자이크 

형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상세한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시각화하였다.

원터対 방식으로 더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다는 청보식품의 *747라면 은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유행성과 큰 

스케일을 강조하기 위해 로고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색상에서도 원색의 무지개 처리로 대담하게 사용하여 타사제 

품보다 강한 시각적 효과를 꾀하였다.

장윤호는 국내 최초로 포장디자인전시회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한국패키지 디자인협회를 창립하여 우리나라의 

낙후된 패키지디자인 분야를 일신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또한 당시로서는 전무했던 포장디자인 전문회사인 서울 

디자인센 타를 설립하여 활동해 오면서 패키지 디자인의 전문화를 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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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장윤호. 도우미률 위한 라벨디자인.

장윤호. 멕스파워를 위한 캔 디자인.

장윤호. 쉐리를 위한 라벨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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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포장디자인 ［성명］ 선정근（宣定根/Sun Jung-Geun）

［생물연대］ 1946년 2월 7일〜

［소속］ 썬디자인 대표

［주소］ 자택/（135-528）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06-801

직장/（137-707）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806호 

［전화］ 자택/02-562-3216 직장/02-581 ・4921 〜4 ［FAX］ 02-530-2545

［E-Mail］ Jgsun @netsgo. com

연보

1946 출생

1966 신상전, 산업미술가협회전 출품

1967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 출품, 제14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우수상 수상

1969 홍익대학교 도안과 졸업

1970 육군 포스터 공모 정보참모부장관 수상

1971 ROTC 육군중위 예편, 한국디자이너협회 창립전 출품, 한국디자이너협회 창립 운영위원

1971-83 삼화제관（주） 디자인실장

1975 국제공업소유권 연구 연수과정 수료, 국제공업소유권 연구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1978 시바칼라 전국 촬영대회 3위 입상

1979 일본 패키지디자인 연수, 서올패키지디자인협회 운영위원 , 서을패키지디자인협회 창립전 출품

전국 우수포장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전국 우수포장콘테스트 심사위원, 썬디자인 연구소 설립

1982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일본 도쿄 팩 디자인 연수 및 동남아 디자인 시찰

1983 제주도 관광개발 계획 자문, 제주도 관광 개발계획 자문, 전 일본 우수포장세미나 한국대표 참가,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졸업

1984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일본 J.C.A발행 Noah니 작품수록에 이어 1995년까지 Noah시리즈 VI를 수록

1985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자문 위원

1989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일본연수단 대표

1990 제3회 한국 우수 포장대전 심사위원

1991 세종대 •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출강, 전남대학교 교수 임명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992 광주 산업디자인전 심사 위원장, 충청남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993 제1회 아시아 포장디자인전 출품（서을）, 한국패키지디자인 연감 작품수록（창간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산업디자인개발원 포장개발지도위원

1994 한국 팩스타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전통공예대전 심사위원, 아시아 포장 디자인전 출품（중국 상해）

1995 한국 팩스타 우수상 수상, 아시아 포장 디자인전 출품（타이완）

1996 대전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전통공예대전 심사위원, 퉁상산업부 굳디자인 선정제 심사위원, 한국 100대

산업디자이너 피선（산업디자인개발원 박물관 비大）

1997 제3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한국 패키지디자인학회 회장,

일본 APD（아시아 패키지 디자인）전 한국대표

1998 파리 국제포장박람회 한국대표 참가,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제5회 산업디자인의 날 산업자원부

215



인물 I 시각디자인 I 포장디자인 I 선정근 I
..H②③逋

장관상 수상

1999 중국 연변대 교류전, '99 GD마크 심사위원

현재 전남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국패키지 디자인학회 상임이사, 한국산업 디자인 평가지도위원 , 

썬디자인연구소 소장

연구내용

선정근은 썬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패키지디자인을 선보인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46년에 태 

어나 홍익대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졸업한 후 13년 동안 

삼화제관의 디자인실장으로 일하면서 제품의 재료나 인쇄과정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 타 업체로부터 패키지디자 

인을 의뢰받아 일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3년 독립하여 썬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 중이다.

1975년 국제공업소유권 연구회 회원, 1982년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1983년 제주도 관광개발 계획 자문, 

1984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99이년 대한민국 우수포장대전 심사위원, 1991년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세종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산업 미술과에 출강하였다. 그리고 1991년 전남대 시각디자 

인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선정근은 국내의 열악한 패키지 산업에서 1983년 패키지디자인 전문업체인 썬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고 보다 세 

련되고 개성있는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앞장서 왔다. 썬디자인연구소는 안전제일주의의 경영방침을 세워두고 대부 

분 중소기업인 클라이언트와 함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클라이언트는 보해그룹의 보해 

식품을 비롯, 하선정 종합식품, 다항식품, 중앙케미컬, 국제식품, 백광화학, 선양주조, 샘표식품 등 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썬디자인연구소 업무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주）낫소 수출품 패키지 60여 종을 디자 

인하였고 1980년 롯데칠성사이다 패키지디자인, 1985년 인천 국제컨트리클럽 심볼 및 로고, 1988년 한국냉동공업 

협동조합 CI, 강화도 역사박물관 일러스트, 주식회사 하선정종합식품 CI 및 유리병 시리즈 제작, 1989년 （주）로케 

트 건전지 패키지, 쌍용 스카티 휴대용 패키지, （주）보해식품 설매차 외 매실 시리즈 3종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1990년 （주）국제식품 브랜드 및 파인애플쥬스 2종 패키지, 백광화학（주） 유리세정제 '유리닥 

스 , 탈취제 '백광크록스', '백광크리너' 및 자동차 항수 '크록스' 패키지, 선양주조（주） CI, （주미원 식용유 시 

리즈 패키지 6종, 제일제당 '스파클 음료 패키지 시리즈 6종, 샘표식품（주） 양념시리즈 3종 병 패키지, 보해식품 

（주） 커피 및 키위 캔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다.

썬디자인이 황무지인 패키지업계에서 오랫동안 자생력을 키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유 

지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꾸준한 서비스, 즉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는 철저한 프로정신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썬디자인연구소에서 총 디렉터를 맡고 있는 선정근은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움직이 

는 광고'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는 보통 한 가지 패키지의 개발을 위해 제품 브랜드의 철저한 

분석을 거치는데 이 과정의 순서는 마켓팅을 염두하여 생산하고 유통에 대한 분석, 경쟁상품 데이타, 디자인 데이 

타 등을 거쳐 예산 검토에 이은 평가연구를 통해 아이디어 디자인에 대한 모델링 후 소비자조사를 거침으로써 하 

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즉 이처럼 그는 패키지디자인 작업을 통해 포장기능성을 넘어 유통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이미지를 살리는 역할을 포괄하여 수행하였다.

선정근이 썬디자인연구소롤 설립하였을 당시에 국내 패키지업계는 대부분이 기업의 산하 디자인 부서에서 패키 

지를 직접 개발하고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내 패키지디자이너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기업체에서 일하거나 대학에서 후학듈을 지도할 뿐 독립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 

영하고 있는 이듈은 드물었다. 또한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낮아 디자이너의 창작의지를 인정하지

216



인물 I 시각디자인 I 포장디자인 I 선정근 I

L 2.亩亩

않았다. 이같은 낙후성을 일신시키기 위해 선정근울 비롯하여 D&C의 신정필, 쥬리아화장품의 유병돈, 서을디자인 

센터의 장윤호 등이 뜻을 같이해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의 창립이 이루어졌다.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의 창립은 패 

키지디자인의 이해증진 뿐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가 단순한 목적이긴 했지만 거시적으로 보아 

업계의 전반적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선정근은 썬디자인연구소를 통해 패키지디자인 작업을 일관되 

게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활동으로 국내의 포장디자인계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참고문헌

선정근.「썬디자인 연구소」.「월간 디자인』통권152호서991년 2월）.

.「패키지디자인 실무론」.「시각디자인」1987년 7월호.

.「사례로 보는 포장디자인」. 1■식품음료신문」1997년 5월 19일.

최미경.「인터뷰 국제경쟁력 갖춘 독특한 개성의 포장디자인: 기업 • 브랜드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하는 선정근 

교수」.「升正 DESIGN NEWS WEEKLYj 199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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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선정근. 화남 과일통조림 포장디자인. 선정근. 쌍용 '스카티' 티슈 포장디자인.

선정근. 서욜우유 '요델리퀸' 포장디자인. 1993.

선정근. 칠성사이다 포장디자인.

선정근. 제일제당 '스파클' 포장디자인. 1995.

선정근. 미원 '현미유'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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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즌」」， 더』」入?

1［ 포장디자인 | 광고디지인_____ 1 표지디자인

김굉현 1 장윤호 ! 선정근 | 신정필

□ 52
［분야］ 포장디자인

［성명］ 신정필（Shin Jung-Pil）

［생뮬연대］ 1946년〜

［소속］ （주） SEEL 대표

［주소］ 자택/（135-010）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20 성보빌딩 301

직장/（121-21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7-27 상아빌딩

［전화】 자택/02-543-2610 직장/02-326-2636

연보

1946

1969

1975

1989

현재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포장디자인 전공

해태제과 포장디자인 실장

서올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

한국포장관리사회 이사

（주）SEEL 대표

연구배 흐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69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정필은 1975년 동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하였 

다. 졸업 후 1989년부터 해태제과 포장디자인 실장으로 재직하였다.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을 지낸 그는 대한 

산업미술가협회와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을 하였고 한국포장관리사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주식회사 

SEEL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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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신정필. 해태 '브라보 콘' 포장디자인.

신정필. 해태 '베스트 원' 포장디자인.

신정필. 해태 '피캔조이 초코바' 포장디자인. 신정필. 해태 '틴틴 크래커' 포장디자인.

신정필. 해태 '하모니 초콜릿' 포장디자인. 신정필. 해태 '쇼킹 껌'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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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二二 '，丁7 斗즌, : 三宀

i 포자디즈__ ____ 광고디자인 | 표지디지인 I
신성완 1 감동선 1 이괸구

田2

［분야】 광고디자인

［성명】 신성완（辛性完/Shin Seung-Wan）

［생몰연대］ 1948년~

연보

1948 경남 충무 출생

187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안과 졸업

1971-72 일본 오오사까 예대와의 교류전 참가

1972〜74 대한전선 선전과 근무

1974-82 제일기획 제작부장으로 근무

1980 클리오 파이널리스트상 수상（데코 캐쥬얼웨어）

1982 〜 회명기획 제작본부 이사로 근무

1984 중앙광고대상 잡지부문 우수상 수상, 일본과 대만의 광고대행사 순방

참고문헌

Shin Seung Wan. rAdvertising Works 1： Since 197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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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신성완. 제일한섬 잡지광고 4 • 6배판 2면.

신성완. 삼성 신문광고 전면.

신성완. 브렌닥스 신문광고 전10단.

신성완. 마드모아젤 잡지광고 4 • 6배판 2면.

신성완. 뉴코아백화점 신문광고 전8단. 신성완. 인켈 신문광고 전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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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工斗円'i자' 子*。，•“ 夭- 击人르머◎서 :r 편집 디자인 । 。心|冃닉上」•入田

.. 一서H 광고디자인 ） 표지디자인 ]

신성완 i 김동선 : 이괸구

①港：

1962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 설립

1963 대한교육보험 목판카렌다 제작

1967 사진시설도입

1969 롯데공업（주）의 '짜장면' 패키지에 원색재현

1972〜73 대한교육보험의 카렌다 '한국의 미 시리즈 제작

연구내용

김동선（金東善）은 1962년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金東善廣告美術硏究所）를 설립하여 활동한 광고디자이너이다.

그가 활동할 당시는 민간기업에서 색도물올 찍는 큰 사업은 없어서 주로 공보실 선전과에 큰 일이 많았다고 한 

다. 김동선은 여기에서 해외용 선전물을 제작하였다. 주로 자유우방에 PR하기 위한 영문 책자의 발간일이었다. 그 

의 주요 제작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A Golden Opportunity for 

Investment in Korea'가 있는데 이는 해외공관을 통해 외국의 사업가와 정부에 배포되었던 책자였다. 그는 이 작 

업의 아트디렉터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동판인쇄사상 기록될 만한 점을 2가지 남겼다. 하나는 조판된 제목을 분판 

해서 색으로 인쇄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표지를 별색 9도 특히 금색메탈잉크를 사용하여 찍은 다색인쇄물 

이라는 점이다. 이 책자의 조판에는 당시 가장 모던한 활자였던 노벨체가 사용되었고 사진 가운데 몇 점은 김한용 

0I 찍었다.

그는 동판시절에 대한교육보험의 목판화 카렌다를 만들었다. 한지에 목판화를 찍어 만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 목판화 카렌다는 1963년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1972년과 1973년에 '한국의 미' 시리즈라는 카렌 

다를 제작했고 이것이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아트디렉터와 인쇄 감독자로 일했다.

오프셋 시대의 초기에는 삼성그룹이 외국차관을 겨낭하여 만든 가迫 Samsung Group'이라는 영문책자 제작에 

참여했다. 이 제작물은 모든 사진이 원색으로 君영되어 만든 최초의 예가 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아트디렉션과 레 

이아우트를 담당했고 이 책자는 소위 인다이렉트 스크리닝 제판방식으로 시도된 최초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최초의 그라비아 패키지인 1969년 롯데공업（주）의 '짜장면은 당시의 기술수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이 

다. 이전까지의 포리 셀로 그라비아인쇄는 전부 단색인쇄에 머물러 있었다. 이 패키지의 圾장면 사진은 칼라톤을 

사용한 것으로 당시 이 신제품은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이를 계기로 롯데는 삼양에 크게 뒤졌던 상태에서 벗어나 

비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후로는 오프셋제판 방식에서 거의 원색 사진이나 원색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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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동선.「원색동판 시절부터 16년을 이어온 그래픽 스튜디오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 '■월간 디자인』통권14호

어97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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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二 以 티일픳)싄 작纟 읲럿스트렌의석 그 「아CP게编… 买史

I 포장□자인 광고디자인 I 표지디：지인 I
< I 감종N ； 이관구

田讶

［분야】 광고디자인

［성명］ 이관구(Lee Kwan-Goo)

［생몰연대］ 1933년〜

1933

1960

1972

1987

출생

「새광고」편집디자인과 아트디렉션

국제 PR' 제작상무

매일경제광고대상 공로상 수상

연구내용

이관구는 우리나라에 광고라는 의미가 뿌리내리기 이전인 1950년대 후반부터 광고계에 헌신한 광고인이다.

1933년에 태어난 이관구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한국일보 광고국의 디자이너를 거쳐「새광고」의 

편집 디자이너와 동화통신의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1987년 광고계에 공헌한 공로로 매일경제광고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디자인이 아닌 서양화를 전공한 이관구는 광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한국일보 광고디자인실에 입사하였다. 

한국일보광고디자인실에 입사한 후 처음 일년간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 당시 한국일보 디자인실은 국 

내 신문광고제작을 모두 맡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 제작물이 폭주하였다. 서울의 주요 일간지 몇 

몇을 제외한 지방신문의 모든 광고는 한국일보 광고디자인실에서 제작되었다. 후일 국내 최초의 광고매체대행사인 

한국광고의 모체가 된 한국일보 디자인실에서 이관구는 당시 광고의 80%를 차지했던 제약회사의 광고를 거의 도 

맡다시피 하였다. 사진식자가 없어 잡지의 글씨를 손으로 쓰고 각 광고의 차별화를 위해 로트링작업을 수시로 바 

꾸어야 하는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작업하였다.

1960년 국내 최초의 광고전문지 1■새광고』가 창간되면서 그는「새광고」의 편집디자인 외에 창간호 표지도 담당 

했다. 유한양햄의 학술부 출신인 김대현과 함께 작업하였는데 그는「새광고」의 아트디렉터겸 카피를 맡았다.

이후 동화통신에서 약 8년간 디자이너 생활을 하던 중 이관구는 1972년에 설립된 '국제PR'의 제작상무를 맡으 

면서 PR분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언론계와 광고계에 종사하던 몇몇 이들이 뜻율 모아 설립된 '국제PR'은 당시 

회박했던 PR의 개념홍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세운 '국제PR'의 활동은 민간주도의 대외홍보였다. 당시에도 리 

틀엔젤스 등의 해외공연단이 자주 외국에 나가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소개책자 및 공연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관구는 '국제PR' 의 제작상무로 활동하 

면서 PR업무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국제 PR계획은 정부차원의 국제 PR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아 

'국제PR' 의 원대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국내광고의 본격적인 시작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0년대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광고의 아이디어 측면과 기법 

의 측면이 미숙하였던 만큼 광고의 과도기로 설명되는 이 시절에 이관구는 전문광고인으로서 한국일보 광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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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광고전문지「새광고』, 동화통신, '국제PR' 등을 거치며 광고문화가 빈약한 우리나라에 광고의 중요성을 심어 

놓은 몇 안되는 광고인 중 하나였다.

참고문헌

박원옥.「매경광고대상 공로상 수상자 이관구」.「시각디자인』198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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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분야］ 표지디자인

［성명］ 이승만（李承萬/Lee Seung-Man）

［생물연대］ 1903년 T975년

연보

1903 서울 출생

1935 박경화 작 역사소설「금삼의 피」삽화

1954〜57 「조선일보』연재소설「임진왜란」삽화

1969〜75 「조선일보』연재소설「세종대왕」삽화

1975 사망

연구내용

행인（杏仁） 이승만（李承萬）은 해방 전후로 하여 신문과 소설의 삽화와 장정을 작업한 삽화가이자 장정가이다.

1903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승만은 교동보통학교를 거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 고희동（高羲東）으로부터 그 

림지도를 받았다. 졸업 후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 내 고려화회 소속 장발（張勃）, 안석주（安碩柱）, 구본웅（具本雄） 

등과 화우 문하생으로 수업을 하였으며, 일본 가와바타화학교이I端簡學校）에 유학한 후 돌아와 조선미술전람회 서 

양화부 제4회부터 연속 4차례나 특선하였다. 신극단 '토월회'에 가입하여 무대장対를 전담하다가 1928년 매일신보 

학예부 기자로 신문 연재소설 삽화를 전담함으로써 1■동아일보』의 이상범（李象範）,「중앙일보」의 노수현（盧壽鉉）과 

함께 광복 전 삽화계 3천왕（三天王）으로 알려질 만큼 신문 삽화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박종화（朴種和）작 역사소설「금삼（錦衫）의 피」（1935） 삽화를 그리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광복 전후 박종화와 

명콤비를 이루어「조선일보」연재소설「임진왜란」（1954년〜1957년）,「세종대왕」（1969〜 1975） 등 풍속화풍의 삽화 

를 도맡아 그렸다. 그는 후에 화가의 길로 매진한 이상범, 노수현과는 달리 신문 뿐만 아니라 단행본의 삽화와 장 

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만년에는 삽화계 원로가 되어 삽화가협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참고문헌

: 임중빈 .「이승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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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승만. '■이상전집」표지디자인 

（고대문학 편. 태성사）.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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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②区固

［분야］ 표지디자인（장정）

［성명】 정현웅（娜玄雄/Jung Hyun-Woong）

［생몰연대］ 1910년~1976년 7월 30일

연보

1910 서울 출생

1950. 9 월북

1951-57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 제작부장을 역임, 안악 1~2호분, 강서고분의 벽화 모사

1955 「조선미술이야기」저술

1976. 7. 30 평양에서 폐암으로 사망

연구내용 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 _ _ _

정현웅은 월북한 좌파미술가로서 해방 전부터 삽화와 장정 작업을 하였고 월북한 후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고분 

벽화 모사부터 역사화, 삽화, 아동화, 풍경화 등의 다양한 작품울 남겼다.「무풍지대」,「청색마」,「불」,「초생달」, 

「황제」,「천변풍경」등 주옥같은 그의 장정에서 보이는 그의 두드러진 활약은 그를 당대 최고의 장정가로 만들었 

다.

정현웅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해방 이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과 수차례 특 

선에 오르면서 화단에 진출하였다. 광복 후 서울에서 좌익 조선미술동맹 간부로 활약하였고 1949년 전향을 선언하 

였으나 6 • 25 후에 남조선미술동맹에 들어가 적극 활동하다가 1950년 9월에 월북하였다.

일제강점 아래에서 그는 특정 기법에 치우치지 않는 사실주의 화풍의 인물,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대합실 

한구석〉,〈검은 외투〉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당시의 암울한 민족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려 애썼다. 1930년대 부 

터는「조광（朝光）」이나「소년（少年）」또는 해방 직후의「소학생（小學生）」같은 잡지에 수많은 삽화와 책의 장정을 

작업하였고 해방 직후에 많이 읽혔던 잡지「신천지（新天地）」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하였다.

그 뒤 월북하여 국립미술제작소 회화부장을 지냈고, 1951년 7월 부터 1957년 2월까지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의 

제작부장을 지내며 전후에 시도된 고화모사사업서952년 9월〜1963년）에 수차 참여하여 안악 제1, 2, 3호 고분과 

강서 고분 둥의 벽화를 모사하였다.

1955년「조선미술이야기」를 집필하였고, 후일「력사화와 복식문제」,「아동미술을 더욱 발전시키자」（1959년） 등 

의 글을 발표하였다. 1957년 조선미술가동맹 출판화분과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 1966년부터는 조선미술가동맹에 

소속된 현역미술가로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로 공로를 인정받았으 

며,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전봉준 둥을 소재로 한 역사화가로서, 또한 삽화의 일인자이자 아동미술가로서 활 

약하였다. 1960년 후반부터 특히 조선화 제작에 진력했으며, 말년까지 만수대 창작사에 소속되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는 1976년 폐암으로 3개월간 투병하다가, 1976년 7월 30일 평양 자택에서 타계했다. 정현웅의 이 

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88년 남 • 월북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이 해금되어 월북화가들의 작품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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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②遼窮

듈이 발굴되어 새롭게 미술사적 조명을 받게되면서 근대화단에서의 그의 행적이 신문, 잡지에 단편적으로 소개되 

었다. 북한에서 간행된 r조선미술사」에서 1940년 선전 입선작인 정현웅의〈대합실 한구석〉은 ■선조의 뼈가 묻힌 

정든 고항을 떠나는 유랑민의 처량한 모습을 통하여 일제식민지 통치의 암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 

다.

월북하여 평양으로 간 정현웅은 6 • 25전쟁이 対열해지면서 파괴된 무수한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북한 당국의 요 

청에 따라 1948년에 조직된 물질문화보존연구회 제작부장에 임명되어 1957년까지 활동하였다. 평소에 안악고분 벽 

화에 매혹되었던 그는 벽화보존을 위한 모사를 자원하였고, 당국은 그의 재능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인정 

하며 안악고분으로 보낸 것이었다. 이때 제작한 벽화모사도들은 현재 북한 당국에서 국보로 취급되어 보존되어 있 

으며 현재 평양미술관에 전시된 모사도는 정현웅의 모사도를 다시 모사한 것이라고 한다. 1년간에 걸쳐 안악고분 

벽화모사를 완성시키면서 모사의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제자듈에게 물려주었는데 아직도 생존한 손영기 같은 모사 

화가가 그들 중의 하나이다. 그후에도 만 4년간이나 벽화모사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안악고분의 모사가 완성된 후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전쟁 중인 1952년 그는 고구려고분 

벽화모사도 전시회를 위해 헝가리에 갔던 것을 북한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기억하고 있으며,「조선통사」에도 이와 

비숫한 기록이 있다. 또 1956년에는 불가리아를 방문했는데 그 동기는 확실치 않다. 다만 불가리아 방문 후 그 나 

라의 풍경 스케치로 평양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전하며, 이때의 작품 일부가 평양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다.

불가리아에서 귀국한 정현웅은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홍은과 함께 작품전을 가졌다. 

이 전람회는 신의주에서 열린 뒤，4월 25일에서 5월 9일까지 평양의 대동강영화관에서 열렸다. 정현웅은 수채화〈 

꼬쁘리브쉬짜의 할머니〉,〈고쁘리브쉬짜의 고가〉,〈자유공원의 끝〉과 수묵화〈토르노브 일각〉,〈농가〉,〈자유공원 

의 언저리〉,〈소피아로 가는 길〉, 조선화〈실뜨기〉등 불가리아의 생활, 풍속, 풍경을 그린 수채화, 연필 소묘, 채 

색화 등 25점을 출품했다.

1957년부터 '66년까지 미술가동맹 출판화분과위원장으로 일하였다. 이 당시 그는 왕성한 활동을 벌여 북한에서 

출판화가 독립된 미술의 한 장르로 올라서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 시기에는 출판화와 함께 역사화와 아동미술에 

도 남다른 활동을 남겼다. 그는 이순신장군을 무척 존경한 듯한데 1955년에 이미 이순신장군의 한산도해전을 유화 

로 그린 바 있다. 그외에도 조선화로는〈거란 침략자들을 격멸하는 고려군〉(1966),〈동학군의 고부해방〉(I960년대 

초로 추정 • 조선미술관 소장) 등이 있으며,〈갑오농민전쟁〉의 펜화 삽화의 원본도 같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삽화 발전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1960년대초 r평양신문」에 연재됐던 엄홍섭의 장편소설「동틀 무렵」이 북한 주민들 

에게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미술교원과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4 • 19를 다룬 내용의 이 소설은 

'60년초부터 3〜4년 동안 신문에 연재되었다.

우리나라 고전을 그림으로 소개한 혼적이 눈에 띄는데〈홍부전〉,〈양반전〉,〈배비장전〉,〈토끼전〉등이 그것이 

다.〈토끼전〉은 연극화, 영화화되기도 했으며 연극 공연 당시 무대장치도 맡았다. (그는 해방 전에 연극무대장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기록이 있다.) 토끼전의 삽화 원본은 평양미술관의 영구보존 작품으로 되어 있었고, 동 

화〈놀고 먹던 꿀꿀이〉나〈나비와 수탉〉연작 그림들은 국보로 취급되어 같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1956년 

에 제작된 명승고적 보호 포스터도 미술관 보관작품이었다. 한때 평양미술대학에서 출판화 강의를 하면서 후배를 

양성했고 현재 북한의 중견 출판화가인 김용광, 백학훈, 허능택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미술박물관」도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미술관에도 전시되어 있는〈누구 키가 더 큰가〉(1963), 조선화〈실뜨 

기〉(1966), 아동화〈달맞이〉등에서 보이듯 그의 작품은 한결같이 순수한 동심의 포착에 주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남쪽에 있을 때부터 보인 사실묘사에 대한 정성은 변함없이 철저해서 북의 동생들이 직접 모델을 했다 

고 한다.

그는 여러 장르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역사화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삽화〈리순신〉은 조선 인민군 창건 5주년기념 문학예술상 제4회 그래픽 부문 1등상을 수상하였다. 전국미술축전 

작품목록에〈동학군 고부 해방〉이라 소개된 작품은 1964년에 발행된 북한우표의 디자인으로 채용되었다. 만화로 

〈1894년 농민군의 고부 해방〉,〈미제의 남연군묘 도굴〉이 있으며 1965년에 제작된 조선화〈구주 대승리: 거란 침 

략자들을 반대하는 고려 인민들의 투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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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②団国

정현웅은 작품활동 외에 예술과 디자인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여러 좌담회에서 자신의 예술론을 피력하 

였었다.「조선미술」1957년 4호에 게재된 논문「그라휘크의 발전을 위하여: 포스터를 중심으로」에서 그래픽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라휘크는 인쇄를 통해서 재현되는 미술을 총괄해서 부르는 말이다. 1953년에 미술가 

동맹 내에 비로소 그라휘크 분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라휘크를 어색하나마 전문으로 해왔다는 서 

너덧명의 위원이 구성되었고, 맹원으로 흡수할 만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였다.'' 그는 또 그래 

픽 부문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래픽의 한 부분의 포스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포스터를 연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유익한 것을 흡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문의 전문 

가 양성을 앞으로의 과제로 들었다.

1954년 12월 9일에 있었던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1964년 11월 7일 '수상동지 교시관철을 위한 토론회'에 

서 정현웅은 계급 교육에 관한 작품창작에 관하여 토론하고, •역사화를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당대 현실 

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를 보여주는가에 있다. 역사를 대할 때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여 긍정적 측 

면을 발견하고 예술적 허구의 힘으로 과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허구는 사건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당대 역사적 합법칙적 논리에 타당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미술」1965년 7호에 실린 글「기백에 찬 고분벽화에 관한 회상: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하고서」에서는 자 

신이 6 • 25전쟁 중에 작업했던 고구려벽화 모사에 관한 회상을 담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그때까지 고분벽화 모 

사 경험이 없었으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모사하려 했다가 실패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현웅이 최초로 작업했 

던 모사는 안악3호분으로 시험 모사를 몇번 거친 뒤에 1952년 9월부터 본격적인 모사에 임하여 다음해 4월에 끝냈 

다고 한다. 또한 이 작업에는 손영기가 참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뒤 안악2호분의 모사작업에 들어갔는데 고분답 

사 때 미군으로부터 기총사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전쟁중이었기 때문에 모사작업은 밤에 이루어졌다 

고 한다. 정현웅은 그뒤 강서고분을 시작으로 5〜6개의 고분을 모사했다. 고려 공민왕릉의 벽화 모사는 1956년의 

보수작업 때 이루어졌으며, 특히 천정모사에 고생했다고 한다.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1965년 10호「조선미술」이 꾸민 특집에 실린 글「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 

하여 일심전력하겠다」에서는 •미술이 사회에 대한 인식 교양자로서, 혁명의 무기로서 복무해야 할 것이다. 선조듈 

이 이루어 놓은 유산에 확고히 서서 주제화가 요구하는 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이 누구가 보든 조선사람의 작품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조선미술」1966년 8호에 실린「단상: 력사화와 복식문제」에서는 최근 젊은 미술가듈 중에서 역사화를 시도하 

는 사람이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복식을 그리는 예가 있다고 지적하여 역사화에서 복식 고증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현웅은 고구려, 고려 고분벽화 모사부터 역사화, 삽화, 아동화, 풍경화 등의 다양한 작 

품을 남겼다. 또한 수채화, 유화, 조선화, 수묵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为적 경항을 띠는 작품 

은 거의 발표하지 않았고 김일성사상을 고무 찬양하는 작품을 한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벽화모사, 역사화란 것이 

결국 계급교육이라는 당의 노선을 반영한 작품이지만, 김일성의 활동을 형상화한 작품을 발표했던 길진섭, 정관철, 

문학수 등과는 뚜렷이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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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정현웅. 윤석중 동요집「초생달」장정. 1946. 
조병덕이 표지그림올 그렸다.

정현웅.「우리집 듈창」의 내지화. 1946.

정현웅. 이무영의「喜의 노예」（조선출판사. 1946. 7.
25.） 장정.

정현웅. 안회남의「불」표지디자인.

정현웅.「무풍지대」표지디자인. 정현웅.「청색마」표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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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口래픽디자인 J| 읲러스트레이션 「 斗" 天一 사，|데印二（ 工夕

포장디잔이 | 광고디자인 표지 디자인

이승만 ! 정현웅 ■ 김환기 | 조녕덕

田 2 3 4 3 妥

［분야］ 표지디자인

［성명］ 김환기（金煥基/Kim Whanki）

［생몰연대］ 1913년〜1974년

연보

1913

1933

1935

1936

1937

1938

1948

1949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1

1963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출생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부에 입학

광풍회（光風會）, 백일회（白日會）, 이과전（二科展）에 각각 입선, 백만회（白蜜會） 조직

백일회에〈중야（中夜）풍경〉입선

이과전에〈25호실의 기념〉입선

이과전 9호실 작가전（통칭 九室會애I 출품

백만회에 열 다섯 점 출품, 동경 아마기（天城）화랑에서 첫 개인전, 개인전올 끝내고 귀국, 자유미술가협회 창립전 

에 회우（會友）로 참여,〈항공표지〉출품

자유전에〈론도〉,〈아리아〉,〈백구〉를 출품

서울대 예술학부 미술과 교수, 일년 후 사퇴, 유영국, 이규상과 더불어 신사실파 창립, 화신화랑에서 1회전,〈꽃가 

게〉,〈산〉,〈달밤〉등 열 점 출품

국전 창설. 1회전에 서양화부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정일（丁日）〉출품

부산으로 피난, 해군 종군화가단원

피난 온 홍대에 미술과 교수로 부임, 부산 남포동 뉴서울다방에서 개인전,〈진해풍경〉,〈판잣집〉,〈달밤〉등 출품

서올 수복 후 다시 성복동에 자리잡음, 2회 국전에〈호월（壺月）〉출품,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

미공보원（USIS）에서 개인전,〈꽃〉,〈산〉,〈항아리〉,〈창〉,〈섬에서〉,〈월매〉등 열두 점 출품, 국전에〈달〉,〈항아 

리〉출품,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

국전에〈하늘〉,〈산〉출품,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

동화화랑에서 개인전（도불전）,〈학〉,〈여인과 항아리〉등 스물다섯 점 출품

5월에 파리로 떠남, 파리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인전, 이탈리아 피렌체 단테의 집에서 파리의 예술가전에 다섯 점 

의 작품 출품

파리에서 제작한 작품〈영원의 노래〉,〈정원〉,〈봄〉등 스무 점으로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인전, 니스 무라토르 화 

랑에서〈달〉,〈새〉둥 스물다섯 점으로 개인전, 브뤼셀의 슈발드베르 화랑에서〈나는 새〉등 마혼 점으로 개인전 

파리 앵스티튀트 화랑에서〈봄〉,〈무제〉등 스무 점으로 개인전

귀국, 서울 중앙공보관 화랑에서〈산월〉,〈달밤의 사슴〉,〈영원의 노래〉등 마흔 점으로 귀국전,

서울 반도 호텔 내에 있었던 반도화랑에서〈달과 산〉,〈달과 호수〉등 삼십여 점의 과슈로 개인전,

국전에〈산월풍경〉출품, 추천작가 겸 심사위원

중앙공보관 화랑에서〈야상곡꺉想曲）〉시리즈,〈산시리즈의 유화와 과슈 수십 점으로 개인전, 홍익대 미술학부장 

새로 통합된 미술단체인 한국미술협회의 회장으로 피선,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김환기 데생전 개최, 한국미술평론 

인회 창립에 참여, 상파울로 비엔날레 출품작가로〈섬의 달밤〉등 세 점 출품, 회화 부문 명예상, 10월에 뉴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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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幺5 6

1964

1965

1966

1968

1969

1970

1971

1972

1974

1975

1992

착

뉴욕 아시아 하우스에서 개인전

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툭별실에 초대, 열네 점의 작품출품

뉴욕 타스카 화랑에서 개인전,〈밤의 소리〉,〈메아리〉등 서른 점 출품

뉴욕 고담 서적화랑에서 개인전,〈밤의 소리〉,〈하늘〉등 유화 스무 점, 종이 위의 유채 다섯 점 출품

달라스 시의 미국 내의 아시아계 화가전에 참가

한국일보 주최 한국미술대상전에〈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대상 수상, 경복궁 미술관에서 전시

포인덱스터 화랑에서 개인전, 전면점화의 대작들 출품, 서울 신세계 화랑에서 종이 위의 유채 작품 마혼다섯 점으 

로 개인전, 뉴욕으로 떠난 후 최초의 국내전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실버마인 길드전（The Silvermine G니d of Artists）에 출품, 바이텀（Vitam）상 수상, 포인덱스 

터 화랑에서 개인전

뇌일혈로 사망, 향년 61세

뉴욕 포인덱스터 화랑에서 회고전이 열린 이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서울 부암동에 환기미술관 건립

연구내용

화5良 .휴명한 주호｝（樹話） …김효기（金煥其）듣-호호｝ 6|：외에 다冋하0줄형역을 다:룬 田司日: 二1중에서도 후하잡 

지와 문학인 창작집 장정은 독립적인 회화작품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 표지디자인으로서 훌릉한 예를 제 

시하였다.

1913년 전남에서 태어난 김환기는 동경 일본대학 미술부에서 수학하였다. '56년부터 '58년 사이 약 3년 간 파리 

에서 체류한 바 있으며 귀국해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역임하였다. '63년에는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대 

표로 참가하여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귀국길에 뉴욕에 정착하여, 1974년 작고하기까지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김환기가 표지화를 제작한 시기는 1948년경부터이다. 표지화 제작은 주로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았는데, 6 • 25전쟁 중 부산에 피난해 있는 동안 문인들과 나눈 교분으로 장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도 교류는 지속되어 50년대에 많은 표지화가 제작되었다. 그는 파리와 뉴욕에 체류한 동안에도 한국 

으로 표지화를 그려 보내는 등 작고할 때까지 총 70여 점의 장정을 남겼다. 이중 반수 이상이 r현대문학（現代文 

學）」을 위시로 한 문학잡지이다. 1949년「문예（文藝）」지（誌）가 창간되어 주간을 맡았던 조연현과의 친분으로 그 

표지도 몇 장 （1952년 1월 신년호, 1953년 2월 신춘호, 9월호, 1954년 신춘호） 수화가 그렸다 1955년 1월「현대문 

학」이 창간되고 이 역시 조연현이 주간을 맡았던 터라 수화는 창간호 표지 이후 27장의 표지화를 그리게 되었다. 

그가 파리에 체재할 때에도어956. 5〜 1959. 4）「현대문학」에 글과 그림을 보내어「파리 통신」（1957. 2）으로 실리기 

도 했고 표지화로 채택이 되기도 했다. 이때의 그림으로 보이는 표지화는 1957년 2, 4, 9, 11월의 것으로 모두 

V/hanki, Paris'라는 사인이 있다. 그외 나머지는 최정회, 신석초, 김동인, 황순원, 안수길, 노천명, 이회승 등의 

문학인 창작집 장정이다.「신태양」같은 일반교양지에도 가끔 표지화를 내고 있으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

김환기가 장정에 관여하게 된 시기는 그의 화풍이 추상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표출되지 않고 구상적 경향을 

유지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따라서 그의 회화작품에서 이 시기에 빈번하게 나타났던 해변의 여인, 산월（山月）, 꽃, 

항아리, 새, 기타 소품들（파이프, 펜, 안경, 책 등）이 삽화에도 주요 모티브를 이루었다. 이러한 소재듈은 구상적이 

면서도 추상화의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형상들이다. 실제 그가 제작한 표지화들을 보게 되면 구상과 추상을 넘나 

든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김환기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대표작으로「파리（巴里）」（1952년, 어문각 간）,「학（鶴）」 

（1957년, 중앙문화사 간）,「쑥꽃 사어록（私語錄）」서959년, 범조사 간）,「바라춤」（1959년, 통문관 간）은 그 대표적 

인 예이다.

소재의 측면에서 김환기의 표지화는 일상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부산피난시절, 성북동 숲, 파리의 공원,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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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작품에 반영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소재의 일상성은 특히 서술을 강조하는 표지화나 컷의 경우 

더 잘 드러난다. 초기 표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소재의 해변의 여인이나 산과 달, 항아리, 새와 같은 구체적 형 

상의 모티브둘은 이러한 일상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추상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말년에 갈수록 그러한 성향은 강하게 나타나 완전추상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추상은 디자인의 배 

경이나 혹은 독립되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표지디자인의 주요 모티브가 된다. 1965년 이후 그가「현 

대문학」에 그린 표지화나 컷은 모두 추상 일색이다. 1965년에서 1970년 초까지 수화가 시도한 여러 실험은 표지화 

에서 보이지 않지만 1970년부터 전면점화（全面點簡）, 색면병처（色面竝置）의 모습으로 몇 점이 있다.

김환기 표지화는 몇가지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겉표지 크기와 꼭 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렸다. 요즈음의 표지화는 화가의 그림을 사용할 때 대개 원 

래 있던 그림의 슬라이드만 빌어 인쇄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원화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지만 종종 화면 효 

과를 위하여 그림의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재단되어 인쇄된다. 수화의 그림도 1957년「신태양（新太陽）」4월과 6월 

호에 실린 것은 재단된 것이었다. 수화가 직접 그린 표지는 그것 자체가 완전한 화폭이었다.

둘째, 단행본의 경우 앞뒤 표지률 연결하여 펼쳐 놓으면 한 폭의 이어진 화면을 이루었다. 겉표지 재킷은 접혀 

지는 부분까지 완전히 디자인하였다. 1948년 발간된 김동인（金東仁）의「발가락이 닮았다」, 김동리（金東里）, 계용묵 

（桂銘默）, 박종화（朴鍾和）, 염상섭（廉尙變） 공저「해방문학선집（解放文學選集）」, 1949년 최정회（崔貞熙）의「풍류 

（風流） 잡히는 마을」, 1952년 최정회（崔貞熙） 수필집「사라의 이력（履歷）」, 창작집「천맥（天脈）」들이 그러하다. 

1953년 노천명（慮天命）의 시집「별을 쳐다보며」는 앞뒤 표지에 두 마리의 학（鶴）을 서로 바라보며 화답하게 그렸 

다. 같은 해의 이원섭（李元變） 시집「향미사（高尾蛇）」표지는 앞표지에 꽃을, 뒷표지에 창（窓） 안의 여인 얼굴을 

그려 마치 창을 통해 여인이 꽃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었다. 앞뒤가 이어지는 표지의 아름다움은 선의 연결에 

있는데 위에 말한「사랑의 이력（履歷）」뿐만 아니라 1954년 안수길（案壽吉） 창작집「제3인간형（第三人間型）」은 앞 

뒤로 연결되는 횡（横）으로 그은 곡선의 아름다움과 그 선을 따라 교묘히 배치한 중앙 모티브, 즉 배와 달, 사슴 

한쌍이 잘 드러난다. 1955년에 이르면 화면 전면을 일정한 도안으로 뒤덮는 표지가 나타나 증폭되어가는 추상도안 

에의 애착을 보여준다. 조경회 수필집『우화（寓話）」는 対마폭처럼 방사선으로 퍼지는 선과 선 안에 문양을 뻑빽이 

담은 것이었고 색채도 진분홍과 연록으로 색채가 화려한 장정이었다. 같은 해 이종환（李鍾桓） 창작집「인간보（人 

間譜）」표지화도 매병과 이조 분청자기를 앞에 놓았지만 테이블보 같은 바탕은 사방무늬로 일면 마티스를 연상시 

키는 디자인이었다. 또한 바탕 화면을 넷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작은 화면에 하나씩 우리나라의 고유 

형상을 넣은 것도 시도했는데 1955년 곽종원（郭鍾元） 평론집「신인간형（新人間型）의 탐구（探究）」표지에는 앞표지 

에 4절, 딌표지에 2절하여 항아리, 산들을 넣었다. 이즈음의『현대문학」이나「문학예술」표지에도 이같은 분할 화 

면 위에 구상 형상을 배为한 것이 여럿 보이는데 1955년 6월「문학예술」표지화는 4절한 바탕을 수직 수평의 직선 

들로 메꾼 다음 그 위에 꽃 도안을 덮어 중첩시켰고 1955년 7월「문학예술」표지화는 한옥 창살무늬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겼다. 1955년 8월「현대문학」표지는 9절 화면 내부에 각각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또는 십 

장생（+長生）의 이미지를 넣어 학, 사슴, 돌, 연꽃, 달, 산, 물고기 등 그 당시 그의 큰 그림에도 많이 보이는 형상 

을 그렸다. 1956년 2월「현대문학」표지에도 4절한 화면을 할강과 검정으로 하고 그 위에 색이 없이 네거티브로 

사슴 한마리률 넣었다.

세째, 잡지인 경우 잡지의 고유한 표지 디자인 때문에 그림이 들어가는 화면 형태와 크기가 제한을 받았다. 가 

령「문예」,『문학예술」,「현대문학」은 제호가 들어가는 상단을 제외한 거의 정사각형의 그림이었고「신천지（新天 

地）」는 제호가 중앙에 세로로 길게 차지하여 그림은 맨 하단에 가로로 길게 넣었으며,「현대공론（現代公論）」은 우 

측 아래 위로 긴 장방형의 그림을 넣어야 했다.

네째, 선묘적（線描的） 경항이 강하다. 이는 주로 펜으로 먼저 그려야 하는 좁은 화면의 영항도 있고 수화의 선 

에 대한 집착이 유별나기 때문이기도 했다. 가령 파리 체제시의 표지화에 새 그림이 둘 있는데 이는 이후 시동인 

지「시단（詩壇）」에 그린 새에도 나타난다. 한 선으로 그어 새의 형상이 잘 나오도록 몇번이나 실패 끝에 정성들여 

하나씩 스케치를 만들어 냈다. 수화는 일찍이 1939년「문장（文章）」지（誌）에 •선（線）•이라는 글도 썼다. 또한 조선 

자기의 그 절로 이루어진 듯이 •쏙 빠진 선을 재현（再現）하려 애썼고 자신의 선은 단원이나 혜원에게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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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자기의 선에서 배웠다고 여러 곳에 쓰고 있다. 표지화 디자인의 대부분은 그의 특유의 선으로 윤곽이 잡혀져 

있고 I960년대초의 표지화나 컷, 튝히 그의 과슈 그림은 굵어진 검은 선이 화면을 압도하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다섯째, 표지화, 컷, 스케치, 유화 등 그의 모든 그림에 그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부산 피난시절, 성북 

동 숲, 파리의 공원, 뉴욕의 길에서 보이는 질서 등 모두 그의 그림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들 그림들은 상호보완 

적이다.

부산시절 발행한「문예」지 1952년 1월 신년호에 표지화, 권두화 및 내부 컷 전체를 그렸는데 도로변의 행상, 수 

레, 궁인들, 사람듈이 잘 나타나 있다. 서울상대에서 부산 피난시절에 발행한「상대평론（商大評論）」서952. 9）의 

내부 컷 중 상당 부분이 50년대 그가 그린 많은 표지화 모티브로 중첩 사용되었다. 목차지 컷의 바다에 뜬 범선 

（帆船）과 달은 그해 2월 최정회의「사랑의 이력（履歷）』표지화에 나오고, 이후「현대문학」의 컷에도 나왔다. 18쪽 

의 둥근 창 안의 여인 얼굴과 53쪽의 꽃은 1953년 이원섭 시집「향미사（響尾蛇）」표지화에 쓰여졌다. 55쪽의 학 

（鶴：）도 노천명 시집「별을 쳐다보며」와「사상（思想）」지 권두화로 사용되었다. 그밖에 사람들이 가득 탄 피난선이 

나 제기 위에 담긴 과일 등도 여러 곳에서 보이는 그의 주요 모티브였다. 소재의 일상성은 특히 서술을 강조하는 

표지화나 컷의 경우 더 잘 드러났다.

추상과 구상도안의 공존은 차츰 추상 쪽으로 기울어져 그의 뉴욕시대에 도달한 완전추상의 점화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원래 그는 추상으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사실적 구상으로부터는 거리가 있는 화가였다. 그러던 그가 

귀국 후 심취한 한국의 전통미를 골동품과 한국의 산야에서 찾아 그것을 추상과 공존시키려고 한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 화면 자체의 형식적인 문제, 즉 화면 내의 긴장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한국적 형상을 그려보려는 

두 가지 성향은 가끔 그의 내부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순수추상 경항은 1948년 김동인의「발가락이 닮았다」표지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상과 구상의 병 

対가 끈질기게 나타나다가 결국 추상으로 선회한다. 그 시기는 1965년이라 보여진다.「발가락이 닮았다」는 수평수 

직의 직선을 여럿 연속해서 그어 전체를 채운 것이고, 1952년 황순원의「곡예사（曲藝師）」는 와선（渦線）을 분할한 

화면 위에 배치했으며, 1954년 황순원의「카인의 후예（後裔）」에서는 장방형과 사선의 도안으로, 1955년 최정회의 

「바람 속에서」의 사슴을 제외한 바탕도안에서는 빨강과 검정의 긴 직선으로, 1959년「바라춤」에 이르면 전면이 빨 

강과 파랑의 작은 네모로 가득 차 있다. 완전 추상은 아닌 것이 산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변형된 세모가 화면에 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 5인 수필집「쑥꽃 사어록」에 이르면 비로소 추상도안으로 넘어간다. 둥근 원 안에 털실 

감은 것 같이 줄무늬와 색점이 들어가 있다. 1960년 10월「현대문학」（70호에서는 산과 달의 형태가 해체되어 몇 

개의 선과 원으로 표현되었고, 1961년 7월「현대문학」（79호）은 수평선 위에 뜬 달, 그 달 안의 세 척의 배가 극도 

로 추상화 단순화 되어 있다. 1963년 8월호 （92호）는 근접한 달 둘 안에 섬, 산, 물결, 구름같은 형태가 듈어가 구 

상을 포용하는 추상형태를 보여준다. 이 도안은 1963년 손소회（孫素顔） 창작집「그날의 햇빛은」에 표지화로 나오 

며, 1963년 안수길 창작집「풍차（風車）」에 이르면 달은 큰 원으로 그안에 사선과 원을 포함한다. 1964년 4월「현 

대문학（現代文學）」서12호）에는 산의 뾰족한 봉우리를 그렸다. 같은 호의 컷은 달이 상하로 눌려 타원형이 되고 그 

안에 여러 무늬가 둘어간다.

1963년 10월 뉴욕으로 건너간 후에 제작된 표지화는 이전의 표지화와는 큰 괴리를 보여 준다. 1965년 6월「현대 

문학」（126호）은 회색 바탕에 굵고 검은 선으로 수직 수평선을 연속 배치하였다. 1967년 '68년 사이 그는 선과 점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마침내 선을 저버리고 점으로만 화면을 구성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전면 점화로 확산하 

는 데 2년이 걸렸다. 십자구도, 소리 또는 메아리를 나타낸 듯한 타원형을 거쳐 화면전체로 퍼지는 점화의 가능성 

을 발견하고서 그는 문득 귀국을 결심한다. 1970년 9월「현대문학」（189） 표지는 남색과 청색의 색면이 화면을 가 

로로 분할하였는데 색면의 연결은 선이 아닌 색끼리의 부드러운 연결이었다. 1970년 10월호（190호）는 전면 점화 

위에 둥근 선이 쳐 있고 19기년 12월호（204호）는 회색 바탕에 검은 점이 균등하게 찍혀 있고 다시 그 점들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흰색으로 일일이 둘러싸여 있다. 마지막 표지화인 1972년 2월호（206호）는 검정 바탕에 여러 색 

점이 역시 균등하게 퍼져 있고 각 점은 여전히 여러 번 둘러싸여 있다. 후기「현대문학」표지는 이렇게 그의 점화 

발전을 단계대로 극명히 보여준다.「현대문학」의 표지화에서 전면 점화 이후의 선의 재등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환기의 표지그림은 그의 일반 회화작품의 양식적 그것과 유사하지만 책 표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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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장르적 속성의 제한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정은 책을 포장하고 책의 표제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하므로 디자인 감각을 요한다. 수화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제작된 그림을 슬라이드로 찍어 인 

쇄하지 않고 원래의 책 크기와 똑같이 원형대로 표지화를 그렸다. 특히 단행본에서 그러한 성격은 강하게 드러나 

는데 책의 앞, 뒤, 그리고 접혀지는 부분까지 연결하여 펼쳐 놓으면 한폭의 이어진 화폭을 이루게끔 제작된 것이 

많다. 잡지인 경우 해당 잡지의 고유한 표지디자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이에 맞추어 그림에 들어 

가는 화면의 크기나 형태를 조절하고 작은 공간은 가는 선묘로 처리하는 등 디자인 감각을 보여 주었다.

수화 김환기가 남긴 표지화와 내면 컷은 그때 그때 청탁에 의해 즉홍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다. 하나의 본 

격적인 장정으로서 그의 표지화는 책의 겉지에서부터 내지에 이르기까지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제작되었 

다. 표지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뛰어난 조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장정은 표지디자인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분화되지 않은 디자인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 주었다.

어록

•표지 장정은 더욱 어렵다. 책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해진다. 속몸이 아무리 예뻐도 어색한 옷을 입 

혔다간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중략） 또 우리들은 특히 월간물 표지인쇄에 있어선 対밀한 교정을 보 

지 않는 것 같다. 対일한 교정과 인쇄력을 동원하면 좋든 그르든 원화의 실감이 날텐데 그러지 못하다. 어쨌든 제 

작이 순조롭고 본격적인 제작을 늘하고 있을 때 장정화도 잘 되며 커트 같은 것도 재미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일제작）을 지속하는 생활이 아니면 조그만 삽화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현대문학」1995년 창간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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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폭풍전야」（함대훈 저. 세창서관. 1938 . 5.
30）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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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지화의 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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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r제3인간형」（안수길 창작집. 올유문화사. 

1954 . 6） 표지화의 앞과 뒤.

김환기.「바라춤」（신석초 시집. 통문관. 1959） 
표지화의 앞과 뒤.

新大喝
an 뉴、£시£、시*; 充 月 特踊 號

김환기.「신태양」1957년 6월호 표지화.김환기.「현대문학」창간호어955년 1월호） 표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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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표지디자인

［성명］ 조병덕（趙柄恵/Ch。Byung-Duk）

［생물연대］ 1916년〜

연보

1916 서울 출생

1932 일본에 건너감

1934 전일본산업미술전（全日本產業美術展）에 출품하여 특선

1936 태평양미술학교 졸업

1940 선전에서 최고상인 총독부상 수상에 이어서 네차례 특선

1945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창립에 참여

1946〜71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에 제2회부터 23회까지 계속 출품

1946 윤석중 동요집「초생달』（박문출판사）,「토끼와 시계와 회심곡」（김철수 외, 산호장）의 삽화를 그림

1948 「굴렁쇠」（윤석중, 수선사）의 삽화를 그림

1950 서울대와 이화여대 강사

1958 이화여대에서 전임을 맡아 약 10년 간을 도안과목을 가르침

1959 「불꽃」（선우휘, 을유문화사）,「이상전집」（이상, 고대문학회） 장정

1965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학과장 역임

1981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수상

1986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

1982 이화여대 정년 퇴임

연구내용

조병덕（趙炳愿）은 회화를 전공하였으나 디자인 불모지였던 광복 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창설에 앞장 서는 등 

당시 장정가（裝幀家）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도안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였다.

조병덕은 1916년 서울 인사동 15번지에서 태어났다. 종로 심상소학교와 경신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경성犬!과전문 

대에서 주최한 중고등학교 미술전에 수채화를 춤품해서 특선을 한 것을 계기로 미술을 전공하였다. 1932년에 일본 

에 유학하여 1936년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1934년에 전일본산업미술전（全日本產業美 

術展애I 출품하여 특선을 하였다. 졸업 후 귀국해서 1940년에 출품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인 총독상을 수상 

한 이래 4차례（18회, 19회, 20회, 22회） 특선을 하였다.

1945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창립에 한홍택, 조능식, 엄도만 등과 함께 참여하면서 출판사의 책 장정 작업을 병 

행하였다. 1950년대 초부터 서울대와 이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1958년부터는 이화여대에서 전임강사가 되어 김재석 

의 후임으로 약 10년간 도안과목을 가르쳤고 1965년에는 생활미술과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1982년 66세로 정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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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때까지 이대에서 도안과 디자인 그리고 회화를 강의하였다. 해방 후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그리고 심사위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1년 대한민국문화예술 대상, 1986년 대한민국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장정 작품으로 윤석중 동요집「초생달」,「토끼와 시계와 회심곡」,「굴렁쇠」,「불꽃」,「이상전집」등이 

있다.

조병덕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태평양미술학교에서는 유화를 비롯해 포스터 및 장 

정 등 다양하게 실습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추천에 힘입어 공모전에 2번 출품한 그는 1934년 전일본산업 

미술전에서 특선을 하였다. 그는 일본에 유학해 있는 동안 이중섭, 남관, 최재덕, 이인성 등과 함께 재동경미술협 

회（在東京美術協會）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백우회（白牛會）'라 이륨을 지었으나 일본의 탄압으로 재동경 

미술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모임은 7, 8회 정도 계속하다가 해체되었다.

1936년에 귀국하여 화가로 활동하다가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광복이 된 1945년에 대한산업미술가 

협회 창립에 참가하였다. 그를 비롯해 권영휴, 한홍택, 홍순문, 이완석, 유윤상, 조능식, 엄도만, 최성한, 이봉선, 

홍남극 총 11명을 발기인으로 출범한 산미협회는 1946년 '조국광복과 산업부홍전'이란 주제로 포스터 위주의 첫 

전시회를 동화화랑에서 개최하였다. 조병덕은 2회 전부터 출품하여 이후 1971년 23회까지 계속해서 출품하였다.

그러던 중 6 • 25전쟁이 발발하면서 종군화가단 보도선전반으로 일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방부 정훈국 소속으로 

전쟁 수행을 위한 기록화 제작과 포스터 및 선전미술을 담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술대를 설치하였는데 조병덕 외 

에 한홍택, 이완석, 양규회, 이봉선, 권영휴, 김정환, 문선호 등이 함께 활동하였다. 전쟁 중에 활동했던 종군화가 

단은 순수미술가와 공예나 도안을 담당했던 분야의 두 부류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순수미술가들이 그린 전 

쟁기록화는 기록성에 충실하기 보다는 순수한 작품성에 기인한 결과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선무작전을 담당했던 작 

가들은 다양한 포스터 제작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였다.

종전 후 조병덕은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출판사의 책표지 장정을 꾸준히 하였다. 1950년대에는 출판사나 신문 

사에 일거리가 넘쳐났고 주로 선전에서 특선한 작가들에게 삽화 등의 장정 작업이 맡겨졌다. 선전에서 4번 특선하 

고 최고상인 총독상을 받은 조병덕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산미전에 같이 참여했던 엄도만과 장정계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현웅, 길진섭, 임홍은, 김용준 등이 6 • 25 때 월북하였는데 특히 이들 월북작가 중에는 장정 분야에서 

큰 홭약을 한 인물이 많았다.

조병덕이 표지그림을 그린 윤석중 동요집「초생달」어946년, 박문출판사 간）은 당대 최고률 자랑하는 정현웅이 

장정을 담당한 수작으로 꼽힌다. 우선 장정의 역할을 독립시킨 것도 돋보이려니와 각각의 동요의 내용에 맞게 충 

실히 전개된 삽화가 일품이다. 이외에도 조병덕이 장정한 책으로는「토끼와 시계와 회심곡」（김철수 외, 산호장, 

1946）,「굴렁쇠」（윤석중, 수선사, 1948）,「불꽃」（선우휘, 을유문화사, 1959）을 비롯하여「이상전집」（이상, 고대문학 

회, 1959） 등이 있다.

그러나 장정 일로만은 생활에 안정이 힘들었던 그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병행하였다. 이대가 6 ・ 25전 

쟁으로 인하여 남하하여 부산에 임시 가교사를 마련하고 강의를 하였던 때에 조병덕은 도안과에서 강의를 시작하 

였다. 이후 1965년 생활미술과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1982년 66세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대에서 도안과 디자인 

그리고 약 10년간 회화과를 담당하면서 1980년대 초까지 이화여대의 디자인계열을 발전시켰다.

조병덕은 회화를 전공했으면서도 디자인 불모지였던 광복 후 당시 장정가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도안을 가르大! 

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였다. 그의 경우처럼 광복 이후 국내 장정계를 이끌어 온 아들은 회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대 

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고회동（高義東）을 비롯해서 노수현（蘆壽鉉）, 이상범（李象範）, 이상（李箱）, 구본웅（具本雄）, 

안석주（安碩柱）, 임홍은（林鴻恩）, 길진섭（吉鎭燮）, 김용준（金塔俊）, 김환기（金煥基）, 이인성（李仁星）, 이주홍（李周 

洪）, 정현웅（鄭玄雄）, 이승만（李承萬） 등으로서 이들은 광복 이전부터 잡지 표지와 단행본 장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였다. 이들은 당시 화단에 잘 알려진 화가들로 초창기 우리나라 장정의 개척자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 

됼이다. 조병덕은 이들의 뒤를 이어 광복 후 장정가로 활동하였으며 대학에서 디자인과 인연을 맺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화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자리잡기까지 일조를 담당했던 그의 인생 

노정은 광복 후의 우리나라 디자인 역사의 한 단면을 증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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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재동경미술협회 회원들과 함께 한 조병덕. 

이중섭, 이쾌대, 이유태의 모습이 보인다. 

1943.
조병덕. 윤석중 동요집 1■초생달」의 겉표지 그림. 

1946. 정현웅이 장정올 하였다.

조병덕. 산미 제4회전 출품작. 1947. 9. 
전쟁 중 파편에 맞아 일부만이 남아있다. 조병덕.『굴렁쇠』장정, 내지의 삽화. 1948.

조병덕. 산미 제6회전에 출품한 작품. 1948. 조병덕. r이상전집」장정.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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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일반 가전제퓸 운승기기 일반용품

박대순 : 已督 嘉 I 苧 수언

田12

［분야］ 제품디자인일반

［성명］ 박대순(Pa水 Dae-Soon)

［생몰연대］ 1929년~

연보

1929 출생

195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963〜70 한국미술협회 이사, 공예분과위원장

1966〜85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집행위원, 초대작가, 심사위원장

1972 한국디자이너협의회 이사장,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 졸업

1973〜 한양대학교 교수

1978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1980〜83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역임

1981 KOC문화위원회 부위원장

198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 자문위원

1986 서울아시안게임 디자인 총감독

1988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 이학박사학위 취득

1989 한양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소장 및 동 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현재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대학 명예교수

연구내용

박대순은 우리나라 최초로 디자인 계열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디자인을 학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박대순은 디자인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울 시도하여『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호론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디자인 박사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에도 불 

구하고 학문적 바탕없이는 디자인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디자인학을 정립하기 위해 

1984년 한양대학교에 처음으로 디자인계열 박사학위과정 개설을 추진하였다. 개설과목은 계획이론, 공간론, 인간공 

학, 영상디자인 특강, 문양론, 제품디자인 연습 등이고 설립 당시 학위는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더불어 디자인계의 원로로서 1972년에 한국디자이너협의회(KDC)에 설립에 앞장 서서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친 

목도모 외에 논문집을 펴내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이 역시 디자인계의 학문적 풍토를 정립하기 위한 일 

관된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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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희다쨰留二 운즈기기 □ I… 잎 반용품 …j
믹대순 i 민철홍 I 부수언

①2屈⑷⑸

［분야】 제품디자인

［성명］ 민철홍（閔哲泓/내in Ch니-Hong）

［생몰연대］ 1933년 7월 5일~

［소속］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명예교수

［주소］ 자택/（135-511）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5-805

직장/（151-742）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너

［전 화］ 자택 /02-543-3987 직 장/02-880-7501 ~2

연보

1933 서울 출생

1954 경기공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입학

1955 서울대학교 심벌 리디자인 및 교기 디자인 공보실 선전국 선전과 촉탁

1956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공예부 특선

1956〜59 체신부 발행 우표 디자인（8종）

1957 제6회 국전 공예부 입선

195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교,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디자인학부에서 ID연구

1959 한국공예시범소（KHDC）근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강사, 제8회 국전 공예부 문교부장관상 수상, 

제9회 국전 공예부 특선

1960 제10회 국전 공예부 특선 • 추천작가

196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전임강사

1963 대한무역진홍공사 전문위원, '체신 1호' 전화기 디자인,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1964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추천 작가, 심사위원

1966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 및 전망' 종합전시관 기획 및 제작

1967 대한민국 국장 디자인,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1967〜70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추천 작가, 문화공보부 문화재 전문위원

1971 민성전자 전자계산기 디자인 ,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KSID） 회장 피선

1972 삼성전자 흑백 TV '마하 505' 디자인, 대한민국 훈장 디자인

1973 동경국제조명디자인지명콤페 '73년 동상 수상, 동양맥주주식회사 CIP 연구 참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교수

1977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초대 작가, 심사위원

1978 대한주택공사 CIP 연구, 한국 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 이사장

1980 서울지하철 3, 4호선 전동차 전면 디자인

1982 '82년 국제무역박람회 '선경관' 디자인, 민산업디자인연구소（MIDA） 창설

1983 대우중공업 산업용 로봇 •NOVA-10' 디자인, 대우전자주식회사 디자인 고문, 

한국프레스센터 CIP 및 인테리어 디자인

1984 독립기념관 CIP 및 옥외시설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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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홍 교수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1950년대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 

업하고 미국의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연구한 후 귀국하여 디자인의 불모지였던 우리나 

라에서 인터스트리얼 디자인 교육과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토양을 일구어 낸 선각자로 기록되고 있다.

Hi ② B：l E E
1985 국립현대미술관 CIP 및 옥외시설물 디자인

1986 서울올림픽 디자인 전문위원

1986〜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전문위원 , 서울올림픽 환경 장식위원회 위원 , 대우중공업 굴삭기 디자인

1987 예술의 전당 음악당 환경조형물 디자인

1988 부산우체국 환경조형물〈약동〉, 서울올림픽 기록 조형물〈영광의 벽〉디자인

1989 서울올림픽 우승자 각인 조형물 디자인

「색채- 원리에서 활용까지 (Theory and Use of C이or)」아주대학교 박돈서 교수와 공동번역 출판

1991 산업디자인진홍민간협의회 위원장

199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산업 디자인 강의

1993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고문,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시회 '빛의 형상' 개최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정년퇴임

현재 한국 조경학회 이사,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____________________
연구내용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犬!, 경제,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50년대부터 이른바 디자인의 전쟁시대라고 일컫는 오늘 

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에 이루어 놓은 민철홍의 업적은 한국 현대디자인사에서 특별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장래가 불투명했던 5이년대에 일찍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당위성과 중요성를 예견하고 교육자로서 또는 디자이 

너로서 그의 활동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30여 년 몸담아온 모교 서울대학교에서의 후진양성은 물론 우리나라 

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수많은 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한 노력은 한국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이 되었 

다. 민철홍은 그 동안 산업디자인진홍 민간협의회 위원장,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고문, 그리고 '민산업디자인연구 

소(MIDA)'를 운영하면서 국제화를 항한 여러 기업의 디자인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국제화를 

실천했다.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1959년 미 국무부 초청으로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산업디 

자인을 연수한 후 한국공예시범소(KHDC)의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현대적인 산업디자인 교 

육을 시작했다. 당시 KHDC에는 미국측 파트너로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Akron)시에 있던 '스미스, 셰어 맥더못 

산업디자인사(Smith, Sherr and McDermott IndustHal Designers)'사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미국인 도자전문 디자이 

너인 피스틱(Fistic), 잡화전문인 탈렌티노(Talentino), 금속전문인 콕스(Cocks) 등이 있었다. 민철홍은 미국 연수 

후 돌아오자마자 수석디자이너로서 이들과 팀을 이뤄 기업 디자인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당시 

디자이너로 있었던 한도룡 등과 함께 부산의 금성사를 비롯해 대구의 동신화학 등을 다니며 무료 디자인 지원 활 

동을 펼쳤으나 반응은 별로 없었다. 금성사 같은 경우 이미 독일인인 행케와 김회수 등을 주축으로 국내 최초의 

진공관 라디오가 설계 및 디자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주로 전통민속공예품을 생산하던 성하산업사나 대성 

가구사, 미아리 실크사 등의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후 1960년 KHDC는 4 • 19의거로 인해 폐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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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는 '체신1호 전화기,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 및 전망' 종합전시관의 기획, 디자인 및 

제작, 대한민국 국장 및 훈장, 현충사 충무공 유물전시관 등 주요 국책사업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1963년에 

권순형과 함께 제작한 '체신1호 전화기 는 우리나라 전화기의 표준모델이 되다시피했다.

1970년대에는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공업디자인 전공을 개설하여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는 한편,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의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홍보 및 계몽, 산업디자이너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도 힘썼다.

또한 민성전자, 삼성전자, 고려시스템 등을 위한 여러 제품디자인과 동양맥주와 대한주택공사의 기업이미지 통 

합(CIP) 연구 등 산업체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적극 임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 

다. 1972년 제작한 삼성전자의 혹백 TV '마하 505'률 디자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 

다 '71 년에 민성전자의 휴대용 및 탁상용 전자계산기를 디자인하였는데 이때 제작한 제품디자인은 결국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울 지하철 3, 4호선의 전동차, '82 국제무역박람회의 '선경관' 등을 디자인하였으며, 민산업연 

구소(MIDA)를 창설하고 대우중공업의 산업용 로봇 'NOVA너0', 굴삭기 디자인, 대우전자 고문, 한국프레스센터 인 

테리어 디자인, 독립기념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미지 통합작업 및 옥외시설물, 예술의 전당 음악당의 환경조형 

물, 부산우체국 환경조형물〈약동〉, 서울올림픽 기록 조형물〈영광의 벽〉및 우승자 각인 조형물 디자인 등 공공 

기관과 산업체를 위하여 산업디자이너로서 폭넓은 활동율 전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진도 UVA 히 연구, 창 

신지구의 쌈지공원 디자인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민철흥의 주요 활동 중에서 디자인사에 남을 또 하나의 일은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orea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KSID)의 창설이다. 1972년 김길홍, 김철수, 민경우, 배천범, 부수언, 안종문, 이순 

혁, 최대석 등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협회를 결성하고 민철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초창기 KSID의 활동은 ID의 

계몽 및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어 전시행사 위주로 전개되었다. 창립전은 197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자유 

주제를 가지고 서울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전기전자, 어린이의 세계, 여성을 위한 디자인, 조 

명전, 산업도자전 등의 주제를 가지고 매년 개최되어 ID의 계몽과 관심 유발에 일조하였다. 그 후 KSID는 계속 회 

원이 늘어나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인 단체로 발전해 나갔다.

이외에도 민철홍은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 금성사 국제디자인공모전 둥의 심사위원으로 홭동했으며 , 산업디 

자인진홍민간협의회 위원장과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의 고문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 

력 하였다.

민철홍은 일찍이 조명기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197이년 그는 제5회 상공미전에 그의 한결같은 관심의 

대상이 된 조명기구를 처음으로 디자인해 출품하였다. '조명기구 A, B'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73년 야마기 

와 전기회사가 각국의 유명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도쿄국제조명디자인 지명꽁모전73에 출품한 '프리즘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동상 수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에 그는 1976년 제5회 KSID전의 '조립식 램프 를 비롯하여, ' 

77년 제6회의 '데스크 램프', '80년의 제15회 산업디자인전의 '테이블 램프', '88년 제23회 산업디자인전의 '램 

프' , '91 년 '조명시계' , 출품 등으로 이어졌으며, 1994년 3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관 개관 이래 최초의 산 

업디자인 초대전을 의뢰받았다. 선생은 조명기구만 모아 '빛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의 디자인은 우표와 담배 같은 소규모 디자인은 물론 국장 및 훈장 디자인, 대 •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이, 실생활 디자인으로부터 대규모 전시공간 환경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초창기 디자인을 

개척한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그도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남겼다. ZI는 교육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항상 

창의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컨셉트를 풀어나갈 때 기존의 것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백지로부터 시작하라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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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왜, 어떻게'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라■고 가르친다. 또한 디자이너는 하느님이 아 

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며 그래서 공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곧 디자인은 '그룹 작업 

(group practice)'이고 '학제적 작업(interdisciplinary practice)'이며 그래서 시너지(sinergy) 효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63년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98년 정년 퇴임시까지 정확하게 

35년 동안 수많은 산업디자인계의 동량(楝梁)들을 배출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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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홍 • 권순형. '체신1호 전화기 디자인. 1963.

민철홍. 체신부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한 우표들. 
1956-1959.

민철홍. 대한민국 국장 디자인. 1967.

민철흉. 제5회 상끙미술 추천작가로 

출품한 조명기구. 1970.

민철홍. 대우중공업 굴삭기 디자인. 1981.

민철 홍.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던 
빛의형상 전에 춥품한 작품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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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普디자인읾반 :가전제품 운송기기 잍반용줌

［분야］ 제품디자인일반

［성명］ 부수언 (P。。Soo-An)

［생몰연대］ 1938년〜

연보

1938 제주도 출생

196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68 제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

1968〜70 한국디자인센터 상임 연구원

1970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1972 한국인더스트리 얼디자이너협회 (KSID) 창립회원

1972, 73, 75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977〜80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회장

1984 가구 디자인을 주제로 개인전 개최

1985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88서울올림픽 사인시스템 지명 콤페 당선

1986 '86아시안게임 사인시스템 디자인 및 감리, 국립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디자인 자문위원

19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최, 굿디자인 선정 심사위원, 삼성전자, 대우전자, 금성통신 산학협동 프로젝트 수햄

198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 디자인학과 부교수, KODAS 대표연구원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상업디자인학과 교수

연구내용

부수언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제주시에서 가구공장은 경영하고 있었는데 틈만 나면 이 공장에 나 

와 가구를 조립하는 광경은 지켜보던 그는 여러 개의 가구를 조립 • 완성시켜 보기도 했다. 6 • 25사변이 일어나 많 

은 사람듈이 제주도에 왔는데 이들 중 미술교사 조영호는 그에게 많은 영항을 주었다. 그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의 부친은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서울대학 응용미술과에 입학하여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는 졸업 후에 일반기업 광고디자인실에서 얼마간 일한 뒤 서올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기관인 '한국공예디자 

인연구소' 에서 상임연구원으로 3년 가량 근무했다. 그는 이 연구소에 있는 동안 세계의 디자인 현황과 교육계률 

돌아보며 산업디자인 분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소에서 나와 서울미대, 이화미대 등에 출강하면 

서 산업디자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국민대학 재직시 조형학부를 개설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협회(KSID)의 회장을 맡아 저11회 한국공업디자인상공모전'을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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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질적인 활동을 벌였다.

부수언은 국내의 전자제품, 가구, 조명, 산업도기, 환경디자인 등에도 참여하여 제품개발에도 기여했으며 1967년 

제4회 상공미전에 '택시미터기 를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참고문헌

「커버스토리: 성년 ID 시대의 기수 부수언」.「월간 디자인』1979년 9월호.

251



인물 I 산업디자인 I 제품디자인일반 I 부수언 I

주요작품

부수언. 식탁용 의자 디자인.
부수언. 랩탑 컴퓨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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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가전제품

［성명］ 박용귀（朴容貴/Park Yong-Kwi）

［생믈연대］ 1933년 7월 5일〜

연보

1933
1958
1959

1979

도쿄에서 출생

락회화학（LG화학의 전신）에서 근무,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국내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 을 디자인

국내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 TV, 오디오, 에어콘,

전자시계 등 20년간 재직하면서 가전제품의 모든 디자인을 책임

디자인포장센터에서 근무

연구내용

국내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를 디자인한 바 있는 박용귀（朴容貴）는 20여 년간 금성사의 제품디자인을 주도 

한 최초의 직업적인 제품디자이너이다.

1933년 도쿄에서 태어난 박용귀는 일본에서 야구大（矢口）소학교를 다녔다. 해방이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 부산 

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1958년에 서을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수료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락회화 

학（LG화학의 전신）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9년 2월 금성사가 창립되면서 의장실에 입사하여 제품디자이너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의장실의 책임자로 승진하여 1959년 10월 국내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을 비롯 

하여 국내 최초의 선풍기, 전화기, 트렌지스터 라디오, 냉장고, TV, 오디오, 에어콘, 전자시계 등 1977년 퇴직할 때 

까지 약 20년간 가전제품 디자인을 하였다. 1958년 도안실로 출발한 디자인 부서를 1년만에 공업의장실로 발전시 

켰고 1967년 일본의 하다처 의장연구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은 후 다시 혁신적으로 '디자인실'로 그 명칭을 바 

꾸고 이를 디자인연구소로 발전시켰다.

퇴직 후 자신의 이름을 딴 *YK디자인 을 설립해 충무로에서 제품디자인 전문 사무실을 1년 동안 운영했으며 1 
년간 디자인포장센터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금성사의 디자인 관련 자문역을 하고 있다.

박용귀는 중학교 미술교사인 김영교를 만나면서 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김영교는 후에 숙대 미술대학장을 역임 

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영항으로 미술에 더욱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서을대학교 미술 

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회화를 전공한 그가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재학 중 친구의 권유로 

금성사의 전신인 락회화학에 입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처음 입사하여서 그는 컵을 비롯한 각종 플라스 

틱제 생활용품을 디자인하였다. 그러던 중 금성사가 1959년 법인체로 바뀌면서 도안실로 발령을 받아 본격적인 가

253



인물 I 산업디자인 I 가전제품 I 박용귀 I

D②図囤

전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금성사 도안실에서 박용귀는 국내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 을 디자인하였다. 이 라디오는 박용귀와 

최병태가 제품의 외장 디자인을, 화평전업과 미군 라디오 전속수리점을 운영했던 김혜수가 내부설계를 맡아 기술 

고문으로 있었던 독일인 행케의 조언 하에 제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렌더링과 목업의 과정을 거친 라디 

오로서 2밴드（중파, 단파）, 진공관이 5개인 5구 스퍼헤트로 디자인 회로방식을 갖춘 178x429 x 163mm 크기의 라 

디오였다.

'A-501' 의 디자인 과정은 현재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도안실에는 디자인 전공자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제작 담당자됼조차 디자인에 관심을 기을이지 않았다. 도안 담당자가 스케치와 금형설계까지 도맡아 하였다. 금형 

설계 전문 파트가 갖추어져 있는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없었고 금형설계를 하는 기업체가 없 

었다. 당시의 제품디자인이란 이같이 외장디자인과 금형설계를 포함하는 개념의 작업이었던 것이다. 'A-501' 은 국 

내 최초로 제작된 라디오로서 훌릉한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귀는 설계주임인 김혜수와 함께 일본의 산요 

스타일을 참고하여 금형설계를 직접해 내부에 맞추었다. 라디오 케이스는 다섯 가지 색깔로 만들어 소비자의 취항 

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하였다. 라디오의 상표는 별을 모델로 하여 왕관을 연상하도록 만든 마크와 금성의 영문표 

기 'Gold Star'를 써놓은 문자 표지 등 두 가지로 하였는데 이 상표는 당시 금성사 신제품 라디오 판매 담당이었 

던 이헌조의 제의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최근까지 통용되었던 금성사 상표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A-501' 은 최초의 국산 라디오일 뿐만 아니라 부품의 국산화를 한걸음 앞당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자 

공업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기록되었다. 외제부품을 3분의 1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당시 공산품의 경우 케이 

스를 제외하고 전랑 수입품에 의존한 것을 감안하면 'A-501'의 국산화율이 60%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 

다.

박용귀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필두로 1960년 1월 국내 최초로 선풍기를 디자인하였고 이어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디자인하였다. 사실상 금성사에서 제작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그의 손을 거为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박용귀가 금성사에서 초기에 디자인한 것들은 지금의 디자인과는 다른 것이었다. 발매기간을 줄이기 위해 

주로 외장만을 디자인하였고 금형 등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명판만 바꾸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영자들은 판매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판매가 될 정도의 기본적인 형태만 갖추는 수준으로 디자인되었 

다. 그러나 경쟁회사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삼성전자가 창립되고 1971년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하여 본격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 

한전선이 19기년 개발부 산하에 휴어져 있던 디자이너를 한곳에 모아 1973년 의장개발과를 정식발족하여 본격적으 

로 가전제품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70년대 들어와 전과는 다른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경영진둘이나 

담당 부서 직원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박용귀도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도안실'이란 명칭을 의장실로 바꾸고 체계를 잡아갔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성공적인 제작 이후에 

선풍기, 냉장고, 텔레비젼 등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자 디자인실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 

하던 중 히다网, 내쇼날, 소니 등과 접촉을 하면서 그곳의 운영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히타치 

에서 6개월간 연수를 하면서 일본의 디자인 정책개발 방법,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방안, 마케팅과 시장예측에 따른 

제품 개발 방법을 비롯해 각종 디자인 관련도구들을 시찰하면서 한국적인 디자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입사한 '도안실'은 1960년에 '공업 의장실'로 바뀌었고 1966년에는 디자이너의 인원이 12명으로 늘 

어나, 1975년에 '디자인연구실'로 개칭되어 완전한 체계를 잡았다. 그가 퇴사한 직후인 1976년에 무려 20명의 디 

자이너가 근루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연구소로 발전하기까지 그의 공헌은 지대했다.

박용귀는 연구실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즈음인 1977년 20여 년 동안 재직하였던 금성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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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제품디자인 전문프로덕숀인 YK 디자인'사무실을 충무로에 열었다. 그러나 제품디자인은 물론 프로덕 

션이나 프리랜서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품디자인전문 프로덕션의 운영은 시기상조였 

다. 결국 1년만에 그만두었고 1979년에 김회두 이사장의 권유로 디자인포장센터에 들어가 1년 동안 일하였다. 현 

재는 디자인계 일선에서 물러나 여행과 사진码는 일로 소일하면서 LG디자인연구소 직원들과 교류를 하며 디자인 

자문역을 하고 있다.

박용귀는 판매를 전제로 하는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다른 분야도 아닌 제품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가를 그는 몸소 체험하였다. 1965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디자인할 때 일본제품의 모 

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시도하고자 부드러운 곡선이 가미된 제품을 제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부드러운 유럽스타일을 보다는 날카롭고 각이 진 스타일을 소비자돌이 선호하던 때인지라 시제품의 품평회에 

서 혹평을 받았다. 결국 제작이 중지되었고 급히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꾸었다. 그가 시도하였던 스타일의 디자인 

은 결국 3년이 지난 후 제품화되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판매를 염두하면서도 그는 주관이 뚜렷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즉 좋은 디자인이란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흐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확고한 

디자인정책을 가지고 외국의 것과 변별되는 우리만의 디자인을 정착시키는 일에 노력하였다.

박용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때부터 회화에 대한 전공율 포기하고 디자인 연구로 전향하여 금성사에 입 

사한 한국 최초의 직업적인 공업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 초기의 공업 의장실의 모방 단계를 완전히 탈 

피시키면서 1960년 후반부터는 독립적인 과로 발전시켜 거의 100%에 가까운 한국의 공업 디자인이라는 이미지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가전 제품디자인사의 출발점이 그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위 

와 같은 업적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디자인한 6, 70년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였던 수많은 가전제품이 증명해 주 

고 있다.

참고문헌 — ___

정시화.「한국의 현대디자인: 현대 디자인의 근원과 한국에서의 현황」. 열화당 미술문고 21. 열화당, 1979.

「국내 최초 라디오 금성 A-501 울 디자인한 박용귀」.「월간 디자인」234호어997년 12월）.

255



인물 I 산업디자인 I 가전제품 I 박용귀 I
P ：2 31 困

주요작품

박용귀. 한국 최초의 진꽁관식 라디오 'A-501' 
제품디자인. 1959.

'A-501' 의 신문광고. 부산일보 1960년 2월 27일자.

박용귀. 한국 최초의 선풍기 제품디자인. I960.

박용귀. 진공관식 흑백 TV인 VD-191* 제품디자인.
1966.

박용귀. 창문형 룸에어컨 'GA-111' 제품디자인. 

1968. 박용귀. 세탁기 *WP-18* 제품디자인. 1969.

256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박용구; i 김철호

入촉시자a인바 :■■囱函目1 운승기刁 11 勒반용寺

田E

［분야］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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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주）금성사 디자인실 입사

1983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업 디자인학과 출강,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아＜SID） 정회원 （부이사장 역임 ）

1985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출강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국제공업디자이너협의회（ICSID）의 '85월드 디자인전에 출품

대한인간꽁학회 정회원 （이사）,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 （IDSA） 정회원

1986 제2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공업디자인전공, 미술학 석사과정）

198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1987 제7회 부산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제품디자인 부문）

1988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업디자인학과 출강, 제2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상 수상, 홍익인더스트리얼디 

자이너협회 회장

현재 （주）LG전자 디자인연구소에 재직 중

연구내용

김철호는 1947년 경남 통영출생으로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주）금성사 디자인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LG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1983년부터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강사로 출강하였고, 1985년부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 

디자인학과 강사로, 1987년부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업 디자인학과 강사로 출강하였다.

1983년에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국제공업디자이너협의회이CSID）의 '85 

월드 디자인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1986년 제2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1988년 제 

23회에는 추천작가상을 수상하였다. 1986년 제7회 부산 산업디자인전부터 제품디자인 부문의 심사위원울 맟고 있 

다. 1983년에 한국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 정회원이 되어 부이사장을, 1988년 홍익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 회 

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인간공학회 이사와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의 정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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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산업디자인 I 가전제품 I 김철호 I
：!：.!②

주요작품

김철호. 스테레오 카세트 제품디자인

김철호. 퍼스널 컴퓨터 제푸디자인.

김철호. 진공청소기 제품디자인. 김철호. 컴팩트디스크 카세트라디오 제품디자인 .

김철호. 가습기 제품디자인.

김철호. 4HD VTR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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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박종서

［ 제품디자인일반 11 가전제苦 일반용품

田2]③ffl

［분야］ 운송기기 ［성명］ 박종서（Park Jong-Suh）

［생몰연대］ 1947년~

［소속】 현대자동차（주） 디자인 연구소 전무이사

［주소】 자택/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너6

직장/（445-850）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장덕리 772-1

［전화］ 자택/02-322-4661 직장/0339-369-5024

1947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

1967 배재고등학교 졸업

197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973〜79 대한전선 개발본부에서 근무

1974〜76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특선 2회, 상공부장관상 1회, 현 추천작가）

1976 일본 산업디자이너협회（JIDA） 주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브레이닝 코스 수료

1976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1979. 12 현대자동차 입사

1980-81 영국 RCA에서 Automotive Design 수학

1990 이사대우 승진

1990 SCOUP, ELANTRA（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2 이사승진, 디자인•기술관리•차량기술•설계원가 담당

1992 HCD- I , GRANDEUR（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3 HCD- II, SONATA II （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3. 9 산업디자인 연구개발 공로로 대통령 표창

1994 ACCENT（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4. 12 현대그룹 기술상 수상

1995 HCD-III, MAR이A, AVANTE（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5 상무이사 승진, 디자인연구소장

1996 SONATA III, PORTER, TIBURON, DYNASTY(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쌍둥여객선(250ton) CATAMARAN PASSENGER SHIP 디자인

1997 STAREX, ATOZ（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8 EF SONATA, GRANDEUR-XG(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9 EQUUS, VERNA（실행 프로젝트 디자인）

1999〜 전무이사 승진, 디자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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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산업디자인 I 운송기기 I 박종서 I

:②⑶雷 —— —

연구내용

박종서는 1988년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를 디자인한 자동차디자이너로서 당시 외국에 의뢰하여 디자인되던 국 

내 자동차 디자인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면서 한국 자동차 디자인의 질을 진일보시킨 인물이다.

1947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박종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학부 졸 

업 후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전선의 개발본부에 근무하였고 대한전선 근무시절인 1974년부터 1976년 동안 대 

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두 차례 특선하였다. 1976년에 일본산업 디자이너협회 

(JIDA)가 주최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트레이닝 코스를 수료하였고 1977년부터 1979까지 JIDA 프로포지션전에 

초대 출품하였다. 이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1988년 '쏘나타 를 디자인하였고 1990년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그의 실행 프로젝트디자인을 보면 1990년 '스쿠프 와 '엘란트라' , 1992년에 '그랜져' , 1993년 '쏘나타II' , 1994 

년 '액센트', 1995년 '아반테'와 '마르샤', 1996년 '쏘나타 III', '티뷰론', '다이나스티', 1998년 'EF 쏘나타와 

'그렌져 XG' , 1999년 '에쿠우스' 와 베르!」가 있다.

1993년 산업디자인 연구개발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1994년 현대그룹기술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에 전무이 

사로 승진되어 현재 디자인연구소장을 함께 맡고 있다.

박종서가 처음 자동차 디자인을 접하게 된 것은 1976년에는 과학기술처 콜롬보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 산업디자 

이너협회(JIDA)가 주최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트레이닝 코스를 마치고 1977년부터 1979년까지 JIDA 프로포지 

선전에 초대 출품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의 교육내용이「카 스타일링(Car Styling)j 지誌)에 소개된 것을 계 

기로 현대자동차와 인연을 맺게 되어 1979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다. 입사하여 당시 엔지니어의 보조역에 머 

물러 있던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을 차츰 바꾸어 나갔다. 그러한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 

이 인정되어 1980년에 영국의 RCA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현재에 이르러서 보편화된 자동차 디자이너의 연수과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RCA연수 이후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박종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몇 년 동안 자체 개발 

을 위한 전단계로서 자동차 디자인을 외부에 의뢰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계약 모델인 '포니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 

어 '엑셀 과 '스텔라까지 주지아로라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 디자인의 프로세 

스와 기법들을 배웠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을 쌓아갔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후 1982년부터 디자인 업 

무를 독립부서로서 담당하고 고유모델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소나타 를 필두로 한 고유모델들이 계속해 

서 생산되고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면서 디자인부서는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박종서도 중역의 위対에서 의사결 

정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박종서에 대한 평가는 우선 한국의 자동차 디자인의 개척자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디자이너로서 가장 먼저 

대기업의 중역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 개인의 지위를 넘어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독자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10여 년의 짧은 시간에 이루었던 성과임을 고려한다면 그가 

기울인 노력과 열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업적은 자동차 디자인 뿐 아니라 모방을 일삼는 당시의 한국 

상황과 디자인 여건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으로서 다른 디자인 분야에도 큰 파급효과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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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산업디자인 I 운송기기 I 박종서 I

JJ 2国国

참고문헌

「디자인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 자동차 디자이너 박종서」.「월간 디자인」1987년 12월호.

「한국, 대기업의 디자인 경영자 8인: 나는 아직도 벼랑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월간 디자인』199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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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산업디자인 I 운송기기 I 박종서 I
.IJ 2 111 E

주요작품

박종서. 엘란트라. 박종서. 스쿠프.

박종서. 마르샤.

박종서. 소나타 II.

박종서. EF소나타.

박종서. 그랜져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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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김영세

I 穂쭘디자a이반 ］ 7 Hs 우흐기기 j 目1

田2

［분야】 일반용품

［성명］ 김영세（Kim Young-Sae）

［소속］ 이노디자인 대표

［주소］ 직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4

이동수 패션 빌딩 5층 이노디자인

［전화］ 직장/02-3445-6480（서울） 1-650-493-4666（미국）

［FAX］ 직장/02-3447-5465（서울） ［-650-493-6198（미국）

연보

1974

1984

1986

1990

1991

1993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ID Focus 설립

이노디자인사 설립

미국「비즈니스 위크』지가 선정하는 IDEA상 동상

*Best Design of the Year* 선정

IDEA 금상 수상

연구내용

김영세는 1974년에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롤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미 

국에서 3년 간 엘볼트 어소시에이츠（시el Boldt Associates）와 GVO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그후 일리노이 대학 

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듀퐁과 한국의 삼성전자 등의 디자인 컨설팅울 했고 1984년에는 'ID Focus 를, 1986 

년에는 '이노디자인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1997년에 '이노디자인'한국지사를 설립하였다.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가 선정하는 IDEA상에서 1990년에 동상을, 1991년에 *Best Design of the Year'에 선정되었으며, 

1993년에는 IDEA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참고문헌

「이노디자인의 신사옥」.「월간 디자인』통권221호（199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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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산업디자인 I 일반용품 I 김영세 I

주요작품

미국에있는 이노디자인의 신사옥.

1999년에 개발된 이노디자인사 오디오.

1999년에 개발된 이노디자인사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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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공예디자인(Crafts Design)

［분야］ 금속공예

［성명］ 김정섭（金鼎雙/Kim Jung-Seop）

［생물연대］ 1899년니988년 7월

연보

1899

1916

1931

1970

1988. 7

서울 출생

보성고보 졸업

경성공립직업 학교에서 후진양성 시작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기능 보유자로 지정

사망

연구내용   —

백하（白下） 김정섭（金鼎變）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美術品製作所）'에서 전통 금은조각기술을 전수받은 

금속공예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기능 보유자이다

1899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김정섭은 보통학교 시절에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던 공진회（共進會） 주최의 미술전에 

입선하여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 그는 3 • 1운동으로 학교가 장기 휴교에 들어가자 은방도가（銀房都家）가 군집해 

있던 광교천 주변을 드나들면서 만난 이행원（李行源）에게 서화를 사사하였고, 그의 권유에 따라 이왕직미술품제작 

소에 입소하여 금은 조각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던 미술품제작소의 '포목상감부' 에는 

이부학（李富鶴）, 임대영（林大榮）, 김상기（金象己）, 김영석（金永責） 등이 함께 있었다.

미술품제작소 입소 후에도 당대의 서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김규진（金圭鎭）에게 5년여 동안 서화를 배웠으며 

'백하（白下）' 라는 그의 호도 김규진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1931년 무렵부터는 저녁에 건축, 가구, 기계의 3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던 경성공립직업학교（京城公立■業學校）에서 후진을 지도하는 한편 현재의 

중국대사관 앞에 점포를 얻어 자신의 공방鼻 차리기도 했다. 금속 장신구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로 알려진 김정섭 

은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후 2차대전과 6 • 25동란으로 시련을 겪었다. 아들 김철주（金哲周）의 노력으로 그는 고회 

를 넘긴 1970년에야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7월에 작고하였다.

김정섭은 숙련된 화각（花刻）과 육각（肉刻）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그의 금은 

세공기술은 촛정, 공근정, 다질정, 눈깔정 등 5센티 내외의 작은 정올 써서 선울 음각하고, 그 자리에 은이나 오동 

으로 뽑은 철사를 감입하는 방법과 끝이 납작한 다질정을 가지고 금속판을 깊게 혹은 얄게 따내 모필화와 같은 효 

과를 나타내는 기법（花刻）, 노리개 제작에 많이 적용되는 조이 무늬판의 땜질법 둥이었다 무엇보다도 금속판의 

앞뒤를 다져가면서 무늬가 도드라지도록 하는 육각（肉刻） 솜씨는 그가 가장 자랑으로 삼는 특기였다. 김정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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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특징은 문양보다 활달한 필치의 글씨를 직접 쓰고 새기는 각자（刻字）에 있었다. 서화의 필력을 바탕으로 그 

는 자신의 특징인 각자刻字）뿐 아니라 화조, 십장생, 박쥐, 사군자, 용호, 당초 등 어느 문양이나 생동감있고 능 

숙하게 소화해 낸 금속공예가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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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정섭. 금속공예 작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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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口②区园因

［분야】 금속공예

［성명］ 이학응（李鶴應/Lee Hak-Heung）

［생물연대］ 1900년 10월 4일~1988년 2월 29일

연보

1900. 10. 4 충청남도 직산에서 출생

1916 보성고등보통학교 입학

1919 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견습공으로 입소

1921 일본 '구정상회（驅井商會）' 주인인 시게이大!로부터 스카웃 되어 도일

1926 일본에서 귀국, 한국인 최초의 개인공방 '응성당（應星堂）' 개설

1946 '천상당（天賞堂）' 운영 시작

1958 '복성사（復成社）' 운영 시작

1982 중요무형문화재 78호 입사장 기능보유자로 지정

1988. 2. 29 사망

연구내용

송고 이학응（李鶴應）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관장（官匠）으로서 정통입사기능을 전수하고 최초의 금속 개인공방을 

연 금속공예가로서 대공일에 최초로 시보리 기계를 도입하여 공예의 대중화와 근대화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이학응은 1900년 10월 4일（음력） 충남 직산에서 구한말 학무행정（學務行政） 주무부서인 학부（學部）의 교관을 

지낸 바 있는 이범화（李範和）와 안동 권씨 모친 사이에서 6남 4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유아기에는 비교적 넉넉 

한 살림이었으나 10여 세 무렵부터 가세가 점차 기울면서 충남 청양으로 옮겨 농사일을 시작한 부모를 돕게 되었 

다. 그러던 중 16세 때인 1916년, 둘째 형 이진응（李震應）의 도움으로 상경하여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19년에 '이왕직 미술품제작소' 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둘째 형의 소개로 견습공으로 듈어가 

면서 입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 무렵의 장인들이 대부분 신교육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데 비해 이학응은 학부 

교관을 지낸 부친의 영향에서 였던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의 체신부에서 국제극장에 이르는 길목에 길다란 일자한옥으로 자리잡고 있던 미술품제작소는 크게 사무실, 

도안실, 제작실로 그 직능이 구분되어 있었다. 주로 한국인 장인들로 구성된 제작실 내에는 금속조각과 입사를 맡 

아 하던 포목상감부 외에도 각종 금속공예품 및 입사용 철제물형을 제작하던 철물부（鐵物部）, 단금부（鍛金部）, 주 

석부（朱錫部） 그리고 나전칠기부, 필방（策房）, 보석부, 목공부, 염색부 등의 부서가 있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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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한국인 장인이 조장（組長）격으로 있으면서 전체적인 작업공정뿐 아니라 견습공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수준에 맞춰 기술지도를 하였다.

금속 상감기법의 일종인 입사（入絲）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최성기를 구가했던 금속공예 기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철제물형（鐵製物形）의 단단한 표면에 시문하는 입사기법이 발달하여 

기술적인 독창성을 창출해내었음은 물론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폭넓게 시문되면서 고급공예품의 저변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관청수공업체제가 점차 붕괴되고 그 제작을 사장（私 

匠）들이 도맡으면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던 반면에 질적으로는 현저하게 퇴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구한 

말과 일제시대라는 구조적 격동기를 거犬!면서 더욱 심화되어 전승공예기술의 외형적인 보존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1908년, 이왕직（李王聴）의 직영 형태로 설립된 이왕직 미술품제작소에 중요한 

제작부문의 하나로 조각부와 함께 포목상 감부가 설치되면서 다시 고도의 궁정공예기술인 입사가 복원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학응이 소속되었던 포목상감부에는 이연원（李衍源）이라는 고령（당시 70세）의 입사장이 수장으로 있었다. 입사 

는 물론 서화와 조각에도 모두 능했던 노（老）장인 이연원은 이학응에게 입사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당시 

미술품제작소 포목상감부에는 이부학（李富鶴）, 임대영（林大榮）, 김상기（金象己）, 김영석（金永夷） 등과 조각 분야의 

김정섭（金鼎堡） 등이 함께 있었다.

입사장 견습공 시절을 마칠 무렵인 1921년 이학응에게 일본 교토로부터 스카우트 손길이 뻗쳐 왔다. 구정상회 

（駒井商會）의 주인 마스무라 시게이対（松村重一）라는 일본인이 미술품제작소에 들러 이학응의 솜씨를 눈여겨 보았 

던 것이다. 여기에는 월급 75원（당시 군수의 월급이 45원, 순사의 월급이 7-8원이었다）이라는 파격적인 급료도 아 

울러 제시되었다. 일본에도 입사기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 비해 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수준에서도 크 

게 뒤져 있었다. 특히 기면 전체에 정자국을 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양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정질을 하는 일본 

식 입사（일본에서는 포목상감이라 한다）는 완성 후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났다. 일본에 있는 동안 이학응은 름틈 

이 대공（大工）일과 기계조작법 등을 익혀두었다. 그리고 조선식 전통입사기법으로 제작한 철제은입사제품을 교토 

전승공예공모전에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년간의 일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1926년 죽첨정 애오개 길목（현재의 충정로 3가 미동국교옆）에 27세의 

나이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개인공방을 개설하였다. 자신의 돌림자를 넣어 '웅성당（應星堂）' 이라 이름짓고 몇 명 

의 기술자들과 함께 문을 연 이곳에서는 주로 주전자, 화병, 쟁반 등의 대공물에 은으로 입사는 일이 주종을 이루 

었다. 이 당시의 은입사 세공품들은 조선시대에 비해 수요층의 신분적 제한이 무너져 현저하게 저변화되었다 하더 

라도 여전히 경제력을 항유하는 특수층에 한정되었던 점에서는 전 시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무 

렵 일본인됼의 특수 수요는 입사기물이 호황을 누리게 한 중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응성당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1939년, 2차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일제의 금속류 공출이 극심해진 와 

중에서 한국인 경영자로서의 이학응은 일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귀금속 밀수라는 누명을 씌워 계획적으로 

운영을 방해한 뒤 금품을 강취해 갔던 것이다.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학응은 신의주에서 붙잡힐 뻔한 위기 

를 넘기면서 일경의 눈을 피해 마침내 중국 상해로 건너가 같은 일을 계속했다. 그는 상해의 해능로（海能路）라는 

곳에서 동포가 경영하는 시계포 옆에 자리를 얻어냄으로써 세공일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5년이 넘는 타국생홫 끝에 1946년 해방된 조국에 다시 돌아온 이학응은 지금의 종로구 관수동에 '천상당（天賞 

堂）' 이란 간판을 걸고 금은세공과 대공일을 함께 시작했다.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해왔던 세공일과 일상 용기를 제 

작하는 대공일을 함께 시작했다. 여기에는 형인 이진응, 양은 시보리 기술자인 유식우, 자본주 백남홍 등이 참여했 

다. 입사일도 그 기술 자체는 세공에 속하지만 대공물의 표면에 시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공일에 더욱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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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당시 은방으로는 청진동의 '창신당 , 종로2가의 '유신상회' 가 유명하며 광교 부근에 대여섯 군데의 은방이 그리 

고 보신각 뒤편 골목 전체가 금은도가로 밀집되어 있을 만큼 금속세공은 활황을 구가했다. 반면에 일상기물을 제 

작하는 대공 분야는 몇몇 군데에 한정되었을 뿐 아니라 작업도 전적으로 수공예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증하는 일상 기물의 수요에 좀체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같은 금속공예 분야로 채산성이 높은 금 

은세공 일에 너나 없이 몰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학응은 각종 식기류, 주전자, 화병, 쟁반 등 일상기물 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공일에 일본에서 

시보리 기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양은 식기류의 대량생산을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대공일이 활 

성화되자 그 일년 후인 1947년에는 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70여 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대량 

, 생산에 돌입하였다.

한때 기술자가 5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방으로 성장한 천상당의 활동은 우리의 근대공예사적 맥락에서 시사 

； 해 주는 바가 크다. 즉 조선말기부터 수요층이 폭넓게 저변화되었으나 양적인 팽창을 수렴해내지 못하여 질이 크 

I 게 퇴락하였던 이무렵의 공예적 환경을 기계의 도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예품 

； 생산에의 기계 도입은 수요충의 대중화 추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인이 됨으로써 공예계의 근대적 인식 형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섰다는 점 등을 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록 6 • 25전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다 자율 

적인 정착의 과정을 거対지 못하고 공예가와 기계가 철저히 분리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 여건을 실천적으로 이끌어간 그의 장인정신은 근대적 인식의 결과로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하겠다.

이처럼 활발한 제작홭동을 벌였던 천상당은 6 • 25전란 중에 공장이 소실됨으로써 문을 닫게 되었고, 고향 부근 

； 인 충남 예산으로 일시 피난했던 이학응이 수복과 함께 귀경하였으나 다시 복구할 여력을 상실하여 영등포 등지에 

； 서 한동안 노점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직으로 살아온 입사일에의 열정은 처남인 정진용（鄭鎭涌）, 조카 이재인（李載仁）, 손순석（孫順石） 등과 

힘을 합하여 다시 영등포 시장안에 '황금당（黃金堂）' 이라는 은세공방을 내면서 재개되었고, 1955년 종로로 옮겨 

앉으면서는 정부의 수주를 받아 훈장제작에도 참여하였으나 전쟁의 복구에 여념이 없던 당시의 여건이 귀금속에 

관심을 두게 할 여유가 없었던 탓으로 좀체 예전의 경기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1958년 종로구 견지동에 '복성사（復成社）' 라는 간판을 다시 걸고 일상 용기의 대공일을 주종으로 하여 그 명칭 

이 상징하듯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그는 빚에 쪼됼려 살고 있던 필동의 

; 이층집을 넘기고는 마침내 정릉으로 옮겨앉아 30여 년의 나머지 여생을 쓸쓸히 보내야 했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유작은 전성기의 작품이 한 점도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년의 칩 

거생활 중에 소일삼아 제작했던 소품 대여섯점을 장남 이재호（李載鎬）가 보관해오고 있어 단편적이나마 그의 기량 

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철제은입사 담배합 이나 '철재은입사 인주합' , '보석함' , '사주함' 등 소품류가 주종을 

: 이루는 그의 만년 작품들은 뇌문, 삼각파상문, 문자문 둥 기하하적인 문양에서 섬세하고 조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인주합의 뚜껑 윗부분의 주문양대에 시문된,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남대문의 풍광은 실경을 효과적으 

로 문양화한 독창적 영역으로서 그의 기량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공방이 한창 전성기였던 명동 시절, 바이올린과 유도 등 폭넓은 취미활동을 보인 바 있으며 만년까지 하루 네홉 

들이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웠던 밝고 호방한 성품의 이학응은 셋방을 전전하면서도 1988년 2월 29일 정릉의 자 

； 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기까지 오직 입사장으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았다.

정통입사기술의 마지막 계승자로서의 긍지 하나로 인생의 후반부를 좌절과 주변의 무관심 속에 보내야 했던 이 

학응은 홍정실（洪貞實） 등의 제자들과 문화재 관계자들의 주선으로 그의 나이 83세에야 중요무형문화재 78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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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냈었다. 조선왕조시대 입사장의 마지막 여맥으로서, 

특히 대공 분야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계를 도입 • 보급함으로써 근대공예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이학응의 

업적은 오늘날의 공예적 환경에 비추어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이종애.「근대한국공예의 사회적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최공호.「조선왕조 입사장의 마지막 여맥: 이학응」.「월간 공예』1988년 9월호.

홍정실.「중요 무형 문화재 제78호 입사장 기능 보유자 이학응 씨 인터뷰」.「월간 디자인」198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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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학응. 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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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분야］ 금속공예

［성명］ 김근수(Kim Keun-Soo)

［생몰연대］ 1916년~

•고셔
연구내용

김근수는 무형문화재 제"호 유기장 기능보유자로서 해방 후 거의 사라져 버린 우리나라 전통 유기 제작의 명 

맥을 이어온 금속공예가이다.

1916년에 태어난 김근수는 20세 때 우연한 기회에 안성유기 제조회사의 외무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유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대 유명한 유기 장인이었던 김기준의 솜씨에 반해 그의 문하에 들어가 유기기술을 습득하 

였다. 그러나 1914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유기 공출이 심해졌고 많은 유기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그가 근무를 했던 유기 공장도 문을 닫았다. 다행히 해방 후 유기업이 성행하여 잠시 안성유기 제작이 

호황을 누리게 되었지만 6 • 25전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유기와는 달리 변색이 없고 튼튼한 알루미늄 

과 스텐레스의 출현은 유기의 수요를 급격하게 줄였다. 그러는 동안 많은 유기 공방들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 전업 

을 하거나 폐업을 하였으나 김근수는 전통 유기 작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계속 작업하여 명맥이 끊길 위험에 

처했던 우리나라 전통의 유기 기술을 이어갔다.

참고문헌

홍정실.「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기능보유자 김근수씨와의 인터뷰」.「월간 디자인」198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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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유기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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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八 ■■國氈—

I —석종예 I 匚찬수叟으쓰흐옌I
김재석 I 차종구 ; 원대정 I 권순헝 I 항종게 I
B E図

［분야】 도자공예

［성명］ 김재석（金在夹/Kim Jae-Seok）

［생몰연대］ 1916년〜?

연보

1916 서울 출생

1940 일본 제국미술대학 졸업

1943 1943년 제22회 선전 공예부에서 입선

1945. 8 조선미술건설본부 공예부 설처위원 역임

1946. 3 조선공예가회 초대회장 역임

1949〜51 홍익대 미대에서 강의

1949〜53 이화여대와 서울대 공대 염직과에서 강의

1960〜67 서라벌예술대학 공예과에서 강의

1967 성신여자사범대학에서 강의

1953 개인전

1954 광주에서 개인전

1957 개인전

1958. 3 공주에서 개인전

1959 전주에서 개인전

1960 국전 심사위원

연구내용

김재석（金在夹）은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하여 정식으로 공예와 도안을 전공한 도예가로서 기존의 전승공예와 

차별화된 현대적 개념의 공예의 출현을 앞당긴 우리나라 현대 도자공예의 선구자이다.

1916년 충남 꽁주의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재석은 1940년 일본의 제국미술대학교 본과 공예도안과 

（帝國美術學校 本科 工蒙圖案科）를 졸업하였다. 일제시대인 1943년 제22회 선전 공예부에서〈철사병（鐵砂瓶）〉과〈 

백자병（白磁瓶）〉2점이 입선했고, '국화회（國■會）' , '광풍회（光風會）' , '백우회（白牛會）' 등을 통해 작품활동을 

하였다. 광복 이후 이화여대에서 디자인이나 염색 등을 가르치기도 했으며（'45〜'49년）, 광복 이후 결성된 '조선 

미술건설본부' , '조선미술가협회' , '조선공예가협회 등에 위원이나 회장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49년 제1회 국전 

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국전 초대작가로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또 특기할만한 것으로 1954년 전남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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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58년과 '59년에는 각각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에서 개인전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 전시가 도자기만의 전 

시였는지 염색 등의 디자인이나 다른 공예작품과 함께 한 전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도자기가 전시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54년의 전시가 도자기만의 전시였다면 해방 이후 도자기만의 첫 전시이기도 하고 첫 개 

인전이기도 하다. 김재석은 이화여대와 서울대 공대 염직과（'49〜'53년）, 홍대 미대（'49〜'51 년）, 서라벌여대 공예 

과（'60〜'67년）, 성신여사대（'67년）에서 도자기, 공예, 디자인 등을 가르쳐 도예교육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재석은 광복 이후 10년 동안 공식적인 작품활동으로 도예홭동을 한 유일한 인물이다. 물론 생계를 위해 사기 

그릇을 만둘거나 옹기, 칠기 등을 만든 사람듈은 있었지만 미술단체에 참여하고 전시회에 도자기 작품을 출품하며 

국전 등에 심사위원을 한 사람은 1945〜 1955년 사이에는 김재석 뿐이다.

그러나 그가 광복 이후 공예관련 단체에 참여하고 여러 전시회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각 대학에서 공예나 

디자인을 교육했지만, 도예의 확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 

으나, 우선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이 아직 도예활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한 대학에서 꾸준히 

도예교육을 실시하거나 도예관련 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김재석 

은 광복 이후 도예활동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거의 단독으로 도예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시회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함으로써 도예부홍의 기반울 닦았다고 할 수 있으며,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도자문화를 현대도예와 연결시켜 

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구열.「근대 한국미술의 전개」. 열화당, 1975.

전형수.「한국 현대도예 태동의 배경과 대표작가: 권순형, 원대정, 황종구를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초등미술 

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1992.

대한민국 예술원.「한국미술사전」. 대한민국 예술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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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재석. 벽걸이.
김재석. 테이블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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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분야］ 도자공예

［성명］ 황종구（黃鍾九/Whang Jong-Goo）

［생몰연대］ 1919년〜

［소속］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주소】 자택/（120-130）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아파트 5동 606호

［전화］ 자택/02-305-8709 작업실/0344-904너604

연보

1919

1937

1945

1947

1947 〜51

1958

1959〜84

1960

1962〜65

1964. 11

1966

1972

1976

1980. 7

1984

1992. 5

서울 출생

경기도 공업연구소에서 도자연구원

일본의 세도요업학교에서 수학

개성공립공업학교 및 경기도 공예협회 이사 역임

개성시립공업학교요업과 교사 재직

이화여대에서 도예작업 시작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재직

국전에서부터 금결정유（金結晶轴）를 비롯한 양질의 색유를 시유한 작품 발표

국전 특선

도자전 （신문공관）

청자작품으로 개인전, 국전 추천작가, 서울시 문화상 수상

국립 공업연구소와 마산 도자기 시험소에 초빙연구원과 기능감정위원

청자제작의 기술전반에 관한 저서「한국의 도자（韓國（7）9출판

일본동경대환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 도예작품 도예전

이화여자대학교 정년퇴임

서울갤러리에서 개인전

연구내용

황종구（黃鍾九）는 이화여대와 동대학 부설 도예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예교육과 도예활동을 하였던 도예가이다.

황종구는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 근대도예의 선각자인 황인춘（黃仁春）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부친 

에게서 청자제조의 기술을 배웠다. 그후 일본의 세도요업학교에서 수학하고 1945년에 귀국한 후 1947년에서 1951 

년 사이에 개성시립공업학교 요업과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과 더불어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 양산에도 힘을 기울였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국전에 

서 연속 특선을 하고 '66년 국전 추천작가가 되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1984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이 

화여대에서 도예교육에 보다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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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청자작품으로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1976년에는 청자제작의 기술전반에 관한 저서인「한국의 도자 

（韓國（7）9岂 를 일본에서 출판했다. 1980년 7월 일본동경대환백화점（東京大丸百貨店） 화랑에서 매일신문사의 

후원으로 제1회 도예작품전을 가진 이후 여러 차례의 순회전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도자문화를 외국에 소개하였 

다. 한편 1960년대초의 국전에서부터 금결정유（金結晶軸）률 비롯한 양질의 색유를 시유한 작품도 발표하고 있어 

그의 도예세계는 청자에만 머물러 있지않고 유약전반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그는 특히 작품형태, 문양, 유약, 색채 등의 조형적인 문제 이전에 태토와 유약의 완전 융착같은 도자의 기술 

적 문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동생 황종례가 도예가이며 그의 아돌도 요업공학박사로 삼대에 걸쳐 도예가 

족을 이루고 있다.

황종구의 부친인 황인춘（黄仁春）은 일제시대에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도자기를 만들었다. 더욱이 일제시대에 

사기나 옹기가 아닌 청자나 백자 등의 자기를 생산하는 곳은 극히 드물었다. 황인춘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공장에 

서 일하다가 1932년경 일본인과 함께 공장을 세워 주로 고려청자의 재현에 노력하였다. 그후 1937년까지 당시 서 

울 종로 5가에 있었던 경기도 공업시험소에서 도자기 연구원으로 있었고 1937년부터 광복 이전까지 개성에 있던 

고려도자기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고려청자 제작에 몰두하였다.

황종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친의 어려움울 보았기 때문에 도자기보다는 기계공학을 배우고 싶어했다. 1939 

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세도요업학교 별과（日本瀬戶窯業學校 別좌）에 다녔고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일본울 여행하면서 도자기와 관련된 경험을 쌓았으나 일본에서 도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거나 익히지 

는 않았다. 그러나 귀국 후 도자기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전기 변압기 둥에 필요한 절연체를 만들고 개성 공립 

공업학교의 요청으로 1947년부터 그 학교의 요업과 교사로 도자기를 지도하고 경기도 공예협회 이사를 지내는 등 

도자기와 계속 관련울 맺었다. 황종구는 도자기를 하던 부친 황인춘의 영향과 배경으로 도자기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도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던 시기에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도자기와 계속 관련을 맺을 수 밖 

에 없었다.

도자기와 무관한 활동을 병행하던 홤종구는 1958년 이화여대와 인연을 맺으면서 새로운 전기롤 맞았다. 이화여 

자대학교의 미술대학 전신인 예림원의 미술학부 교수이던 김인승과 심형구가 민족 문화인 도자문화를 연구 개발하 

고자 하는 김활란 총장의 뜻을 전하였고 이화여대에서 연구 개발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때 전기절연 도자기 공장 

을 경영하고 있던 홤종구는 이 청을 받아들여 도예연구소 개설에 참여하여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도자기의 

기본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1959년 생홭미술과 교수로 부임한 홤종구는 도예연구소의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연구 

소에서 제작된 도자기들을 판매하여 자립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9년 9월 대학원 생활미술과의 도자전공으로 황종구의 동생인 황종례가 입학하고 대학의 생활미술과에도 2명 

이 처음으로 도자전공을 선택하면서 대학 도예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화여대에서 도자기를 가르처면서 도예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의 지도를 무척 강조하였으며 먼저 정신과 인격교육에 힘썼다. 이런 도예교육에는 도 

자의 역사, 태토의 성질과 성분이나 유약의 조합 등 도자의 과학적 요소 그리고 실제 원료와 재료에 의한 직접적 

인 체험이 강조되었다. 원료를 채집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전국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그 채집된 원 

료로 작업하고 소성해 그 결과를 직접 확인토록 하였다. 2루베의 석유가마가 1년 여에 걸친 홤종구의 설계와 구축 

으로 1964년 3월 완성되면서 도예교육과 도예연구소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대학 최초의 도자교 

육 실시（1958）, 대학 최초의 장작가마서959）와 석유가마어964） 설처, 최초로 도예과어970）란 명칭으로 학과 설夭I, 

최초의 도예관련 연구소서958년 시작, 1977년 인가）를 대학에 설립 등의 도예교육 역사를 만들어갔다.

홤종구는 1964년 초에 석유가마룔 신축하고 나서, 거기서 소성한 작품을 중심으로 그 해 11월 신문공관에서 황 

종례와 함께 도예전을 열었다. 그때까지 청자는 소나무 소성을 해야만 유약 속의 철과 작용해 청자 빛깔을 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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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람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황종구는 석유가마로의 반복 실험을 통하여 유약의 성분을 바꾸 

면 기름가마로도 청자를 소성해 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그동안은 장작가마에 재유를 바른 기물을 넣어 소 

성해서 식물성 끼리의 융화로 청자 빛깔을 내왔는데 그는 석회석이 들어간 광물성 유약으로 시유하고 유황 성분이 

적은 석유로 환원소성하여 깊이있는 청자 빛깔을 냈던 것이다. 그런 결과를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예전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첫 전시회 이후 전혀 국내 개인전을 하지않다가 28년 후인 

1992년 5월에야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홤종구는 가장 한국적인 기법인 상감청자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기형과 문양 등을 현대생활 양식에 적응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하였다. 물론 그의 작업은 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백자와 분청사기의 작업도 많이 했으 

며 기본적으로 전통 도자에 바탕을 두되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고려청자의 생명은 청의 비 

색에 있다고 보고 이 비색을 살리려 노력하였고 주로 형태와 문양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 

다. 초기에는 색유 자기도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깊이있고 품위있는 표현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자나 백자의 유색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황종구의 활동이 갖는 의의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도예의 전승과 현대화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전통에 바탕을 둔 작업을 강조하여 전통도예의 빛깔의 

재현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형과 문양을 현대감각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유색과 형태, 문양이 서로 어울리는 작 

품을 만들었다.

둘째, 도예의 과학화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교육에서 도예의 과학화를 강조한 만큼 자신의 작업도 과학에 바탕 

을 둔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광복 이후에도 1972년부터 국립 공업연구소와 마산 도자기시험소에 초빙연구원과 

기능감정위원으로 관여하는 등 전국 각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채집한 도자 원료와 재료들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작품에 활용하였다. 이는 최초로 장작가마가 아닌 석유가마로 청자의 비색을 소성서964）해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연구 실험한 원료 분석과 유약의 조합비등에 관한 논문 등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셋째, 대학 도예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에서 도예교육을 처음으로 실시 

하여 도예에 한해서는 다른 대학의 본보기가 되는 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도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각 대학 

과 도예 관련 학과를 파급시키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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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자공예

［성명］ 원대정（元大正/Won Dae-Jung）

［생몰연대］ 1920년〜

［소속］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주소］ 자택/（411-540）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495-2

연보

1920 서울 출생

1949-57 국전 1, 2, 7회 입선（회화）

1960. 12 현대공예전 출품

1961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졸업

1961〜63 홍익대학교 공예과 조교

1963〜67 홍익대학교에서 강의

1964〜71 국전 13, 15, 16, 20회 입선 및 특선, 상공미전 2, 3, 5, 6회

1966 국전 특선

1967 홍익대학교 교수 부임, 상공미전 추천작가

1968 일본 동경예대에서 2개월간 수학（도예전공）

1969 미국 알프레드요업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 후 귀국

1969 한국현대도예전 출품

1971 제1회 원대정 도예전（신세계화랑）

1972 제21회 국전에서〈백자로 만든 대호〉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1973 제2회 원대정 도예전（신세계화랑）

1974 세계 공예가회 회원（WCC.）

1975 24회 국전에서〈메아리〉로 대통령상 수상

1976 제3회 원대정 도예전（신세계화랑）

1977 제4회 원대정 도예전（신세계화랑）

1979 제5회 원대정 도예전

1980 제6회 원대정 도예전

1983 제7회 원대정 도예전

1985 홍익대학교 정년퇴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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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1920년 서울에서 태어난 원대정（元大正）은 36세의 늦은 나이에 홍익대학교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는 

초기에 박서보, 하인두 등과 함께 앙포르멜 계열의 작품을 발표하는 전위적 경항의 작가로 활동하였고 회화작품으 

로 여러 차례 국전에 입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1958년에 '한국공예시범소' 에서 도자기를 접하게 되면서 도예가 

로 전항하게 된다. 때마침 홍익대학교에 공예과가 설치되어 새로운 학과의 교수진을 요구하게 된 시기적 상황은 

그의 이러한 전환에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 그는 1961년 회화과로 대학을 졸업한 후 홍익대 공예과 조교로 2년간 

재직하면서 도예의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였는데 주로 미국의 로체스터공대에서 도자기를 배워 온 서양 

화가 정규와 한국공예시범소의 피스틱 등 미국인 교수들에게 수업을 받았다.

1963년부터 홍익대 공예과에서 강의하면서 동대학원에 진학하고 1967년 대학원을 마치면서 홍익대 미대 교수로 

부임하였다. 홍익대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에 유네스코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아 1968년 2개월 동안 일본 동경예술 

대학（東京蒙術大學）에서 도예를 공부하고 같은 해 알프레드（Alfred）요업대학원에서 1년 동안 수학하였다. 1969년 

귀국 후 첫번째 공식적인 전시로서 현대한국도예전에 출품하였다. 유학을 통해 그는 외국의 도예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서양화에서 익힌 조형의식을 도자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모색할 수 있었다. 그가 본격적 

으로 전통도자인 백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귀국 후 첫번째 '현대한국도예전에 정식 출품한 것올 시작으로 이후 ' 기년부터 '83년에 이르기까지 총 7회의 

개인전을 통해 전시홭동을 꾸준히 지속, '70년대 후반에 가장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였다. 19기년 신세계화랑에서 

의 첫번째 개인 작품전에서 선보인 약 100여 점의 작품은 거의 백자였고 종래의 전통적인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성격이 강했다. 그 다음 1973년의 두번째 전시에서는 백자대호, 팔각백자 등을 선보였는데 불규칙한 선과 면 

을 이용한 독특한 표면처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1976년 3회 전시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면처리를 강화하였다. 

국전에 출품하여 백자대호로 1972년 21회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고〈메아리〉를 통해 1975년 24회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

원대정의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그가 초기에 화가로서 활동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우선 도예의 

형태에 앞서 문양에 더 홍미를 가져 다소간의 고충이 따랐지만 그의 작품의 변천 과정에서 회화적인 영항은 강하 

게 두드러진다. 특히 문양구성에 있어서의 회화성은 작품의 형태가 지극히 전통적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현대성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원대정의 각 시기별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회화에서 도예로의 전항을 시도한 실험기로서 당시 홍익대 도예과에서 황갈색 계통의 창작도예를 

실험하던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때의 작품은 화가 원대정이 거쳐 온 앙포르멜의 회화와도 상통한다. 아 

쉽게도 이 시기의 작품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둘째, 조선백자의 형태와 유색에 기초하여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시기이다. 우리의 토기와 청자와 백자 

의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에 되살리느냐 하는 고전회귀적 관심이 그의 소탈하고 서민적인 체질과 결합하면서 

이조백자의 소박미에 눈뜨는 시기이다. 이후 그의 작품은 거의 이조백자가 지닌 형태를 기조로 하게 된다. 즉 표 

면이 매끄러운 둥근 항아리나 사발, 병 등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하여 표면을 각지게 처리한 기물（器物）로, 구멍을 

내어 투각한 손잡이나 귀（耳）를 장식하였다. 전면을 투각한 기물로 약간씩 변형되고 있지만 모티브는 역시 조선백 

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독특한 형태와 문양에 안착하여 타원형의 몸체, 구변이 작은 백자의 바탕 위에 점점이 그려넣거나 빗살 

문, 자리문 등을 조각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시기이다. 7회 개인전에서부터 이러한 작품들은 본격화, 다양화되고 있 

으며 퇴임 이후에도 이 경향은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1975년 제24회 국전에 출품하여 대통령상율 수상한 그 

의 대표작〈메아리〉는 그 예로서 원만한 곡선을 이룬 둥근 몸체에 작은 입이 장식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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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짧은 선들이 반복적으로 음각되어 있고 파란색의 작은 점들이 도자기 전체에 잔잔하게 뿌려져 있다.

넷째, '8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는 단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스케일과 재료의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최근의 몇몇 전시에서 그는 사발을 확대한 듯한 형태의 대기（大器）를 선보이고 있으며 소지도 산청점토를 정제하 

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불순물들이 까칠하게 튀어나오거나 얼룩덜룩한 점들로 표면에 드러나도록 방치하고 있 

다. 최근에 와서는 기형이 좀 더 매끄럽고 날렵하게 변하는데 1995년작인〈여벽（麗碧）〉은 유기적인 유선형의 형태 

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간결한 선의 흐름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 문인화와 순백의 백자로 표 

출되었던 얼과 상통한다. 점무늬가 위에서부터 집중되어 아래로 분산되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의 변화 또한 

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위와 같이 그가 보여준 조선백자에 기초한 전통의 현대적 해석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도예 형성에 기여하였 

다. 또한 오랜 작품홭동 만큼이나 도예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인 교육자로서 1963년 홍익대에 재직부터 은퇴할 때 

까지 주로 도예의 기능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기법을 통한 상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많은 도예전문인을 양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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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3 ”

［분야］ 도자공예

［성명］ 권순혐（權純亭/Kwon Soon-Hyoung）

■치■

［생몰연대］ 1929년~

［주소】 자택/（464-870）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수양리 산31너

［전화］ 자택/02-880-7501 ~2

연보

1929

1943

1945

1949

1955

1956

1959

1960

강원도 강롱 출생

춘천사범학교 입학

강릉사범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안과 입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개성여 자중고등학교 미 술교사로 근무

미국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연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클리블랜드 May Show 출품

귀국과 함께 귀국 전시회

서울대 교수 부임

중앙공보관에서 첫 개인전

국전에서도 도자기로 첫 입선

1960〜89 신세계미술관, 미술회관에서 총 14회 개인전

1965

1966

1966-88

1967

1968

1969 

1969-81

1969. 11

1973

1979

1980

국전 추천작가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상공미전 추천작가, 심사위원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제2회 개인전

미술대학에 디자인센터 설립

독인 스튜트가르트 국제 공예전 출품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제3회 권순형 도예전（신세계화랑）

국립극장 4충홀의 세라믹벽화〈봉홤문〉제작

삼일문화상（예술상） 수상

영국문화원 초청 영국미술교육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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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8 미국 앨리언스 크래프트 갤러리（세인트 루이스）

1986 〈율동〉,〈역동〉제작

19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동서현대도예전 추진위 원

1988〜89 대한민국 공예대전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1992 〈백운유고본（白雲釉高本）〉제작

1994. 8. 31 정년퇴직

연귀내용

초석（肾石） 권순형（權純亨）은 우리나라의 전통 도예에 현대적 조형요소를 접목한 도예가이다. 다채로운 색채를 

이용한 그의 색유（色釉）는 기물（器物） 뿐 아니라 세라믹 벽장식에 응용되어 우리나라 도자공예의 영역을 일신시켰 

다.

권순형은 192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955년 서울대학교 실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계성여고교사로 2년간 

재직하다가 1958년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공예시범소로 자리룔 옮겼다. 한국공예를 육성 •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 

공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던 한국공예시범소에서 1년간 일하는 동안 미국연수파견의 

혜택을 받았다. 오하이오 소재 클리블랜드 미술대학（Cleeland Institute of Art）에서 1 년간 주전공으로 그래픽과 인 

더스트리얼 디자인을 공부하였는데 야간에 부전공으로 도예 수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디자인에서 도예로 전 

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국 후 국내의 열악한 도예환경과 도예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도예작업을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웠고 더구나 미술대학에 도예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960년 초반까지 그는 주로 디자인과 

각종 공예 과목을 강의룔 하며 60년대 초반에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도예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I960년부 

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되었고 1994년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교편을 잡았다.

권순형은 1960년 미국 'Cleeland May Show'를 비롯하여 1969년 독일 스튜트가르트에서 열린 '국제공예전 에 

출품하는 등 1960년부터 20여 회에 걸쳐 매년, 혹은 적어도 격년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전시활동을 벌여왔匚卜. 

1969년부터 '국전공예부' 특별작가겸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공예분야에서 세운 공로로 1965년 서울특별시 공예부 

문화상을 비롯하여 3 • 1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권순형의 도자기 작품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를 오브제라는 포괄적인 입체조형 형식으로 다루었던 초기 

와 이후 전통도자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였던 시기, 그리고 대형 세라믹 벽장식으로 기존의 기물형태에서 벗어나 

환경미술의 영역으로 전환시킨 최근까지 세 시기로 나뉜다. 초기에 그는 도예를 입체조형의 영역으로 확장시켜가 

던 미국의 경항에 영항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성항이 1960년대 기물중심이던 한국도자 풍토에 맞지 않자 점차 전 

통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 고유의 양식을 찾아 갔다. 당시 도자계에서는 도예작업을 하는 이가 소수에 불 

과하였고 대부분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모방하는 전승도자를 만드는데 그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권순형은 

한국의 전통적인 도예에 새로운 조형기법으로 절충 양식을 시도하였다. 일단 오브제를 보류하고 낯익은 형태인 기 

물에 바탕을 두되 전통도자의 단색조의 표면처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화병이나 접시의 표 

면을 캔버스 삼아 뵷터치나 유약이 흘러내려 번지게 하는 기법을 통해 색의 조화롤 추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의 

〈녹청요변유（綠靑窯變軸）〉와〈황금결정유（黃金結晶釉）〉는 도자기의 기본형태에 여러가지 색유를 사용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한편 그의 창작활동은 이러한 기물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1973년부터 그는 대형세라믹타일작업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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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73년 국립극장 4충흘에 있는〈봉황문〉, 1974년 중앙청 대회의실〈무궁화의 승화〉, 1975년 국회의사당의 후 

면현관 한글문 세라믹 벽장식, 워커힐 호텔의 길이 40미터, 높이 5미터의 대규모 벽면장식, 그리고 비교적 최근작 

인 1986년 한국전력공사 중정의〈율동〉과〈역동〉을 제작하여 공간에 도예를 응용하여 장식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존 

도예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권순형은 여타 공예분야 중에서 출발이 더디고 활동이 미비했던 광복 이후의 도예계에 종래의 전통도예와 구분 

되는 현대도예를 선보임으로써 우리나라 도예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도예가로서의 창작 활 

동과 아울러 모뉴멘탈한 건축적인 도재（陶材）를 개발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그는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교수 

로 재직하면서 교육자로서 후진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통도자기의 형태를 바탕으로 색채를 가미한 권순형의 

색유는 우리나라 현대도예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세라믹 벽장식 작품을 통하여 공예의 산업화와 환경 

미술에 기여하여 도자공예를 현대화시키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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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권순형.〈황금유사이호（黄金釉四耳壺）〉.
권순형.〈록청유색병（綠靑釉色瓶）〉.

권순형.〈산문록청유병（山文緑靑軸瓶）〉•

권순형.〈백설유고발〉. 1992.

권순형.〈삼채대호〉. 1994.

권순형. 혜화동성당 제대 벽면의 세라믹 월 

데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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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자공예

［성명］ 황종례 (Hwang Jong-Ryae)

［생물연대］ 1927년 12월 9일〜

［소속】 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고문

［주소］ 자택/⑷ 1-830)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222-3

［전화］ 자택/0344-962-9106

연보

1927. 12. 9 경기도공업 연구소 도자기연구원에 있었던 황인 춘의 장녀로서 경성에서 출생

1946〜50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미술학부 서양화과 재학

1959〜6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예전공

1961 산업미술가협회 이사, 대한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심사위원

1963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도예과 강사

1965〜66 상명여자사범대학미술교육과 조교수

1968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미술교육협회주최 도예 세미나에 참가

1974 대한민국 국전국무총리 상 수상, 일본도예계시찰, 서일본각지의 주요요원과 연구시찰

1975 후쿠이캔 (福井縣)요업시험소 주최 한국도예특별강사에 초대 참가

국민대 학생활미술과 교수, 한국국전추천 작가상수상, 국전추천 작가

1979 중일국제도예전에 초대출품, 뉴질랜드 초대 출품

1980 자유중국(대만)으로부터 초대받아 도예교육 시찰

1981 일본신공예전 초대출품

1982 대한민국사회교육 문화상 수상

1983 한국현대도예가회 회장

연구내용

황종례는 1927년 12월 9일 당시 경기도 공업연구소의 도자기 연구원이었던 황인춘의 장녀로 경성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인 황종구와 함께 가업을 도와주며 점토를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1961년부터 산업미술가협회의 이사와 대 

한산업디자인전의 추천작가와 심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강사를 맡고 있다.

1974년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음해 일본 후쿠이캔요업시험소 주최의 한국도예특별강사로 초빙 

되었다. 1975년부터는 국민대학교 생활미술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79년 중 • 일국제도예전과 뉴질랜드에 출품 

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사회 교육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 한국현대도예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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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황종례. 아시아 디자인 교류전 작품전 출품작. 
1981. 4. 23〜29.

황종례 .〈분청사기 쇄 수목음각비 학문호〉.

황종례 .〈분청사기쇄모목문대 발〉. 황종례.〈차갈색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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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공예

［성명］ 박성삼（朴星三/Park Sung-Sam）

［생몰연대］ 1907년 3월 23일〜1987년 5월 19일

연보

1907. 3. 23 평남 대동군 금제면 음적리 234번지에서 부（父） 박치운（朴致雲） 모（母） 김운상（金雲相）의 3남 2녀중 세째로 출생

1914-17 부산 공립 보통학교 졸업

1917〜22 휘문고등보통학교 2년 중퇴

1922〜23 금강산으로 최초의 유랑을 떠남, 평양 동명학원（東明學院） 졸업

1927 만주 안동시 육도만（중국인촌）으로 이사

1928 다게이巩쇼비（武石莊美）에게 목공예 수업

1928〜37 만주 안동시 무석장미숙（武石壯美塾） 입문 목조각 수업

1934 ~41 묘향산에서 생홭（평북 영변군 용산면 용등리）

1941〜45 제21회 선전 입선,〈떡갈무늬소반〉

1942 제22회 선전 입선,〈떡갈 • 용 무늬 책장〉

1943 선전 입선

1946 왕십리에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도양형기 제작

1953〜55 서울특별시 문화위원 공예분과위원

1954〜62 〈항목상감 사방탁자（香木象嵌 四方卓子）〉

1954 공예작가 동인전 출품 창립회원

1955 공예작가동인전 전시참가,〈사군자（四君子）〉•〈경대（鏡臺）〉•〈서류함（書類涵）〉•〈장（權）〉•

〈사방탁자（四方卓子）〉.〈벽거리〉•〈향목탁（書木卓）〉출품, 제5회 국전 특선

1956 제8회 대한미협전〈석상（碩床）〉,〈목상감 장생장（木象嵌 長生權）〉출품

1957 제6회 국전에 추천작가로〈책장겸용책상〉,〈태극상장 소장자（太極象權 小箱子）〉,〈책장〉,

〈반공미술전람회（反公美術展覧會）〉,〈태극상징향목소함（太極象徽書木小函）〉출품

1958 제7회 국전 추천작가로〈유니트〉출품, 제8회 국전에 추천작가로〈스크리인〉출품

1959 제9회 서울시 문화상 공예상 수상, 제9회 국전에 추천작가로〈백（柏） 문양삼충장（文樣三層權）〉출품

1960 서올특별시 문화상 수상, 제10회 국전에 추천작가로〈동적（動的）인 가구（家具）〉출품

1961 일본 국제자유미술전 출품, 혁명 100일 기념전 초대출품, 공예 동인전 출품, 국제 자유미전 출품

1962 제11회 국전에 병풍〈가을〉출품, 제11회〜13회 국전 심사위원 역임

1962〜68 신인예술상 심사위원

1963 공보부 파견 도미 스미소니안 박물관 한국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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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제15회 국전 출품〈작품 66-15〉（심사위원）, 한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제1회 상공미술전 추천작가

제16회 국전 출품〈통（簡）〉（심사위원）, 제2회 상공미전 심사위원

1967 제17회 국전에 추천작가로〈항병（香屏）〉출품

1968 제18회 국전 초대작가

1969 제19회 국전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1972 제5회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 제6회 상공미전 심사위원

1973 제21회 국전에 추천작가로〈고비〉출품, 제7회 상공미전에 추천작가로〈분해식 벽장〉출품

제7회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고문

1974 제22회 국립심사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1975 한국미협전 심사위원, 전국공예가 초대전에〈책상〉출품

1976 한국 현대공예대전〈노도（怒漕）〉를 초대출품

1977 제10회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 제히 불교미술전 심사위원

1978 제11회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 제8회 불교미술전 심사위원

1979 제27회 국전 심사위원

1980 제4회 인문문화재공모전 심사위원, 제1회 신라미술대상전 심사위원장

1981 경상북도 미술전 심사위원, 사단법인 박물관회 이사

국립현대미술관건립기금 조성전〈작품〉출품

1982 인간문화재 공모전 심사위원, 신라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은관문화훈장 수령

1983 현대미술초대전에〈서있는 지게〉출품, 신라미술대상전 심사위원

1984 신라미술대상전 심사위원

1985 제11회 한국공예가회전〈작품 78〉출품, 신라미술대상전 운영위원

1986 제12회 한국공예가회전〈실향목서안〉출품, 현대미술 40년전〈책상〉（1957년작） 출품

제13회 한국공예가회전〈산（山）〉출품

1987. 5. 19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에〈책장〉（1942년작） 출품

1988 항년 80세를 일기로 사망

1995 목양 공예상 제정

연구내용

목공예가 목양 박성삼（朴星三）은 조선조 목공예를 단절된 역사 속에서 조선조 목공예의 멋을 고수하여 현대에 

접목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활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로 구분 지워진 초기는 출생한 해인 1907년부터 1941년까지로 이 

시기는 만주 • 안동에서 다게이网쇼비（武石莊美）에게 목공예를 수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목공예로의 입지를 굳힌 

후 10여 년간을 박성삼은 목공예 수업에 정진하여 완숙한 기술과 함께 조선조 목공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이 시기 

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성삼은 1907년 2월 23일（음）, 평안남도 대동군 금제면 음적리 234번지에서 부 박처운（朴致婁）과 모 김운상（金 

雲相）의 3남 2녀 중 세째（차남）로 태어났다.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부산공립보통학교를 마为고, 그해 서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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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여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휘문고보 시절에는 주로 음악에만 전력을 두고 수학하였는데 그가 다루었 

던 주종악기는 첼로였으나, 그 외 작곡과 피아노는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다. 이때의 시대상황은 일제의 예술인 

억압정책으로, 음악가（특히 조선인）듈은 요시찰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여건은 박성삼 

으로 하여금 음악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음악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 

었다.

박성삼의 음악에 대한 회의는 그의 유랑을 초래하고, 목공예로의 전환을 이루는 원인이 되지만, 이때 음악수업 

에서 다져진 감성은 후일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 표출되기도 했다. 그는 음악에서 한번의 연주나, 하나의 작품완성 

이 동일하다는 견해로 음악과 목공예품을 같은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박성삼의 음악과 목공예 작품과의 동일시 철 

학은, 가구에 있어서 뼈대의 길고 짧음이나, 널판의 넓고 좁음을 음악적 리듬으로, 이것을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됨은 음악적 화음으로 비유하여 생각하였다. 이것이 그의 조선조 가구에 대한 음악적 해석이다.

그는 1928년 만주 안동 육도구이라는 중국인 마을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목공예의 스승인 다게이찌 

쇼비（武石莊美）를 만났다. 다게이찌쇼비는 동경 미술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한 사람으로 당시 만주 안동 고등여학교 

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게이찌쇼비 문하에 입문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현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혼자 독학으로 목공예 수업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수업의 내용은 '떡갈나무문양 , '용문양 , '봉황 

문 , '화조문 등을 조각하는 것으로 재료의 선택 및 조각의 완숙을 이룰 때까지 7년 동안을 그에게 사사했다.

제2기는 1942년부터 1974년까지의 중기로서, 이는 1942년 선전 제21회 출품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선조 목공예품 

을 현대화하는데 노력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선전 및 국전에 출품된 작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조선조 목공예품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기법의 실험, 기존형태 및 공간의 변형, 전통기물의 특 

징을 응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중기는 초기시대의 상홤에 의한 혼란에서부터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단절된 문화의 계승이라는 시대적 여건에 부 

홍하여 공예계에서도 '선전 의 잔재탈피와 전통의 올바른 인식하에 현대적인 조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진 시기였다. 1942년 '선전' 출품을 시발（始發）로 하여 1974년까지로 구분 지은 박성삼의 중기 작품활동은 주로 

국전 출품작에서 그의 사상을 표출하였다. 그의 실험정신에 의한 전통의 현대화 노력은 조선조 가구의 복합에 의 

한 새로운 공간구성과 다양한 기법 및 문양의 응용으로 시도되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공예환경에 의하여 전통의 

변질이라는 통념의 범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여건에 의하여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선조 가구 

의 전통구조에 그의 떡갈나무문을 결합한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70년대초에서 중반까지의 작품은 전통의 깊은 이해와 함께 작가관의 변모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철학 

적 시각에 의하여 나무를 인격화하고, 나무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과 나무를 일체화하 

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성삼의 중기의 작품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가구의 현대화 노력으로 전통 기물구조를 응용하여 복합적 형태와 공간의 변형을 시도하였다.

둘째, 다양한 기법과 문양의 개발을 위해 조각기법과 칠기법을 혼용하였으나 이는 실패하여 결국 조각기법에만 

주력하였다.

셋째, 새로운 조형성의 추구로 목공예작품의 과감한 형태의 변형과 기법을 창조하였다.

넷째, 전통기물의 구조적 특징을 응용하여 현대적 작품으로 재창조한 점 등인데, 결론적으로 박성삼의 이러한 

실험과 변모는 조선조 목공예품의 멋을 그 시대에 맞게 작품에 도입하는 전통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선전' 출품을 시작으로 한 박성삼의 활동은 앞에서 살펴 본 작품활동 이외 기타 여러가지 작가활동에 

참가하였다. 그 첫번째가 심사활동으로서 박성삼은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신 

인예술상 미술상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1966년 제1회 '상공미전 에 추천작가로 위촉된 이래, 1967년 제2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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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9기년 제6회 심사위원, 1972년 제7회 추천작가로〈분해식 벽장〉을 출품하는 등 조형적인 작품 외에 실용적 

인 작품 분야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19거년 제5회 및 1973년 제7회 '동아공예대전 에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1974년 '한국미협전 의 심사도 맡았다. 이러한 심사활동 이외에 1973년에는 한국미술협회 고문으로 추대 

되었고, 1973년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4년에 '전국공예가초대전'에〈책상〉을 출품 

하였다.

말기인 제3기는 1975년부터 1987년 타계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를 박성삼 자신은 '무장식의 장식'시기로 

표명하고 있다. 박성삼의 '무장식의 장식' 에로의 진입은 당시 미술분야의 시대적 흐름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무의 인격화 철학에서 출발한다. '무장식의 장식 적 작품으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최초의 작품으로는 1968년에 출품된〈향병（香屏）〉（제17회 국전출품작）이다. 이 작품에서부터 자연목의 목리에 의 

한 회화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이에 이어지는 1972년작〈고비（考備）〉에서도 이를 시도하였다. 이 두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자연의 목이문과 자신의 떡갈나무문의 복합적 회화성을 시도한〈가리개〉에서는 목 

이문과 떡갈나무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불협화음의 결과만 초래하였다. 이러한 실패 이후 

1975년 일체의 인위적 조형을 배재한 나무뿌리 자체를 '한국현대공예대전 에 출품하여, 본격적인 '무장식의 장식' 

기로 도입하게 되었다. 박성삼의 '무장식의 장식 적 작품활동은 그의 작품생활의 결집으로 제주의 자연생활 속에 

서 꽃피우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부터를 말기로 구분한 이유는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이 전부 이러한 형식을 보이는 것만 제 

작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작품과 연계되는 작품도 제작되지만 1975년에 개최된 '한국현대공예대전' 에 출품된 작품 

에서부터 '무장식의 장식'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생활면에서도 197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제주농장（설록원）이 정리가 되어 이때부터 생활과 작품이 자연속에서 동화되어 철학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 자연에서의 생활은 생활자체 뿐 아니라, 197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무장식의 장식' 작품울 표현하게 하였 

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연과의 동화에서 얻어졌다. 박성삼의 제주생활은 식목사업과 감귤농장 및 토산품개발 등을 

듈 수 있다. 식목사업은 주로 농장에 한국의 잡목（雑木）을 심어 가꾸었는데 평생을 나무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 

에 후세 및 나무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이 일에 심혈올 기을였다. 그 다음으로 역점을 둔 일이 제주 토산품개발 

사업인데, 박성삼은 주로 목공예품개발의 지도를 많았다. 이 일에도 박성삼은 우리의 전통적인 기물을 응용하는데, 

그 예로는 장승, 떡살, 우제（雨製）, 여물바가지 등을 들 수 있다. 박성삼의 말기 생활은 후세를 위한 식목사업, 민 

예품 개발과 작품제작 등 이 자연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 시기 그의 대표적 작품은 한국공예가회전 

（韓國工藝家會展）에 출품하여 발표하였다.

박성삼의 한국공예가회전 출품은 1984년 제11회전부터 타계하기 전해인 1986년 제13회전까지 3년간이었다. 1984 
년 제11회전에 출품된 작품의 재료는 화류목, 소나무, 귤나무인데 판재로 된 소나무롤 딌판으로 하고, 벽에 거는 

부분은 문고리 장식을 사용하였다. 뒷판과 중간판의 사이에는 3개의 선반을 두었는데, 중간판은 화류목의 변재와 

심재가 잘 나타난 자연의 상태를 최대한 살려 제작했으며, 맨 앞쪽은 판목 대신 감귤나무 가지의 자연목을 사용하 

여 중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2중 고비의 형태이다. 중간판과 자연목 사이에도 3개의 선반을 두었는데 선반 구획 

공간을 불규칙하게 하여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물의 용도별 분류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구의 견고함을 위하여 사용한 볼트 역시 검정색으로 도장된 것을 사용하여 자연목의 분위기를 해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작품은 1978년에 제작된 것으로, 외적으로는 나무의 외면에서 내면까지의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결구의 2중구조와 전통적인 멋을 담고 있는 튼튼하고 건실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985년 제12회전에 출품된 작품은〈실향목서안（失郷木書案）〉으로 이 작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 지게구조를 잘 

응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재료는 화류목의 자연목과 소나무로 다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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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출품된 작품은〈산〉이란 명제의 고비작품으로, 재료는 오동나무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1985년 9월 

26일 완성된 것으로 1966년 현석동으로 이사하여 심은 나무를 1984년에 베어 그 나무의 가지부분 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자연목 목리문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작품으로 목리의 멋을 살리기 위하여 표면을 

불로 태워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나무의 멋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금정（金釘/쇠못）을 사용할 곳 

을 목심부가 되도록 하였는데, 뒷판의 거는 고리부분과 앞판과 뒷판 사이의 선반위치를 목심에 오도록 하였고 원 

형 금정을 사용함으로서 나뭇결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말기작품 중에서 1982년에 제작된〈서있는 지게〉는 '82현대미술초대전 에 출품된 것으로 지게의 형태를 제작하 

고, 화류목으로 판재를 사용하였는데, 툭히 문짝은 화류목변재를 응용 나뭇결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이 작 

품은 금침（金針）은 일체 쓰지 않았으며 목침을 10본 사용하고 창살 결구법으로만 제작했다.

말기의 생활은 작품에서뿐 아니라 그의 작가활동 면에서도 완숙기로 접어듈어 1978년 제27회 '국전 을 비롯하 

여 여러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심사활동으로는 1975년, 제9회 '동아공예대전 에 심 

사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제10회, 11회에도 심사를 맡았고, 1976년, 제7회 '불교미술전람회（佛敎美術展費會）'에 

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밖에도 1979년 제4회 '인문화재공모전（人問文化財公募展）' 및 제1회 '신라미술대 

상전（新羅美術大賞全）' 심사위원장, 1980년 '경상북도미술전', 1981년 '인문문화재공모전（人問文化財公募展）' 및 

'신라미술대상전（新羅美術大賞全）' 심사위원과 1983년 '신라미술대상전（新羅美術大賞全）' 등의 심사활동을 둘 수 

있겠다. 이러한 심사활동 이외에 1980년 사단법인 '박물관회（博物館會）' 이사로 선임되었고 1982년에는 박성삼의 

공예 전반에 걸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은관문화훈장 을 수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목양 박성삼은 조선조 목공예를 계승하여 현대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데 일생을 바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박성삼의 작품생활 초기와 중기의 몇몇 작품이 

전통의 계승 측면이나, 조형성의 창조면에서 볼 때 다소 그 시대의 통념을 벗어난 점이 보인 것도 사실이나 한 작 

가의 확고한 신념에 의한 자기추구 과정에서 보여지는 실험의 산물이 작품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의 좋고 나쁨을 떠나 거기에 바쳐진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박성삼의 노력은 주로 '국전 출품 작품을 통하여 시도되는데 그는 전통양식의 복합, 새로운 

기법의 도입, 다양한 조형성의 추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통의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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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공예

［성명］ 백태원（白泰元/Paik Tae-Won）

［생몰연대］ 1923년~

［소속】 중앙대학교 공예학과 교수

［주소］ 자택/（136너40）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3-440

직장/（156-756）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전화］ 자택/02-915너940

연보

1923 평북 출생

1940. 3 태천 칠공예학교 나전과 졸업

1940. 4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공예도안과 교습생 수련

1943 선전에 처음 출품하여 특선

1945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공예도안과 교습 연구생

1946 조선공예가협회 결성, 상무이사 역임

1946. 8 국립공업연구소 촉탁

1949 제1회 국전 입선

1953 서울미대 응용미술학과에 출강

1954 국전 추천작가로서 국전에도 영항 제1회 국전 특선

1954. 3 서울특별시 문화위원（공예분과위원장）임명

1954. 4 서라벌 예술대학교수

1955 한국미술가협회 회원, 국전 추천작가 역임

1957 한국 최초의 공예 개인전

1957. 1 신성공예사 설립 운영

1957〜59 사단법인 대한공예협회 부회장

1957. 9 공예작품 개인전

1958. 5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1960. 10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연임11회

1961 한국 응용미술가협회 창립회원, 상공미전 심사위원

1961-73 한국미술협회이사（공예분과위 원장）

1961. 5 서독박람회 최고위국가상 수상

1961. 12 일본 명고옥백화점 화랑에서 공예전

1962. 1 상공부 공업표준 심의위원

1962. 6 신인예술상 미술부문 심사위원

1965 서울시문화상 수상

1966. 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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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8 상공미전 집행위원, 심사위원 공예분과 위원장

1967〜70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이사

1969. 2 동아공예대전 심사위원

1971. 5 관광민예전 심사위원

1974. 6 국전초대 작가상

연구내용

백태원（百泰元）은 우리나라의 전통 목공예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목공예가이다. 독창적인 기법을 목공예에 접목 

시키는 한편 공예의 기업화를 통해 우수한 공예품을 생활화하는 데에 힘쓰는 등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공예 발 

전을 위해 공예가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공헌하였다.

1917년 칠（漆）산지로 유명한 평안북도 태천에서 태어난 백태원은 1940년 태천칠공예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곧바로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공예도안과 교습생 수련을 5년간 받았으며 1943년 19세의 나이에 선전에서 최연소 

! 로 특선하였다. 나전칠공예가 김진갑의 신성（新星）공예사를 1953년 서울 수복 후부터 승계하여 실제 공예제품과 

생산과 판매에 몰두하는 한편 서을미대 응용미술학과에 출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응용미술 교육, 이른바 

； 제품 디자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1954년부터 국전 추천작가로서 국전에도 영항을 끼쳤다. 1967년 서라벌 

예대（현 중앙대학 예술대학）의 전임교수로 초빙되기까지 이순석과 함께 서을미대에서 응용미술, 이른바 목칠공예 

중심의 제품 디자인의 기본을 가르쳤다.

1957년에 국내 최초로 개인전을 가진 이후 1960년 미국 샌 안토니오와 1966년 일본 나고야에서 공예전을 가졌 

: 으며 1985년에 두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1960년에 워커힐（한국관）호텔 실내장식과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 실내장식, 1966년 청와대 본관 전관 실내장식, 1978년 롯데호텔 벽장식을 설계 • 제작하였다.

1957년부터 1959년까지 대한공예협회 부회장, 1961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공예분과 위원장）, 

j 1967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를 역임하였고 이밖에 상공미전, 국전, 동아공예대전 등 여러 공 
I
예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공예계에 기여한 공로로 1958년 서을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61년 서독 

박람회 최고위국가상, 1974년 국전초대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국전을 주축으로 활동하였던 백태원은 당시 주요 심사위원이었던 이순석과 김진갑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보다 

발전적으로, 전자의 서구적인 디자인 개념이 강한 공예관과 후자의 전통적인 공예관이라는 두 가지 경항의 융합을 

： 교육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 공예가였다. 김진갑의 실질적인 후계자이면서 보다 현대 감각적으로 발전한 절충주의 

적 공예가인 백태원은 특히 목칠공예 분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백태원은 칠공예학교에서 전수받은 치밀한 나전칠기 기술을 겸비하여 주로 나전칠기의 전통기법을 고수하면서 

형태와 장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시키는데 고심하였다. 이후 I960년대에 접어들어 칠기보다는 목공예에 치중 

하여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을 살리면서 새, 나무, 물고기, 구름, 물결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간결하게 변형시켜 작 

품화하였고, 조선조 서민가구의 주종을 이루었던 소나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일상적인 모티브와의 자연스러운 조화 

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한국디자인센타에서 공예기업화와 공예품 수출진홍을 위한 연구룔 담당한 것을 계기로 공 

예품의 생홭화와 공예의 산업화에 앞장서서 전통적인 기술의 토대 위에 현대적인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 

업공예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1958년 정부에 의한 대미수출 상품목록에 실린 그의 작품은 칸막이용 가 

리개나 탁자, 의자류 등이 주종을 이루는데 대개가 전통문양을 소재로 삼아 나전과 금속선, 옷칠을 사용하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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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현대적인 형태와 기능성을 도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공예품을 응용한 실내장식을 설계하여 환 

경과 조화를 이룬 목공예작품을 제작하였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와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칠기보다는 목공예 제작에 힘을 기울여 나무의 표면 질감을 그 

대로 드러내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5년에 제작한〈공작등〉은 한쌍의 공작이 마주보는 모습을 유연한 곡선의 흐 

름을 이용한 형태로 표현하고 나무의 결과 색을 그대로 살린 작품이다. 조명등의 윗 부분은 다른 종류의 나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색과 결의 차이로 변화를 주었고, 또한 금속을 이용하여 다른 질감과의 효과를 적절하게 나타 

내고 있다. 그는 이 시기에 여러 형태의 새나 동물, 식물의 형상을 나무의 매스와 질감에 맞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향을 잘 나타내준 작품으로〈송이 버섯군〉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숲속에 자생하는 크고 작은 송이의 군 

락을 모티브로하여 티크재로 표현하였다. 버섯의 둥근 형태와 나무의 색깔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자연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친화력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백태원은 1957년 한국 최초의 공예 개인전을 가진 바 있지만 그의 작품활동과 공예관은 철저히 실용성에 바탕 

을 두었기 때문에 전시회보다는 실제 요구에 의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용과 조형의 미적 가为를 통 

합해낸 그는 기법의 측면에서 독창성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자연의 형태를 소재로 단순화한 목공예의 문양에 '백 

동부식기법'의 정교한 시문효과를 도입하였고 '난각기법'이라는 새로운 시문기법을 창안하여 미세한 균열효과로 

자연스러운 색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현하였다. 목공예 작업과 아울러 그의 칠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것이어서 

전통적인 형태에서 발전된 가구와 가리개, 조명등, 화병과 과반류를 만들었다. 여기에 전통적인 문양을 좀 더 발전 

된 형태로 가다듬어 부채꼴이나 부정형의 곡선, 직선, 색면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의 공예품을 완성 

하였다.

백태원은 목공예를 생활공예로서 재조명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물론 작가들에게 목공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다. 우수한 질의 공예작품을 산업화하여 창작활동에 힘을 기을이는 한편 과거의 낙후된 교육여건 속에서 후학 

들에게 바람직한 공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적 공예관에 입각한 백태원의 작품은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되 형식과 장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현대 목공예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

정시화.「한국 현대디자인: 현대 디자인의 근원과 한국에서의 현황』. 열화당 미술문고 21, 1979.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 공예와 디자인서）」.『조형」제17호. 서울대학교, 1994.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총집 ： 미술편II」. 대한민국예술원 , 1995.

백태원.「디자인 정책부재, 취약한 재정지원 개선이 선결과제」.「코스마』1989년 10월호.

「백태원, 한국 현대 공예의 커다란 줄기」.「월간 디자인」1985년 11월호.

「커버스토리: 실용주의의 공예관, 현대목공예의 전통을 만들어 온 백태원」.『월간 디자인」1979년 1월호.

대한민국 예술원 .「한국미술사전」. 대한민국예술원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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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rm

백태원과 김진갑이 운영하였던 신성공예사의 1950년 
대 수춭품 카탈로그.

1957년 동화화랑에서 열린 '백태원 공예작품전 
현수막과 포스터.

백태원. 롯데호텔 장식. 백태원.〈숲속의 꽁작〉. 1985.

백태원.〈송실〉. 1985.

백태원.〈송이버섯군。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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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공예디자인(Crafts Design)

皿2国

［분야］ 목공예

［성명］ 임흥순（任洪淳/Im Hong-Soon）

［생몰연대］ 1925년〜

［소속］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주소］ 자택/（411-31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87 

후곡대영아파트 1704-605

1925

1954

연보

충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62 제11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수상,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심사의원

1963 〜81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수

1966〜80 국전 초대출품

1970 Expo '70（일본, 대판） 초대출품

1972〜80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1974 문예진홍원 기획전 초대출품

1975 한국공예대 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출품

1977 세계목공예전（프랑스, 빠리） 초대출품

1981 임홍순 공예전（신세계미술관）

1983 『디자인 대계（大系）』（미조사 간행） 저술

1991 이화여대 교수 정년퇴직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연구내용

임홍순（任洪淳）은 목공예가이자 교육자로서 갑골문자와 음악을 모티브로 한〈문자〉와〈조율〉시리즈 작품을 통 

해 전통수공예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작업을 해왔다.

1925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임홍순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목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하고 1954년 응용미술 

과를 졸업하였다.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연 4회를 톡선했으며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 

임했다. 1970년 일본 대판에서 엑스포'70에 출품한 것을 시작으로 문예진홍원 기획전과 한국공예대전, 1977년 프 

랑스 빠리 세계목공예전에 각각 초대받아 출품하였다. 1981년에는 신세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디자 

인 이론연구가로서 10권으로 된「디자인 대계（大系）』를 1983년에 미조사 간행으로 펴낸 바 있다.

1965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지난 1991년 정년퇴직하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과 한국공예 

가 협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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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까지 농촌에서 살았던 임홍순은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나무와 접촉하는 기회가 잦았다. 특히 우 

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아버지 임숙재（任璃宰）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임숙재가 일본에 

서 유학을 마対고 돌아온 당시 고향 집안에는 동경미술학교 재학시절에 제작한 작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자연히 임 

홍순은 어린시절부터 공예와 가까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선천적인 예술가적 체질 

을 물려받아 서울대 진학 후 미술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람회에 수차례 입상하여 일网기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부친과 부친의 동경예대 동창인 하라（賀羅） 이순석（李順石）의 권유에 따라 서울 미대에서 부친이 전공한 공예도안 

과를 택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자신이 어려서부터 애착을 가져왔던 관심의 대상인 목공예를 전공하여 지금까지 

작업해 오고 있다.

임홍순의 작품세계는 글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문자〉시리즈, 음악적 율동을 작품으로 표현한 최근의〈조율〉시 

리즈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작품의 주제로 삼은 음악적인 요소와 한문자에 있는 각기 심오한 깊이를 터득하기 

위해 서예를 꾸준히 하는 한편 30년간 익혀온 피아노를 연주 하면서 문자와 음악에 있는 각기 다른 경지를 모색해 

왔다.

〈문자〉는 1960년대 초의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한문자（漢文字）를 형성하는 획의 기하학적 구성에서 

현대감각을 구현하였다. 또한 갑골문자 혹은 상형문자와 같은 원시문자의 생성이 실제의 사물에서 출발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원시형태의 순수성에 매료되어 문자와 사물의 결합에서 파생된 극히 단순화된 추상적인 형태를 즐겨 

소재로 사용하여 왔다.

또 하나의 다른 소재는 작품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삼차원적인 음악적 율동을 공간상에 표현한〈조율〉시리 

즈이다. 이 일련의 시리즈 작품은 4귀 물림으로 짜 맞추는 전통적인 목공예 기법을 적용하여 규칙적이고 수학적인 

연속에서 음악적인 요소와 율동미를 모색한 작품이다.

그 스스로도 말하고 있듯 그는 작품 제작에 있어 용도를 크게 염두하지 않았고 대개 선택되어진 나무의 재질, 

혹은 크기에 따라서 모티프의 대상을 찾아내었다. 그러므로 용도는 다만 그것을 위한 형식일 뿐 사실상의 실용성 

에는 그리 비중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목공예 작품은 실용성보다 순수성이 강하며 기하적인 단순한 형태에 

나무의 재질감을 자연스럽게 살린 표면처리 그리고 한문을 도안화한 상형성과 추상성이 강하다. 작품의 형태는 고 

비（考備）, 함, 기（器）, 통（筒）, 반（盤） 등으로서 귀족적인 사치한 공예품이 아니라 대중적인 성격의 작품됼이 주종 

을 이룬다.

현대목공예에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작가로 평가되는 임홍순은 작품활동 외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 

로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10권으로 된「디자인 대계（大系）』를 펴내어 디자인이론 연구가로서도 활동 

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예술원.「한국미술사전』. 대한민국 예술원, 1985.

「목공예가 임홍순: 나무에는 생명이 있다」.「월간 디자인」1981년 5월호.

박암종.「대를 이은 공예가의 길, 임숙재 • 임홍순 부자」.「포름」199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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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임홍순. 목기. 1973.
임흥순.〈계조〉. 1970.

임흥순. 반. 1978.

임홍순. 기. 1980.

임홍순. 고비. 1981.
임홍순 끙예전 출품작. 신세계미술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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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会공옛 

석공에

11 도자공傀 ］
J 자수 잎 염색공예

칤 공이
i..........    J

박성삼 I 배태원 i 임善순 ! 김성수 |

［분야】 목공예

［성명］ 김성수（Kim Sung-Soo）

［생물연대］ 1935년〜

［주소］ 자택/（158-056）서울시 양천구 목6동 목동아파트 133-702

연보

1935

1973〜74

1973. 12〜75. 10

1975. 5. 3〜31

경상남도 통영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공예 전공）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가구디자인 전공）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전임강사, 홍익공업 전문학교 조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서라벌 예술대학, 홍익대 학, 덕성 여자대학, 서울여자대학, 수도여자사범대학 강사 역임

동남아, 유럽, 미국 등 16개국 미술계 시찰

튀니지 정부초청으로 튀니지국립공예청에서 공예지도

튀니지공예 청관사에서 지도작품 전시회

국전공예부 연 4회 특선（제12〜15회）, 제15회 문교부장관상 수상, 상공미전 추천작가 • 심사위원역임, 상공미전 추

천작가 출품（제2〜7회）

한국공예가회 회원전 출품저I3회）,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출품«24, 28회）

국전공예부 초대작가（1975〜77년） 제25회 초대출품

연구내용 —

1935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난 김성수는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이어서 가구디자인 

전공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 홍익대학교 공예학 부 전임강사를 거쳐 홍익공업전문학교 조교 

수를 역임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 서울여자대학교 둥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1973년부터 약 2년 

간 동남아, 유럽, 미국 등 16개국의 미술계룔 시찰하였고 튀니지 정부 초청으로 튀니지국립공예청（Office National 

de L' artisan T니nis）에서 공예를 지도하였다. 국전에서 제12회부터 15회까지 연속 4회 공예부 특선을 하였고 제15 

회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상공미전 추천작가와 국전공예부 초대작가로 출품한 그는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 

술학과 교수를 지냈다.

일찍이 조선조 목공예의 기술과 재료의 극복을 바탕으로 목공예가로서 성장해 온 김성수는 전통 상감기법을 목 

공예품에 응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였다. 그가 우리나라 현대목공예가 전통의 답습이 아닌 전통의 현대적 계 

승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수차례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였다. 인도, 이란, 이탈리아의 민속품과 미술 

품을 둘러 보면서 한정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무한한 창작의욕을 맛보기도 하였지만 톡히 튀니지 정부 초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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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튀니지국립공예청에서 나전칠기 기법을 가르친 것은 그에게 이러한 생각을 더욱 고무시켜주었다. 체류 동안 나 

무토막으로 상감하는 기술을 실습하면서 나무토막의 거친 결로 인해 상감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발견한 그는 이 

를 톱밥으로 만들어 아교에 섞어 상감하면 기포나 목리없이 나무의 색감을 살리면서 상감기법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크리스만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초청을 받아 파리 근교의 그의 작업실과 야적장에서 함께 

작업하였다. 여기서 그는 기교에만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전통의 

계승도 답습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1975년 12월에 귀국하면서 김성수는 자신이 개발한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데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는 연속문양의 개발과 공간에 어울리는 모뉴멘탈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동식물 등의 민화적 

인 문양에서 참고를 하여 아교에 나무의 미세한 돕밥을 섞어 아연판을 가늘게 썰은 사이사이를 상감해 나갔다. 그 

의 새로운 상감기법은 기술적인 제약이 비교적 완화되어 여러 문양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즉 도식화된 문양에서부터 회화성을 지닌 복잡한 문양까지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토록 독자적으로 개발된 테크닉에 힘입어 그의 작품에 나타난 문양들은 매우 다양하고 홭발하다. 문양의 소재 

만 하더라도 화조（花鳥）, 십장생（+長生）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양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됼을 도식 

화 시켜 재응용하였다.

김성수의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법상에서 뿐 아니라 하나의 목공예품이 위치하는 공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일루젼이II니sion）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활용은〈의걸이〉나〈삼충장〉과 같은 대작（大 

作）들이 위치하는 실내공간에서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 작품들은 시각적으로는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지만 이와는 

반대로 화병（花瓶）이나 촛대같은 소품（小品）들은 오히려 방안 가득히 공간을 메우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이러한 효 

과는 디자인과 제작의 섬세한 일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김성수는 목공예가 지니는 디자인상의 문제와 재료상의 문제, 그리고 기술상의 세가지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디자인상의 문제는 전통적인 조형을 뒤따르되 비례나 균형같은 미학상의 문제점을 오늘의 생활에 적 

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척도를 주었고 재료상의 문제는 사용하는 나무의 바탕색을 개발하고 선택하여 이른바 목상 

감 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실현하였다. 이것올 위하여 나무의 색을 바탕으로 하는 색배합을 효율적 

으로 하여 새로운 색상을 만들었고 마침내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조형미에 도달했다. 즉 현대생활이 필요로 하는 

미학적 요청과 재료의 극복에서 오는 충실한 기능성을 오랜 세월 쌓은 기술로서 승화시켰다. 한국의 전통미의 현 

대화 중에서도 목공예의 부활이 무엇보다 부진한 현재의 상황에서 김성수는 매우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현대공예상 

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김성수: 화려한 목상감, 전통 목공예의 새로운 양식을 개척」.「월간 디자인」제10호（1977년 12월）.

「김성수: 목공예（어록）」.「월간 디자인」창간호（197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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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성수. 사방탁자.김성수. 2층농.

김성수.〈색화방〉.

김성수.〈팔색테이뷸〉.

김성수. 롯데월드 호털로비의 천정화〈우주〉.

김성수.〈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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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題홰—

석히에 ■ I 지수 및 염색공예 !

전성규 | 色숙재 I 김진갑 | 김몽용 | 장7명 | 강창讦 |

LD②図困

［분야】 칠공예

［성명］ 전성규（全成圭/Chun Sung-Gyoo）

［생몰연대］ 1880년?•너940년?

연보

1920 일본 다카오카시（高岡市）의 조선나전사（朝鮮螺鈿社）로 초빙되어감

1925 프랑스 세계장식미술품박람회에 나전칠기〈연초합〉,〈수갑（手匣）〉등을 출품하여 동상 수상

1927 서울에서 나전실업소 설립

1934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에〈나전연상（螺鈿硯箱）〉으로 입선

1937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산수책상（山水册床）〉으로 입선

1937 평안북도 태천칠공예소 교장으로 부임

연구내용

조선말기에 태어나 일제시대에 활약했던 나전장 수곡（守谷） 전성규（全成圭）는 한국 근대공예사의 첫 장을 연 

공예가로서, 그리고 식민지시대의 후진듈을 계도했던 공예 교육자로서 중요한 위为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전성규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94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젊은 시절 골동품판 

매업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30세를 넘긴 1910년에 나전일을 시작하였다. 통영에 전문장인을 두고 공방을 설립하 

여 본격적인 생산과 더불어 직접 나전일을 익혔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탁월한 재주와 감각을 인정받아 일본 

인 키무라（木村天紅）가 경영하던 '통영칠기주식회사'에 공장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0년에 귀국하 

는 키무라의 초빙을 받아 제자인 김봉룡（金奉龍）, 송주안（宋周安）과 함께 일본에 동행하였다. 일본 칠기의 명산지 

다카오카（高岡）시의 '조선나전사'에서 2년 동안 제작을 담당하면서 일명 조선풍의 나전칠기를 유행시켰다.

1922년에 귀국하여 삼청동에 '나전칠기공장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1925년 5월 제자인 전성규와 함께 

'파리 만국장식 미술품박람회 에〈연초합（煙草盒）〉과〈수상（手箱）〉을 출품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 이 사건을 계 

기로 이관용 등의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1927년 나전칠기전문교육기관인 '나전실업소（螺鈿實業所）'를 설립하여 후 

진양성과 제품생산에 힘썼으나 재정난으로 오래가지 못하였다. 1934년（제13회）과 1937년（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에〈나전연상（螺鈿硯箱）〉과〈산수책상（山水册床）〉을 각각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37년 평안북도 태천군의 칠생산 

조합 후원으로 설립된 태천칠공예소（泰川漆工荏所）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3년 동안 후진양성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 

났다.

전성규가 나전칠기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툑징은 주름질과 奮음질 기법이었다. 전성규가 나전칠기에 즐겨 시 

문한 뀮음질 산수문은 조선말기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당시의 산수문은 그 예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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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법이 거칠고 엉성하여 형식화 경향을 띠는 산수화의 모방형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바로 1910년대에 전성규 

에 의해 수립된 끊음질 산수문은 그 기법의 정교성에서는 물론 문양의 구성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산수 

화를 문양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재구성 해내었다. 그러나 그의 기법은 조선조의 전통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개선한 전승기법은 서구식 실돕의 사용으로 자개룰 여러 장 포개어 여러 개의 동일 단위무늬를 단번에 썰어 

내거나 무늬복사용지를 사용하는 등 작업능률면의 향상된 변화를 보였다. 그가 일본의 조선나전사로 초빙되어 머 

무는 동안 금속세공용 실톱의 사용법을 익혀와 자개무늬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혁신을 가져온 주름질기법도 맥락에 

서 파악할 수 있다.

전성규의 작품경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선전도록에 실린 두 점의 작품과 1926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작품사진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문양의 창의성과 끊음질 및 줄음질에 모두 능했다는 제 

자들의 증언은 비록 2〜3점에 지나지 않는 흑백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13회 선전（1934년）의〈나전연상（螺鈿硏箱）〉에서 보듯, 윗판 가득 능화경 개창을 마련하고, 그 안에 한 쌍의 

봉황을 흐드러진 모란줄기를 배경으로 하여 대칭시문하면서 주문양의 외곽은 규칙적인 장방형 사격자문양을 龍음 

질로 시문하였다. 기하적 규칙성과 자유분방한 곡선의 상호대비는 서로 다른 기법의 문양간의 미묘한 조화와 함께 

봉황에 맞추어진 주문양의 비중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문양에 사용된 

가느다란 곡선의 정교하고 유려한 효과라든가 봉황과 배경의 모란이 형성하고 있는 정밀한 좌우대칭은 전성규가 

창안했다는 새로운 줄음질기법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패를 곡선으로 

奮어내는 방법, 즉 줄음질기법은 원하는 문양을 따라 우선 송곳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띃은 다음 奮어내고, 거친 

표면을 줄로 일일이 다듬어 완성하는 등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전성규는 10여개 단위로 원패를 붙 

여 실톱을 이용해 같은 문양단위를 한꺼번에 썰어냄으로써 작업의 능률이 문양의 정교도를 높이는 면에서 가히 혁 

신을 일으켰다. 이러한 제작방법의 개선은 이후의 나전칠기에 질적 항상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16회 선전（1937년）에 출품했던〈산수궤（山水机）〉는 그의 뛰어난 기량과 함께 또 다른 독창적 영 

역인 이른바 끊음질 산수문의 명성을 입증해주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두께가 일정한 직선의 꾾음질 상사로 회화성 

넘为는 사실풍의 산수문을 시문하고 있는〈산수궤〉는 나전재료 자체가 가진 표현상의 제약과 경직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낸 수작이다. 전체적인 구도와 경물들의 포치, S자형 곡선을 그리며 원산의 모퉁이로 사라지는 수면의 흐름, 

오른쪽으로 対우친 화면의 무게를 왼쪽 상단의 발문을 통해 균형을 잡아나간 뛰어난 감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군 

데도 소홀한 점이 없다.

특히 그의 奮음질 산수문은, 조선말기에 새롭게 형성된 바 있으나 선전 공예부를 통해 크게 위축되었던 끙음질 

기법을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전통을 수립했다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지시대라는 특수한 타율적 시 

기를 통해 선전 공예가 전반적으로 일본화되어 갔던 상황에 비추어 근대공예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는 제자인 김봉룡과 함께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만국장식 미술품박람회' 에〈연초합（煙草盒）〉과〈수상 

（手箱）〉을 춤품하여 동상을 수상하여 최초로 해외에 우리나라 공예품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한국근 

대공예사의 첫 장을 연 공예가로도 중요한 위対를 차지한다. 그의 출품작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일본 상공성을 거쳐 일본관에 전시되었으며 수상 소식 또한 1년 뒤에야 본인에게 통보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동아일보에서는 2면 머리기사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큰 관심을 표 

명하였고 단순한 기능인의 신분으로 위축되어 있던 장인들에게는 물론 식민지 암흑시대를 사는 민족 전체의 가슴 

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공예진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촉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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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이관용（李灌用） 등 뜻있는 후원자들이 전성규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전칠기 전문교육기관인 '나전실업소' 

를 설립하였다.

나전실업소는 1927년 서울 하세가와마처（長谷町, 현 소공동） 106번지에 세워졌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50명의 학 

생을 모으고 4년을 수학기간으로 하여, 1년생은 자비로, 2년생은 소득의 반액, 3년생에게는 소득의 전액을 지급하 

며, 4년생에게는 자영할 수 있는 공장시설과 부속기구까지 대여해준다는 내규를 정하고 발족되었다. 나전실업소는 

실질적인 모든 구조가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예속된 여건 속에서 후진양성과 공예（곧 공업）의 진홍을 통해 민족 

경제의 홭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의 문하에서는 김봉룡, 심부길, 송주안, 안용호（安容 

鎬）, 이한용（李漢給） 등의 전승공예가됼은 물론 백태원（白泰元）을 비롯한 현대 공예가들까지 폭넓게 배출됨으로써 

한국 근대 공예계의 선구자로서의 그의 위처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

전성규의 끊음질 산수문은 동시대의 장기명（張基命）, 김진갑（金鎭甲） 등을 통해 크게 유행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항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근현대공예계의 중추를 이루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일제 식민지시대에서도 

근대적 인식을 통해 다양한 창조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근대공예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했던 그의 역할은 한국 최초 

의 근대공예가이자 공예교육자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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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전성규.〈라전연상〉. 1934년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1 인물 :
공예디자인（Crafts Design）

君속공肩 | i 도氏공我 - ‘

석공저1 . 지수 및 염색공예 :

전성규 임숙재 김진감 김 봉 장7 명 강창讦 1

田2 3

［분야］ 공예일반

［성명］ 임숙재（任瑋宰/Im Sook-Jea）

［생물연대］ 1899년~1937년

연보

1899

1928

1937

충남 천안시 병천면（竝川面） 매성리（梅城里） 265번지에서 출생

중동고등보통학교를 마친 후 일본 동경예술대학 도안과에 입학

동경미술학교 졸업, 귀국 후 안국동에 도안소 설립, 경복궁에서 열리는 '조선박람회 의 광고탑 제작권을 따냄

동아일보」에 공예와 도안' 에 관한 글을 두 차례 연재

경남 합천에서 사망

연구내용

임숙재（任璃宰）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도안을 전공한 인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예 와 '도안 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1899년 충남 천안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임숙재는 장성 후에 상경하여 휘문고보를 다녔다. 이후 집안의 만류를 

무릅쓰고 일본에 건너가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입학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928년에 도안과를 졸업 

하였다. 귀국 후 그는 서울 안국동에 도안소를 설립하여 업무를 보는 한편 동아일보 등의 신문사에 공예（工堂）와 

도안（圖案）에 관한 논문기고 활동을 했으며 신문사 후원으로 여러차례의 미술강습회에서 강사로 활약하였다.

1928년에 경복궁에서 열리는 '조선박람회 의 디자인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 성공리에 광고탑을 제작하였으나 경 

영하고 있던 도안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후 그는 지방을 전전하며 방황을 하다가 

193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제작한 작품과 여러 자료들은 6 • 25전쟁 중에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소장되어 있는〈서붕급식부공예품도안（書棚及飾付工墓品圖案）〉을 비롯한 4점의 졸업작품이 남아있다

동경예대에 입학한 임숙재는 부모로부터의 넉넉한 재정적 보조로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재능이 출중했던 

그는 졸업시 그 우수함이 인정돼 일본인을 제犬!고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동경예대 수장고에 있는 그의 졸업작품은 

오너멘탈리즘（Ornamentalism）적인 형식과 특히 아르누보（Art Nouveau）와 분리파（Secession）운동의 조형적 특징듈 

로부터 우리 것과 서구 것의 융합으로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임숙재가 유학했던 1920년대의 동경미술학교는 

이 무렵 유럽 유학에서 돌아온 교우들에 의해 빈（Wien）공방의 호프만（Josef Hoffman 1870-1956）01 주도하는 분리 

파 운동과 모리스 이후의 중세풍을 이상으로 하는 새로운 서구의 시각과 조형사조를 도입하였고 이같은 사조가 일 

본 공예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졸업작품에서 보이는 나전칠기, 도자기, 금속, 자수 등에서 보이는 일련의 장 

식패턴은 한결같이 한국적 이미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의 계승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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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 나라의 장점들을 연구하여 접목시키려한 실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유학 하고 돌아오자마자 임숙재는 1928년에 1■동아일보』에 8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예와 도안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다. 이 자료는 당시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던 전문가에 의해 공예와 디자인의 개념 

및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개진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당시의 

공예 와 동안 의 어휘에 담긴 의미는 물론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의미, 그리고 이무렵 지식인들의 공예관 둥 

근대공예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읽을 수 있다.

임숙재의 글 속에 표현된 '도안'은 다소 포괄적이긴 하지만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행하는 디자인 과 

정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증은 "진성미술（眞性美術: 요즘의 순수미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순정 

미술이라고도 했다）을 응용하여 제반 공예미술로 인도해 주는 소개물"이라고 한 문맥 속에서 얼마간 확인된다. 더 

욱이 도안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제반 물건과 기물에 의하여 자기 두뇌에 착상되는 형상과 문양과 색 

채 등을 어떠한 기물상에 표현시킨 것■이라는 문맥을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특정 기능을 지닌 공예품을 

전제로 형태와 무늬, 색채 따위를 결정하여 제작자가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기준과 지침을 수립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품디자인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 점차 분화를 거듭하여 현재와 갍이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광고디자인 등으로 전문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디자인을 진성미술을 응용하여 공예품에 적용시키는 소개물이라고 본 견해는 디자인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순수미술의 창의적 결과를 적절히 이용하여 문양이나 색채를 공예품에 매개하는 응용 또는 

단순 기술적 행위로 파악함으로써 실용미술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려는 19세기 이후 서구 미술론의 관점을 여과 없 

이 반영한 한계를 드러낸다.

주로 공예기술의 진홍을 통한 국가 및 서민 경제의 부홍방안을 역설한 두번째 글에는 공예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그는 '농민수공예' 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영국의 예를 돌면서 농한기 유휴노동력에 공 

예기술의 접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차대전을 겪으면서 공업기반 시설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이 '수예생산 

물의 장려 를 통해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농민예술국을 설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1차산업인 농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임숙재의 글의 디자인사적 의의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예와 도안의 개념 사용 및 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전에는 공업은 공업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따로 구분지어져 서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면서 공업과 예술의 매개체로서 공예의 가치 

가 부여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술적인 색채를 공업에 응용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도안이라고 정의하였다.

두번째는 공예를 조선의 문화와 상공업을 부홍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京城）도 이상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안 기술자가 많이 배 

출되어 조선상공업계에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의 말대로 그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체득하고 있 

었다.

세번째는 디자인 및 공예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개화기 이후 사진관련학원이나 미술강 

습소 등은 간혹 있었으나 정식 공예 및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은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알 

고 있는 임숙재는 뜻있는 사람들이 교육기관 설립을 하루바삐 논의해야 함은 물론 당국자룔 설득시키고 그것이 안 

되면 직접 설립하자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민족의 장점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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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범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의 디자인 관련 산업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당시 유학생들은 

세계 사조의 흐름에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할 뿐더러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임숙재도 우리나라의 디자인 진 

홍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률 외국의 예률 듈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영국과 러시아 특히 일본의 

기술수준과 이를 살린 세계적인 명품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하고 있었다.

그는 동아일보에 연재한 이글을 통해 우리나라에 디자인 개념이 최초로 도입하였다. 도안으로 번역된 당시의 디 

자인（design）용어는 오늘날과 같이 정돈된 개념은 아닐지라도 공예에 대한 개념과 함께 비교적 명확한 의의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같은 뜻을 펼対지 못하였다. 1928년 귀국과 함께 설립하 

였던 도안사무소를 통해 활동하던 그는 같은 해 경복궁에서 열리는 '조선박람회'의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았다. 조 

선 전국의 시（市）, 도（道）는 물론 일본 각지에서도 참여한 대규모 조선박람회의 광고탑 제작권을 확보하였다. 그 

는 광고탑 중에서도 기업을 돌며 수주한 광고탑을 디자인하였는데 초기 작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친척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들였다. 그러나 결국 부도를 맞게 되었고 지방에서 10년여 간을 전전하다가 사망하였 

다. 그것도 경남 합천에서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보험회사를 운영하다가 세상울 떠났다.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에서 수학한 최초의 유학생으로 기록되고 있는 임숙재는 전통적으로 기술을 천시하던 사회 

풍조 속에서도 도안을 전공하였다. 한국적인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 

지 목표를 상정하였던 그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도안사무소를 운영하여 디자인활동을 병행하면서 대중에게 적 

극적으로 도안과 공예를 보급하고 조선의 농촌과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 공 

예 디자인사 초창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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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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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재. 동경예대졸업작품.임숙재. 동경예대졸업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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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칠공예

［성명】 김진갑（金왜甲/Kim Jin-Gap）

［생물연대】 1900년〜1972년

연보

1900 서울 종로 출생

1932-37 제11회〜16회까지 연속 선전입선

1946 조선나전칠기공예조합（朝鮮螺鈿漆器工藝組合） 결성, 부사장 역임

1949 제4회 서울시 문화상 공예부문 수상자로 선정

1953〜57 제2회〜6회 연속 국전심사위원 역임

1972 사망

연구내용

김진갑（金鎭甲）은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전통공예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의 공예관이 혼란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이왕직미술제작소（李王聴美術品製作所）' , 선전, 해방공간의 공예단체, 국전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근대공예의 흐름을 주도했던 칠공예가이다.

김진갑은 1900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목공일에 능한 부친의 영항을 받은 그는 어려운 가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남다른 교육열 덕택에 한학서당을 거쳐 배재학당을 졸업하였다. 그가 나전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 

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나전칠기 공방을 운영하였던 나전장 엄항주（嚴恒柱）의 공방에 견습장으로 듈어 가면서부 

터였다. 스승인 엄항주로부터 나전칠기 제작기술의 기초를 어느 정도 습득한 후 1920년을 전후하여 엄항주가 먼저 

개입하여 왔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그의 추천을 받아 입소하였다. 미술품제작소에 5년 남짓 근무하면서 당시로 

서는 최고의 기술을 익혔던 김진갑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저동에 공방을 개설하여 독립했다. 그는 1932년 선 

전에 공예부가 신설된 첫 해부터 1937년 제16회까지 출품하여 입선과 특선을 거듭하면서 공방일에 몰두하였다. 공 

방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방이 되던 1945년 공방의 명칭을 '신성공예사（新星工薨社）'로 바꾸고 확장 이전하였다. 

신성공예사 시절에 그에게 사사받았던 백태원, 박진형, 박진홍, 하순복, 박병호, 오성숙, 권승보, 김원철 등은 이후 

대부분 자영공방을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1946년에는 조선나전칠기공예조합（朝鮮螺鈿漆器工墓組合）을 결성하고 부이사장직을 맡아 보다 조직적으로 공예 

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조합은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1960년대 초엽까 

지 지속되었으며, 김진갑은 2, 3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나전칠기 제작에 종사하는 전국 공방들간의 긴밀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49년에는 제4회 서울시문화상 공예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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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2회 국전부터 1967년 제6회 국전까지 심사위원 자격으로 출품하면서, 국전에서 이순석을 중심으로 하 

는 현대공예와 함께 전승주의 공예의 주요한 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평소의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위인 백태원에게 신성공예사를 전담시키고 오랜 투병생홭 끝에 1972년에 작고하였다.

선전초기의 김진갑은 흑칠 바탕의 소형 화병에 산수 누각 등 풍경을 나전 시문하는 소극적 경향을 보였다. 제11 

회의〈누처화화병（累致簡花瓶）〉이나 이듬해의〈나전낙화선녀화병（螺鈿落花仙女花瓶）〉등이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앞 

시기에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익혔던 일본적 영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1934년（제13회）에 출품된〈나전상 

자〉의 문양과, 이듬해에 출품하여 특선을 차지한〈나전다붕（螺鈿茶栩）〉의 공간비례와 문양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속돼 1936년（제15회）부터는 조선시대 목가구의 전통과 함께 새로운 조형의식을 창출해 보려는 시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형식의 작품의 예로 소반의 형태와 높이를 조정하여 탁자형식으로 변용한〈나전탁자〉를 들 수 있으며, 

새로운 조형형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방탁자의 구성미에 기초하면서 세 개의 기둥에 삼각형의 충널을 얹은, 굳이 

명명하자면 3각 탁자라고 할 만한 특징적인 작품을 들 수 있겠다. 이 작품은 실내의 모퉁이에 밀착시켜 놓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듯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항은 부분적으로 영국 18세기의 치펀데일 양식과 유비관계를 보 

이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김진갑의 독창적 조형감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삼각탁자 형식은 이듬해 

（1937년, 제16회）에 출품된 조기준（趙基俊）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항을 끼쳤다.

이와 같은 초기의 경항과는 달리 1930년대 후반부터는 작품이 대형화되었으며, 기형과 문양형식에서도 전통가구 

에 대한 새롭고 밀도있는 재해석의 노력이 나타났다. 1937년제16회）의〈나전조선장〉은 그러한 경항의 대표작 가 

운데 하나이다. 천판과 윗칸, 아랫수장고를 갖춘 각 부분은 물론 경첩과 붙박이형 쥐꼬리 자물쇠 등에서 전통 의 

걸이장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위 아래 칸의 문판을 넓게 막아 거기에 사실적인 문양을 시문한 점, 다리받 

침을 교자상 형식으로 처리한 점 등은 새로운 창의적 요소라 하겠다. 특히 위아래로 긴 문판 좌우를 화면삼아 마 

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구룡연（九龍淵） 등 금강산 실경을 사실감 있는 정교한 꾾음질 기법으로 시문한 것은 이 

시기에 새롭게 대두된 문양 형식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경항은 선전 후반기에 크게 유행했던 문양으로서 비단 김 

진갑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출품작인 전성규의〈산수궤（山水机），엄항주의〈금강산문양나전탁자〉등에서도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1937년에 함께 출품한〈나전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작품은 경상류（經床類）의 다리를 보다 장식적 

으로 조각하고, 양끝을 돌어 두루마리식으로 처리한 천판 등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경상의 형식을 충실하게 계승 

하고 있으나 비례, 천판의 시문 내용, 운각과 다리의 투각 형식 등에서 전통의 발전적 계승의지가 드러나 있다.

선전에서의 이러한 제작 경항은 국전에 들어와서는 1953년제2회부터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출품한 일련의 작 

품들에서 더욱 심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원로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기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인 

변모를 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형실험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품의 합류를 선택하여 직육면체의 구조를 바꿔가며 

다채로운 조각과 모양을 구사하기도 했다.

만년의 소품 조형화 경향은 당시의 그가 겪고 있었던 병고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이후의 제작 

풍토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품활동 이외에도 근대기라는 공예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시기를 살면서, 공방활동을 통해 전통공예의 저변화와 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했던 그의 성과는 근대 공 

예사적인 또 다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갑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과정에 의해 당시 우리의 공예환경과 조선말기의 기술전통 

이 와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활동하였다. 더욱이 산업화가 불가능하였던 전통공예품들은 당시 공예정책을 주도하 

였던 일본인들의 취항에 부합하여 장인의식이 실종된 채 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진갑의 공방홭동과 공 

예단체 활동은 근대공예의 흐름을 주도했던 공예가로서 뿐 아니라 공방홭동을 통해 전통공예 산업을 계도했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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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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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幵
김진갑.〈라전각〉.

김진갑.〈라전조선〉.

김진갑과 백태원이 운영횄던 신성끙예사의 
카퇄로그에 실린 1950년대의 수충끙예품.

김진갑.〈나전찻장〉（선전14회 특선작）. 1935.



공예디자인(Craft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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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3

［분야］ 칠공예

［성명］ 김봉룡（金奉龍/Kim Bong-Ryong）

［생몰연대】 1903년 1월 29일서994년

연보

1903. 1. 29 경남 출생

1924 일본의 경도（京都）에서 주최했던 세계박람회에서 기념패 수상

1925 프랑스 파리의 세계 장식품박람회 은상 수상

1927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우량품전람회에서 금패（金牌） 수상

1930 서울 인사동에 '고대미술 나전칠공예소 독자적으로 설립

1931 조선미술전람회에〈수상（手箱）〉을 출품하여 입선

1934〜40 연속 선전 입선（각 1점씩）

1943 - 44 선전 무감사

1945 조선미술본부회원

1946 조선공예가협회원

1952 충무 통영군에 나전칠기 강습소 개설

1953 경남 공예 예술원 양성소 강사

1966. 6. 29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장으로 지정

1969 전국공예대전에서 문공부장관상 수상

1976 동아일보에서 개인 작품집 출간

1978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인전

1994 사망

연구내용

일사（一沙） 김봉룡（金奉龍）은 일제시대부터 해방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생을 나전칠기에 바쳐 과거의 전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나전칠기 공예가이며 나전칠기 기술양성소를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한 교육자이기 

도 하다.

김봉룡은 1903년 1월 29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집안살림으로 인해 어린시절 갓의 양태（실오리 같은 

댓가치로 만든 갓의 둘레에 달린 둥근 채양）공으로 일하다가 17세에 나전칠기를 처음 시작하였다. 충무 관아에 있 

는 13개 공방 중 하나인 나전방에 공원으로 들어가 공방의 장으로 있던 박정수（朴貞洙）로부터 사사하여 나전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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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기법을 익혔는데, 당시 함께 공원으로 있던 송주안, 이재학, 김인주 등은 모두 해방 이후까지 충무에서 나 

전칠방을 운영하면서 근래 충무 나전칠기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던 중 전성규가 나전칠공장 경영에 실 

패하여 충무에 설립된 칠공업예술연구소인 '조선지나전사'의 촉탁기사로 오면서 충무 관아에 있는 칠공들을 모집 

하였는데 이때 김봉룡도 전성규의 권유로 이직하였다. 여기서 그는 전성규로부터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당초무늬 그림을 10여 년간 배웠는데 전성규와의 만남을 통해 전통적인 기법을 다시금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 

는 외래기법의 수용과 재해석의 방법을 배우며 독자적인 재창조의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1921년 전성규를 따라 

김인주, 송주안, 이재학 등과 함께 일본 도야마현의 다카오카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나전의 도안화 

와 그것을 위한 돕질을 익힌 것은 그러한 재창조의 밑거름이 되었다. 귀국해서도 그는 전성규가 삼청동에 설립한 

공장에서 일하였고 태천군에 '나전칠공예연구소'가 설립되어 전성규가 초대 소장으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였다.

김봉용이 나전칠기로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국내외 전시를 통해서였다. 일본 교토에서 주최하는 만국박람회 

에〈문고〉라는 서류함을 처녀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이듬해인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1930년에 서울 인사동에 '고대미술 나전칠공예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듬해 조선 

미술전람회에서〈수상〉을 출품하여 입선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해방 후 서율에서 엄태섭, 김진갑, 김기주, 김영주, 강창규, 장기명과 모임올 통해 한국 최초의 나전칠기 전시회 

도 가진 그는 6 • 25전쟁이 일어나면서 고항인 충무에 내려와 1952년 '통영나전칠기강습소' 를 개설하였다. 이 강습 

소는 당시 충무에 와있던 화가 유광열과 염색전문가 장윤성 둥이 강사로 초빙되었고 석고 데생, 식물채집, 스케치, 

误음질, 이음질, 칠법 등을 강의하였다. 학생은 모두 2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당시의 학생으로는 지금도 나전칠기 

작업을 하고 있는 이성운, 이형만 둥이 있었다. 1년이 지난 후 강습소 명칭을 '경남나전칠기기술양성소'로 개칭하 

고 10여 년 동안 한 해에 20여 명의 기술자를 배출하는 발전올 이룩하였지만 기존업체의 반발과 모함으로 어려움 

을 겪었다. 1960년경 그는 충무를 떠나 원주 태장동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하였다.

원주로 이주한 후 그는 오직 나전칠기 제작에만 전념했다. 원주에 체류할 당시인 1966년 6월 29일 중요무형문화 

재 제10호 나전칠기장으로 지정되었고 말년을 여기서 보냈다. 그는 원주에 '이조목기연구소'를 설립하여 충무에 

있는 이형만과 양유권 등을 불러 함께 작업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썼다. 그후 1969년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전국공 

예대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978년 낙랑칠기（樂浪漆器）를 주제로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76년에 동아일보사에서 개인 작품집을 내면서 나전칠기와 함께 한 그의 일생을 총정리한 도록을 발행하였고 

1994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품세계는 모두 창작성이 두드러지지만 그 특성의 기준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6 • 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가 초기에 해당하는데 그의 작품들은 처음부터 관습적인 양식을 극복한 것이었 

다. 지난날의 나전칠기가 소박하고 한아（閑雅）하고 간정（簡正）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의 그의 작품들은 섬세하고 

유려하며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기법적으로는 나전을 잘고 가늘게 썰고, 문양의 포처（布置）도 어느 부분에 집약 

시켜 대담하게 절약하고 있다. 당초문양으로 뻗어나는 잎새의 어울림이나 그것율 감싸며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양 

식은 전통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모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고구려 고분벽화 등으로부터 고대문양을 

실험하였다. 낙랑칠회（樂浪漆繪）가 지니는 고박（古朴）하고 힘찬 아름다움의 재현을 위해 칠붓을 익히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한걸음 나아가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조선시대와는 또 다른 문양의 아름다움을 나전칠기에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을 항해 회기하였다. 이렇듯 그는 전통을 극복하고자 하면서도 전통에 의지하였다.

6 • 25 동란을 당하여 서울의 기반을 버리고 고항 통영으로 돌아온 중기에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재를 개발하 

였다. 그는 설화나 사실, 민속에서 소재를 발견하고자 했으며, 한자 서체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충무공의 거북선과 

해전도, 진경산수, 화조 등 자유분방하게 소재를 탐색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각 전시회의 상을 휩쓸며 동분서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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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나전칠기강습소와 경남나전칠기 양성소, 통영 나전칠기 양성소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 시기의 막바지인 

1967년에 그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된다.

1968년 그가 원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의 말기시대가 시작된다. 그는 칠과 원목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의 터전 

을 버리고 원주로 옮겨 그곳에서 안주하였다. 그가 오랫 동안 다듬고 깎아왔던 당초문양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잎새가 더욱 촘촘하게 무성해지고 줄기는 보다 가늘고 길게 뻗어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번거롭지 

않고 오히려 시공을 초월한 구성을 보인다. 칠에 있어서도 흑（黑과 주（朱）에서 벗어나 회칠이나 황칠, 녹칠을 통 

해 색상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김봉룡은 전승공예인으로서 전통에 얽메이지 않고 창작의식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근대 나전칠기의 바람직한 상 

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나전칠기강습소를 통해 후진을 양성한 공예교육자였다.

참고문헌

김봉룡 회고전 및 작품집 발간 준비위원회.「일사김봉룡작품집」. 동아일보사, 1976.

이구열.「근대 한국미술의 전개열화당, 1975.

「한국인간문화재 전통공예 작품」. 사단법인 전통공예기능보전협회 , 1985.

이종애.「근대 한국공예의 사회적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학위논문, 1990.

최공호.「일제시대의 전통공예: 나전칠기를 중심으로」.「홍익미술』제8호서986）.

김종태.「전통의 탈피와 회귀 사이에서 정진해온 구도자: 나전장, 일사 김봉룡」. 1■디자인+공예199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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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봉룡.〈운학모양궤〉（선전15회）. 1936.김 봉용 .〈나전당초문팔각과반〉.

김봉룡. 花鳥무늬 꽃병. 1968.

김봉용. 雙凰무늬 賣石函. 1968.

김봉툥. 天桃무늬 八角果器.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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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이 二 ...1 ［지주및:열잭공효?

칠공예

전서구 । 纟숙后 । 김己깁 ： 김망뿅 । 장기명 ? 강창讦 i
田运3 —

［분야］ 칠공예

［성명］ 장기명（張基命/Chang Ki-Myoung）

［생몰연대］ 1903년〜1964년

연보

1903
1933
1945
1955

서울 출생

선전（鮮展）에 출품, 12회 • 14회때에 입선, 15회 • 19회 • 23회 선전에서 특선

조선미술가협회 공예부 회원

4회 국전 초대작가

1956〜60 국전심사위원 역임,〈당초모양탁자（唐草模樣卓子）〉,〈봉황문양장（限凰紋樣權）〉,〈낙랑모양탁（樂浪模樣卓）〉등 제작

1964 사망

연구내용

장기명（張基命）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입소하여 나전칠기를 배우고 선전과 국전을 통해 활동한 나전칠기 

공예가이다.

1903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기명은 이미 소년기에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에 입소하여 나전칠기의 기예를 익혔다. 

해방 직전까지 경성중앙시험소에서 칠기제작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자택에 공방을 차려 칠기작품을 연구하였다. 

1933년 제12회 선전에 작품을 처음 출품해 입선한 후 계속해서 특선과 입선을 거듭하면서 공예가로서 위치를 굳혔 

다. 해방이 되던 1945년 조선미술가협회 공예부 회원이 되었고 국전에 참가하여 1955년 4회 국전에 초대작가, 

1956년 5회, 1957년 6회 때에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58년 7회, 1959년 8회에 심사위원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의 작품은 조선조 전통의 경향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름질기법 뿐만 아니라 부조효과의 조패기법（彫 

貝技法）을 능숙하게 구사해 새로운 입체적 무늬표현을 시도했으며, 무궁화, 석류, 농악대 등 토속적 무늬를 즐겨 

사용했다. 그는 일본 칠기기법인 마키에（蒔繪）에도 매우 능했으나, 주된 기법으로는 나전기법으로서 생활제품의 

생산에 역점을 두었던 장인적 공예가였다. 그러나 당시의 식민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채 일본적 취항 

을 따른 바가 없지 않다. 장기명의 작품 가운데 욋판에 타원형으로 시문된 모란문의 경우 제12회에 출품되었던 일 

본인 오십람삼차（五+嵐三次）의〈칠기모단문책〉과 거의 유사하며 이러한 형식의 기형과 문양은 일본 헤이안시대 

후기（894〜 1185）에 유행했던 일본의 자연풍토에 근거한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 

다.

대표작으로〈당초모양탁자（唐草模楊卓子）〉,〈봉황문양장（凰星紋樣權）〉,〈낙랑모양탁（樂浪模樣卓）〉이 있다.

324



인물 I 공예디자인 I 칠공예 I 장기명 I

m②⑶

참고문헌

박암종.「한국디자인 100년사서）」.「월간 디자인」1995년 8월호.

곽대웅.「장기명」.『한국민족문화대 백과』. 한국정신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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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장기명.〈당초모양탁자〉.

장기명.〈모란무늬칠기손상자〉（선전14회）.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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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촉흐 도冗二 j」 독공예 ；
석공예 _」| 자수 및 엳색공-

전성규 | 임숙재 | 김진갑 ］ 김봉툥 | 장7!명 : 강창규 |

田②逢困図

［분야］ 칠공예

［성명］ 강창규（姜■奎/Kang Chang-Gyoo）

［생물연대］ 1906년 2월 17일서977년 10월 25일

연보

1906 경남 출생

1928 제12회 선전 특선

1934 제13회 선전 특선

1935 일본 동경미술학교 칠공과 및 연구과 졸업

일본 제국 미술전람회（일본 문부성 주최） 공예부분 특선, 일본 국내성에서 작품 매입 소장

1936 조선 총독상 수상, 이왕가상 수상

1937 제16회 선전 특선

1938 제17회 선전 특선, 일본 천황 접견실 실내장식 위촉사 공로상

1939 제18회 선전 톡선

1939 조선 미술 전람회 20년 공로상 수상

1940 제19회 특선

1940 조선 미술 전람회 추천작가

1944 제23회 선전 참여

1945 조선미술협회 회원

1946 한국공예가협회 부회장

1946 창원공예연구소 설립,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국전 추천작가

1949 제1회 국전심사위원

1951 경남공예기술원양성소 강사

1955 국전 초대작가, 한국 미술전람회 공예부문 초대심사위원（3년 계속）

1960 한국 미술 전람회 초대작가

1973 제22회 한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상

1974 원로작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제1회 개인전（미도파백화점 화랑）

1975 한국 현대공예 대전 출품, 제2회 전국 공예가 초대전 출품

1976 광복 30주년기념 한국현대공예대전 출품, 제2회 개인전（한국문화에술진홍원 화랑）

1977. 10. 25 사망, 11월 제3회 개인전（신세계 미술관）, 강창규 건칠작품 특별전시（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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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창원（蒼囲） 강창규（姜菖奎）는 칠공예 분야 최초의 일본 유학생으로서 일본 제국전과 선전, 국전에 특선하는 등 

당시 공예계를 주도했던 다양한 경력을 통해 우리 근대공예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 공예가이 

다.

창원 강창규는 1906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나 16세 경에 일본에 유학해 고학으로 1930년 오 

카야마（岡山）공예학교를 거쳐 1935년 동경미술학교 칠공과 및 연구과를 졸업했다. 미술학교 재학 중에 제12회 선 

전에서 특선했고 제19회까지 6차례 특선을 차지하였다. 1949년 제1회 국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았고 그후 추 

천작가와 초대작가로서 비교적 꾸준히 작품을 출품했다. 1946년에 창설된 조선공예가협회의 부회장에 피선되었으 

며 1949년의 국전 창설에 동참하여 김진갑, 이순석과 함께 초대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1974년과 1977년에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19"년 10월 25일 별세 후 1982년 11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강창규 건칠작품특별전 

시'7} 개최되었다.

강창규는 오카야마（岡山） 공예학교에 입학하여 일본 칠공예 기술의 기초를 배운 후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건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였다. 그가 칠공예 중에서도 건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것은 당시 칠기과 지도교수이 

자 일본 칠공예계의 권위자였던 로쯔기쿠시스이（之魚藥水）의 영항이 컸다. 그는 낙랑 유적에서 출토된 칠기편들을 

동경미술학교 칠공과에서 보존 처리하였고 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강창규는 '칠기만이 시간을 초월한 예술' 

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낙랑문화가 이 무렵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우리 문화의 출발점으로 간주 

되면서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능했으나 그 저의를 알 수 없었던 강창규는 낙랑 칠기 

편들을 우리 문화의 시발점을 현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강창규의 건칠에 대한 신념은 졸업 후 제작활 

동 전반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건칠은 점토형 위에 석고의 모형을 만들고 석고 위에 열두번의 옻칠과 세겹의 삼베심을 넣어 만드는 동양의 전 

통적인 공예이다. 강창규의 건칠기법의 특징은 대부분 소지가 삼베와 칠의 두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건칠의 특성은 소지가 없는 칠의 두께에 의하여 기（器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기법으로 기의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그는 일본에서 골회에 화산석을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했으나 국내에서는 화산석을 구할 수 없어 숯가루를 

사용했다. 그의 기법은 재래기법으로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을 들여 골회를 칠하고 3번의 삼 

베를 발라 오랜 기간 말린 다음 칠을 얇게 여러번 발라서 만드는데 그의 작품은 두드렸을때 명랑한 소리가 나며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강창규는 동경미술학교률 졸업할 즈음인 1933년 졸업작품을 선전 공예부에〈시회팔각과자기（蒔繪八角菓子器）〉 

를 첫 출품하여 특선을 차지하였다. 칠기의 외형을 마치 휴을 빚듯이 자유자재로 성형하고 거기에 일본의 전통 칠 

기 기법인 마끼에（蒔繪）로 처리한 깔끔한 문양 효과는 고려시대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쇠퇴 일로에 있었던 우리 

칠공예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획기적인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강창규의 건칠작품은 새로운 조형개념으로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칠의 기술적 완성도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관전평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에 

있어서는 경탄할 만큼의 완벽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선전 특선작품은 '이왕가 에서 사듈였다. 또한 이 작품은 

홋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까지 생각할 무렵, 경복궁에서 우연히 접합으로써 그에게 다 

시 작업 의욕을 북돋아준 특별한 인연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같은 해 1933년 10월에는 제14회 일본 제전에〈포도모양 건칠성기（乾漆盛器）〉률 출품하여 입선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선중심의 형태로 기의 균형이 완벽하고 중앙에 약간 하얀 부분은 시회기법을 사용해서 음각과 양각의 효과 

를 나타냈다. 전통적인 칠기술과 강창규의 독특한 선처리의 기법이 어우러져 기술과 디자인에 있어 완벽에 가까운 

작품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 작품은 일본 왕실에서 거금으로 매입하였다. 한편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조모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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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의 타계 소식을 연이어 접한 뒤에도 귀국을 미루고 동경에 계속 남았다. 01 무렵을 전후해서 그의 태도에 조금 

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술과 유랑벽에 자신의 삶을 매몰시키는 방탕적인 자학증세가 나타났던 것이 

다.

1934년 제12회 선전부터 제19회 선전까지 특선작품을 보면 그가 1930년대의 우리나라 근대공예의 성항에서 훨 

씬 앞서가는 모던한 센스를 추구했고 대단히 조형적인 특성이 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의 다음 작품에서 표면장식적인 무늬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일 것이다. 1934년 

선전에 발표 되었던〈24각화병〉이나 1937년 동 전시회의〈16각화병〉을 위시한 그의 작품은 기형의 완벽한 마감처 

리와 정교한 표면처리, 순연한 색채와 함께 직접 우리의 가슴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전해 주는 공예품으로서 그 

자체의 순수한 미적 특성을 창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조형성에 대한 추구는 건칠공예의 제 

작공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형성이었다고 하더라도 1930년대 선전 도록의 다른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인 표 

면 무늬에 대한 인습적인 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작가 자신의 의식적 노력이었던 또는 무의식적인 결 

과였던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 배운 

조형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건칠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나 주체적이며 진정한 공예발전에는 미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의 새로운 칠공예가 일본의 색채가 짙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일본에서 유학한 것에 따른 편견과 

선전의 심사위원이 일본인인 것에 대해 지나为게 신경을 쓴 탓이라 하겠다.

강창규의 작품경항은 초기 선전과 제전 출품작들에게 이미 독창적인 조형 형식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련된 

선과 면을 기조로 하여 완성도 높은 화병류를 제작하는 강창규의 공예조형이 그의 제작활동 전 시기를 통하여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으며 뒤로 갈수록 오히려 형식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 스스로도 1930년대 중반을 '최고의 

시기' 라고 회고한 바 있지만, 이 무렵을 정점으로 하여 술과 방랑벽으로 얼룩진 그의 삶의 여정과 함께 앞 시기까 

지의 작가적 열정과 성실성이 퇴색해 갔으며 작품도 그 궤를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의 방랑기는 해방과 더불어 

친일파로 몰리는 바람에 극에 달했고 6 • 25동란 후에는 다시 부역 시비로 빨갱이라고 낙인码히면서 더욱 증폭되었 

다.

공예계에서 강창규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갈 무렵인 1972년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전 초대작가상의 수상과 

더불어 이듬해에는 그의 생애 첫 개인전을 열면서 뒤늦은 재기를 선언했다. 그는 1970년 제19회 국전부터 1978년 

제27회 국전까지 9년간 출품된 작품의 문양, 색채, 기법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기의 형태 보다는 장식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여 회화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덕분으로 그는 개인전을 열 수 있었는 

데 1973년에 첫 개인전이 미도파화랑에서, 두번째 개인전은 197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화랑에서 개최되었다. 1977 

년 10월 25일 칠순을 갓 넘긴 그는 다음달로 예정된 두번째 전시회를 유작전으로 기록하면서 공예계에 짙은 명암 

을 드리웠던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했다. 그의 사후에 재일동포 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으로 1982년에 각각 

추모전이 열린 바 있다.

말년의 작품들은 건실했던 조형정신이 해체되고 대동소이한 화병류의 소품 중심으로 표면에 마끼에기법을 이용 

하여 물고기, 나비, 게 둥의 사실적 문양을 시문하는 등 형식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제작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격리 

되었던 탓에 의욕만큼 자신의 감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수하던 칠공예는 목공예에서 

와 같은 후진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율도 저조하였거니와 전승공예가들에게서나 그 명맥이 유지되는 실정에 

서 정규교육을 받은 강창원의 '70년대 작품들은 칠공예의 부활갈은 구실을 하였다.

강창규는 공예계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오래 전에 단절된 건칠공예의 기술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고 당시로 

서는 획기적인 공예조형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이 무렵의 공예계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 

한 업적은 공예계에 폭넓게 확산되어 계도적 구실울 수행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지니고 있

329



인물 I 공예디자인 I 칠공예 I 강창규 I
m 21 Bl困序

다. 무엇보다 강창규의 전성기 때 활동이 주로 일본 체류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작가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예기술의 습득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일본적 감각이나 순수지항의 편향된 공예관 

은 물론, 일상의 삶을 벗어나 방랑으로 일관했던 그의 작가적 삶의 태도 등은 근대화의 출발점에 놓여 있던 당시 

의 공예계에 부정적 체질을 형성케 했던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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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口运啓固

［분야］ 석공예

［성명］ 이순석（李順石/Lee Soon-Seok）

［생몰연대］ 1905년 1월 7일T986년 10월 7일

1905. 1. 7 충남 아산 출생

1931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1931 1회 공예도안 개인전

1931 화신 백화점 입사

1946 서울대학교 미대 부교수

1946. 8 국립 예술대학 미술학부（동양화과, 서양화가, 조각과, 도안과）를 설립

1947 2회 장식도안 개인전

1950 서울미대 응용미술과 강사로 초빙

1950 국방부 정훈국 계획전문위원

1955 서올특별시 문화상 수상

1955〜63 제5〜12회 국전 심사위원

1961 유럽 시찰여행

1962 한국미협부회장

1962 제1차 공예회의（뉴욕） 한국대표로 참석

1962 문화훈장 수장

1962 최고회의 의장 표창장

1969 한국문화예술대상 본상（대통령상） 수상

1974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1985 예술원회원•한국카톨릭미술가협회 고문•한국공예가회고문•하라석공예연구원장

1986. 10. 7 사망

연구내용

하라（賀羅） 이순석（李順石）은 우리나라에 본격적 창작공예와 디자인을 도입, 소개한 공예 • 디자인계의 선구자로

서 최초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공예가이다. 해방 후 국전 심사위원으로 홭동하면서 서구의 현대적 조형

감각이 두드러지는 공예 경향을 주도하기도 한 그는 서울대학교의 미술대학 설치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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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이순석은 1905년 아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아산성당의 데뷔스 에밀리오 신부로부터 음악과 미술지 

도를 받았다. 서양화를 전공할 생각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 그는 처음에 용단화（用端蠢）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니와（丹羽）선생의 영항으로 한국의 전통공예 계승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당시 일본에 야나기가 설립한 민예 

관에 드나돌면서 공예에의 의지를 굳혀 다시 동경미술학교 도안과에 입학하였다. 1931년에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동아일보사 강당에서 국내 최초의 공예도안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에 독일, 일본 등지에서 작 

품전을 가졌다. 귀국 후 가진 개인전을 계기로 같은 해 화신백화점에 입사하여 광고와 선전미술 등을 담당하였고 

소공동에 '낙랑파'라는 찻집과 함께 화실을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국전, 상공미전, 한국카톨릭미술가협 

회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국내외 개인전 • 초대전 • 국제전에 독창적인 석공예 작품을 보였다.

이순석은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치에 관한 자문을 받아 학과 구성 및 교수진 선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하였고 이때부터 1969년 정년퇴임까지 본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의 모체인 서울 

대학교 한국디자인 공예연구소의 소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디자인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같은 공로로 1955년 서울시 문화상, 1962년 최고회의 의장 표창장과 문화훈장 대통령상, 1969년 한국문화예술 

대상 본상（대통령상） 및 1974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였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b회에서 12회에 걸쳐 국 

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밖에 예술원회원, 카를릭미협회장직을 맡았다. 1995년 81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순석의 작품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작품보다는 여러가지 자연적인 형상（사람, 말, 곰, 물고기 등）들율 조형적 

으로 단순화한 작품이 많다. 한국산 대리석과 화강석 등을 이용한 창작 석공예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십장생 등 전 

통적인 소재를 작품화하거나 순국선열 둥의 인물과 성수대, 화기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국내 최초의 도안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1931년 6월에 열린 그의 귀국도안전에서 동경미술학교 재학시 제작했던 

항아리, 수영복 패턴디자인, 포스터, 구성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상업미술, 공예미술, 실내장식의 종합도안 

전의 성격을 띠었다. 작품의 수준은 디자인대학 2년생 수준이었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첫번째 디자인 개인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큰 관심을 모았다. 귀국전의 성격을 띤 이 전시회는 동경미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미술공예운동 이래 유럽의 응용미술가들이 공예디자인과 그래픽, 건축과 아울러 실내장식에 이 

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것에서 영항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일본에서 공부했던 1925년대는 공예에 있어서 개념이 세분화되고 양식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시기였다. 공 

예가 산업공예와 민예의 개념도 분리되었고 디자인도 초기의 평면적인 도안의 개념에서 독일 공작연맹이나 바우하 

우스의 영항을 받아 입체적인 형상까지 다루는 등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양식면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럽의 사조를 받아들여 일본의 전통적인 성향과 아울러 아르누보와 분리파의 영항이 지배 

적인 가운데 기계시대에 적합한 기능적이고 단순한 기하학적인 경항이 소개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영항은 이 

순석의 작품에도 반영되는데 그의 작품은 장식적이고 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형태를 묘사하는데 있어 단 

순하고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아르누보보다는 좀 더 기하학적으로 간결해진 분리파나 아르데코의 

영항 하에 있음율 보여 주고 있다. 모티브면에서 동식물을 위주로 한 자연물이 많이 선택되어 있고 양식면에서는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아르누보와 분리파의 영항이 보여지는 작품은〈우정〉과〈인생학〉,〈촌락〉,〈도덕정의〉, （Scholastic）,〈하라시집 

（賀羅詩集）〉인데 동식물의 형태를 단순화, 양식화시켜 선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여（女）〉에서는 여인의 프로필 

을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여인의 묘사와 비숫하다. 또한〈농민문제〉에서도 남녀 

인간의 옆모습율 단순화하여 선으로 나타내고 있어 아르데코 스타일의 일면을 보여준다.

유일하게 추상적인 기법을 보이는 작품은〈내 동경에 있는 동안〉으로 개인적인 일기장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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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다양한 색을 번지거나 뿌리는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의도적인지 알 수 없지만, 아르데코에서 유행했고 

일본에서 좋아했던 햇살광선(Sunray) 도상이 엿보인다. 이순석은 바우하우스의 기하학적인 형태도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데〈무제〉와〈노동〉은 신조형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작품의 경항으로 유추해 볼 때, 이순석은 문양을 중심으로 아르누보나 분리파의 곡선적인 요소와 아 

르데코의 단순화는 물론 바우하우스의 기하학적인 추상 등 여러 양식사조를 답습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작품 

에 다양한 양식이 섞여 있는 것은 그가 공부할 당시 일본의 사조가 변화하던 과도기였음을 밝혀 주고 있다. 이순 

석이 과도기에 공부를 하였다는 것을 그보다 먼저 졸업한 임숙재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임 

숙재의 작품보다 그의 작품이 휠씬 단순화되고 절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듈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양위주의 장식적인 성항은 그 당시 일본에 팽배해 있던 것으로 이순석이 홭약하는 해방 이후의 공예 

와 디자인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영향은 공예가로서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그의 활동에도 지대한 영항을 미쳤다. 이순석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 응용미술학과에서 공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의 응용미술개념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예의 실 

제 제작보다는 도안으로서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성항을 띠고 있었다. 그는 공예도안의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였 

지만 그의 공예교육은 결과적으로 미술끙예에 为우対게 되고 말았다. 그는 1960년대에 들어와 서구의 영향으로 디 

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장식과 디자인과 공예를 혼동하는 등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匚｝. 이순석은 유럽의 미술공예운동에서 시작된 공예 • 디자인 개념과 일본 특유의 그것을 가지고 공예 전반을 파악 

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 습득한 일본의 전통적인 양식과 서구의 아르누보나 분리파 등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 

고 그가 졸업하는 시기에는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순석이 생각하는 공 

예의 범위도 디자인과 나뉘어 지지 않은 상태의 넓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국전의 심사위원 

으로 출품작을 평가하는 데에 나타나 전승공예와 변별되는 서구적인 공예 작풍을 선도하였다.

이순석은 전통공예의 우수함에 대하여 깊이 인정하고 그 계승과 발전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20세기초 유럽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영향을 준 장식미술의 영향을 받아 공예의 양식을 형성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통 

적인 공예의 성격에 머물러 용도를 중요시하였고 산업적인 방항에서의 공예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있지 않은 과도 

기적인 인물로서 우리나라 현대 공예 • 디자인을 탄생시킨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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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꿍예 녻舌 - , 헐흐혀

장선 회 유감염 | 배만실

回2

［분야］ 자수 및 염색공예

［성명］ 장선회（張善務/Chang Sun-Hee）

［생물연대］ 1893년〜1970년

연보

1893

1922

1923

1924

1927

1945

1946

1953

1955

1956

1957

1960

1965

1970

평안남도 박구리 출생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자수과 입학

동경미술전문학교 동양학과 편입

동경미술전문학교 동양학과 졸업

경성여자기예학원 설립

조선미술건설본부 공예 부와 조선미술협회 회원

조선공예협회 회원

2회 국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 역임

4회 국전 초대작가 역임

5회 국전 초대작가 역임

6회 국전 초대작가 역임

9회 국전 심사위원 역임

뉴욕세계박람회에 동양자수 출품

사망

연구내용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장선회（張善兩）는 일제식민 夭I하 때에 우리나라 전통자수의 맥을 보존하여 현대자수의 

교량역할을 한 자수연구가이다.

1893년 평안남도 박구리（博九里）에서 태어난 장선회는 평양숭의（崇義）여학교와 정신（貞信）여학교를 다녔다. 

1914년 졸업 후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미술, 자수, 편물, 조화 등을 가르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1922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자수과에 입학하여 자수전공을 마친 후 '23년 

동경미술전문학교 동양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924년에 졸업하였다. 귀국 후 잠시 모교인 정신여학교에 교사로 봉 

직하다가 1927년 '경성여자기예학원（京成女子技藝學院）' 을 설립하여 영성 특기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화여자 대학 

교에 '예림원 이 설립되었을 때, 자수과 과장으로 임명되어 1946년 사임할 때까지 후학을 양성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처음으로 발족된 조선미술건설본부 공예부와 조선미술협회 회원, 1946년 조선공예협회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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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 1953년 2회 국전에서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4회서955）, 5회서956）, 6회어957） 국전에서 초대작 

가로 출품하였다. 1960년 9회 국전에서 자수부 심사위원이 되었다.

말년에는 조화（造花）에 더욱 주력하여 1963년 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 

었으며 곧이어 1965년에 뉴욕 세계박람회에 동양자수와 조화를 전시하고 직매장을 설치하여 수공예품의 국제화와 

선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어릴 적부터 자수에 소질을 보였던 장선회는 정신여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면서 능라도나 평양시가지와 

같은 자연풍경을 자수로 표현하곤 하였다. 그의 자수에 대한 애정은 애국심과 결합하여 고두막이, 오목다리, 타레 

버선, 수주머니, 궤불, 수엽낭, 수골무, 수돌띠, 수베겟모 등에 수놓는 일을 하여 판 수익금을 전부 국채보상금에 

내놓았다. 또한 김마리아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에서 재무장일을 보며 자금조달을 하여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고 

독립신문 출판보조비를 전하는 등 자금조달을 한 것이 발각이나 투옥되어 2년 간의 옥고를 夭I루기도 하였다. 1927 

년 '경성여자기예학원 을 설립하여 조선일보 주최의 조선여학교 연합바자회 때마다 기예과 학생들의 동양자수 작 

품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이 기예학원은 3년 만에 문을 닫은 후 1929년에 세종로 네거리 

（현 국제극장） 2층 벽돌집에서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여기서 정규수업 외에 동양자수와 조화 강연회가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렸다.

장선회는 동양화의 대가인 김은호（金殷鎬）로부터 그림 지도를 받고 동양자수 색깔의 배합에 대한 조언을 듣기 

도 하였다. 장선회가 무궁화 꽃과 잎을 13도로 도안하여 수를 놓았던〈근역삼천리〉라는 수본（緯本）은 전국 곳곳의 

여학교로 파급되어 나갔고 이 때문에 경찰에 심문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는 전통자수결을 중시하였고 즉흥적 

으로 자수 밑그림을 그려내어 제작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한 솜씨를 갖추고 있었다. 옛날 염낭주머니 그리고 

벼이삭과 참새, 모란꽃 등을 많이 그렸고 학의 날개 깃털 개수까지 셀 정도로 극사실적인 수법의 자수를 제작하였 

다. 말년에는 조화에 더욱 주력하여 그가 제작한 조화는 무려 300여 종류나 되었다. 1남 4녀 유족들에 의해 나누 

어 소장되어 있는 그의 대표작〈금강산 병풍〉은 12폭의 대규모 작품이다.

1970년 만 77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보고 느낀 자연의 풍물이나 형태를 자신의 예술적 감각으 

로 재창조하는 동양화의 기본 원리를, 규정된 본에 의해서 놓여지는 자수라는 기법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전통자수 

와 현대자수의 고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종이 뿐 아니라 노방 등의 여러가지 천에 풀을 억이고 

염색하여 갖가지 꽃을 제작하여 조화를 대중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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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수 및 염색공예

［성명］ 유강열（劉康列/Y。。Kang-Yul）

［생몰연대］ 1920년〜1976년

연보

1920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출생

1938〜40 일본상지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여 1년간 수업

1940 도쿄 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에 입학

1941 일본 공예가협회전에 염색작품 출품 가작으로 입선, 사또공예연구소에서 실기연수

1942 도쿄의 재등（齋藤）공예연구소 입사

1944 도쿄의 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1946 재등공예연구소 염색및 직조공예연구를 4년으로 마치고 퇴소（退所）한 후 고항에서 중학교 교편을 잡음

1951 경남공예기술원양성소 강사

1952 제2회 국전 특선（문화부 장관상）수상

1952 특산공예품 전람회의 기획 및 심사

염색작품 2점올 부산시내의 국무원에서 열린 전시에 처음으로 작품 발표

1953 서울시 문화위원으로 위촉

1953. 10 작품〈가을〉로 제2회 국전 공예부내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 수상

1954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주임강사를 사임 서울로 옮겨 박물관 제2과장 및 미술연구소 기예부주임 역임

제3회 국전에 납염작품〈항문도（香紋圖）〉를 출품하여 무감사특선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

1955 국립박물관이 부설한 한국조형문화연구소 개소와 함께 초대연구원으로 취임

1955 이화여대 미술학부 및 대학원에 디자인과 염색공예 담당강사로 출강

1955 공예작가동인회의 창립에 참가

1955. 7 공예작가동인회 제1회전에〈동（冬）〉,〈이곡일쌍（二曲一雙）〉,〈작품〉출품

1955. 9 국립박물관에서 제1회 공예교육강습소에서 염색강습

1955. 10 제4회 국전 공예부 추천작가로〈만추（晚秋）〉출품

195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과에 염색학 강사로 출강, 제5회 국전에 추천작가로〈계절〉출품

1957 제6회 국전에 추천작가로〈바다와 나비〉,〈해풍（海風）〉을 출품, 스위스 국제판화전（國際版簡展）에 출품

1958 미국록펠러재단 초빙 정규（鄭圭）와 함께 도미, 한국현대미술전에 판화작품을 출품

제5회 신시내티국제판화전에 출품, 도쿄판화 비엔날레에 출품

한국판화협회의 창립에 참가 제1회전에 출품

1959. 2 뉴욕 리 버사이드미술관에서 열린 미국현대판화가 100인전에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어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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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⑶邇⑸

캘리포니아국제판화전

워싱톤국제판화전에 초대출품 , 프레트판화전•버펄로판화전 등에 출품 

홍대 공예학과장 취임, 공예학부장 • 산업대학원장 • 2부대학장 등 역임 

홍익대학 미술학부에 부교수로 취임

제10회 국전 공예부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납염〈Work〉출품

한국미술협회 창설과 함께 이사 역임, 신축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실내디자인담당 및 세라믹벽화를 제작 

워커힐 신축미술위원 및 실내디자인 고문으로 위촉

서울국립박물관 판화초대전에 출품, 제12회 국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납염작품〈Work〉출품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판화〈작품A〉,〈작품B〉,〈작품C〉3점을 출품 

홍익대학 공예학과 학부로 승격된 후 공예학부장에 취임（공예학과장겸직） 

뉴욕 메이시백화점 주최의 극동작가초대전에 판화 출품, 제14회 국전에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 

홍익대학교 명예미술석사학위롤 받고 정교수로 승급

동아일보사주최 제1회 한국민속공예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제2회 상공미전 심사부위원장으로 위촉（그뒤 공모전 

인 동아공예대전으로 확장발전된 뒤에도 작고 하기까지 계속 연임하였다）

한국현대판화협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제1회 회원전에 판화작품 3점을 출품

제3회 상공미전 심사위원, 한국현대판화 10년전 및 제13회 현대작가초대전에 출품

록펠러센터주관의 프린트애뉴얼（미국）에 출품, 제1회 한국현대창작공예공모전 심사위원,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심 

사위원, 제5회 상공미전 심사부위원장, 제1회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에 운영위원으로〈작품 No.10〉을 출품, 홍익대 

학교내의 철제 벽화〈태양조（太陽鳥）〉를 제작,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부터 디자인포장심사위원으로 위촉 

제6회 상공미전 심사부위원장으로〈나프킨〉（나염작품 1쌍）을 출품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 훈장을 수여

서을국립중앙박물관 내부의 세라믹 벽화 및 홍익대학교내 고배형철제상징대로（苦杯形纖製象微大爐） 2쌍을 제작 

제2회 카르피 국제판화트리엔날레（이태리, 카르피）와 베니스국제판화전（이태리 베니스 카페사로미술관） 및 제2회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에 출품, 홍익대학교 부설 조형예술연구소 소장에 취임, 제21회 국전심사위원, 제7회 상공미 

전 집행위원 및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고문 역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원장에 취임 

국회의사당 내의 세라믹벽화 제작

홍익대학교 학장에 취임, 국립현대미술관주최의 한국현대공예대전에〈작품A〉,〈작품B〉2점의 납염작품을 출품 

제10회 공예미전 집행위원 및 심사부위원장으로 나여작품〈작품〉울 춬품 

11월 7일 새벽 3시경 서울 불광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연구내용

유강열（劉康烈）은 초기에는 국전울 중심으로 염색공예 활동한 공예가이며 대학에서 많은 공예인을 양성한 공예

교육가이기도 하다. 또한 판화가로서도 활동하였고 만년에 이르면서는 디스플레이나 실내장식가로서 많은 일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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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공예디자인 I 자수 및 염색공예 I 유강열 I
[I] [21 0] E E

유강열은 1920년 함남 북청네:靑얘서 태어났다. 13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도립마포중학（東京都立麻布中學） 

을 다녔고 1940년에 일본미술학교（日本美術學校）의 공예도안과（工藝圖案科）에 입학하여 주로 염색（染色）과 직조공 

예（羅造工藝）를 공부하였다. 1941년부터 일본공예가협회전（日本工藝家協會展）에 염색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하는 한 

편 사또공예연구소（齊藤工藝硏究所얘서 직인적（職人的）인 실기（實技）를 연수하였다. 1944년 일본미술학교를 졸업 

한 다음 종전 다음 해인 1946년 귀국하였다.

1951년 김봉룡（金奉龍）의 협조를 받아 통영 나전칠기기술원강습소（統營螺鈿漆器技術員講習所）를 창설하고 기술 

지도를 하면서 이중섭을 영입하여 작품제작을 고취하였다. 6 • 25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환도 후 국립박물관 '한국 

조형문화연구소에서 초대연구원으로 취임하여 염색과 판화공방을 주관하면서 작품제작 및 연수생 지도를 하였다. 

1958년 도미할 때까지 이화여대 미술학부 및 대학원에 디자인과 염색공예 담당강사로 출강하였고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섬유과에 염색학강사로 출강하였다.

1958년부터 록키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약 일년 간 프렛인스티튜트에서 수업하였다. 1959년 '미국현대판화가 

100인전'에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어 한국적 설화를 소재로 다룬 3부 연작의 엣칭판화를 출품하였다. 이 

어서 켈리포니아와 워싱턴 등지의 국제판화전에 초대되었으며 1959년 말 귀국하여 홍익대학에 부교수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미술교육에 투신하였다. 이후 홍대에서 후배양성에 경주하며 공예학부장, 산업대학원장, 2부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문화자유회의（文化自由會議） 초대전（1966）과 동경국제판화비엔날레（5회）, 상파울로비엔날레（7회） 등지에 출품하 

는 한편 이태리의 카르피판화트리엔날레과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를 주도하였고 국립극장•국립중앙박물관•국회의 

사당의 실내디자인을 위촉받는 등 다망한 활동을 벌였고 1962년에 서울특별시 문화상, 1970년에 대한민국 무궁화 

훈장 등을 수여받았다. 1976년 11월 7일 57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해방 후 국전이 공예가들의 주 활동무대가 되면서 유강열은 신진세대로서 새로운 실험정신과 독특한 조형세계 

로 국전에 출품하여 이목을 끌었다. 그가 국내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1952년 부산시내의 국무원에서 열린 전시에 

염색작품 2점을 출품한 것이 처음이었으나 염색공예가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통영에서 40여 일간 

제작하여 완성한 아프리케기법의 작품〈가을〉이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공예부내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을 받으면 

서부터였다. 이어 이듬해인 1954년 제3회 국전에서는 4폭 병풍의 납염작품〈항문도（香紋圖）〉를 출품하여 무감사특 

선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전 공예부에 추천작가로 제4회〈만추（晚秋）〉, 제5회〈계절〉, 제6회〈바다와 나비〉 

그리고〈해풍（海風）〉을 출품하였다. 그동안 발표된 납엽작품들은 국전공예에 새 바람을 일으키어 이때부터 국전공 

예부에는 납염기법의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공예교육에서 염색공 

예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동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한국의 납염작품을 만들기 위해 4군자나 십장생, 그리고 온갖 전통적인 한국의 주제률 담았다. 토 

기, 염색작품, 자수작품, 도자기, 서화, 민화 등 우수한 문화재듈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그로부터 많은 영항을 받았 

다. 염색작품에 나타나는 온갖 문양은 그의 한국문양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판화에 나타나는 근본적 

인 아이디어도 한국의 민화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의 염색 작품은〈바다와 나비〉와 계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물의 형상을 단순화하여 검은 테두리로 형태 

를 둘러싼 것으로 그 위에 화면 전체를 덮는 검은 크랙선을 사방에서 넣은 것이다. 이러한 강렬한 흑백의 대비를 

이루는 기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의 작품의 바탕이 되는 주된 경항이다. 1951년에 제작한 염색작품〈 

게〉에서도 파라핀선이 두드러진 경계선을 바탕으로 자연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1950년대에 목판화작품을 

비롯한 그의 염색작품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재를 이끌어 내었고 서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목판화 특유 

의 강하고 거친 선들을 사용한 추상적인 작품을 발표하여 대비가 강하고 힘찬 조형성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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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窗困⑸

유강열은 미국에 유학하였을 때 동판화나 석판화, 실크스크린 등의 판화 수업을 받았고 이후 I960년대부터 왕성 

하게 판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이전부터 한국적 이미지가 넘치는 목판화를 다수 제작하였는데 이때의 작품들은 

염색공예가로서 유강열이 그의 원형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강열의 염색작품과 판 

화작품은 같은 미학적 바탕에 서있고 표현재료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었다. 우선 주제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지니 

고 있는 화소중심의 화폭이라든가 평면화된 산과 달과 소나무 그리고 구름이 2차원의 평면 위에 장식성을 수반하 

면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목판화의 전통적인 작법올 이용하여 서체의 자유 분방한 획선을 긋거나 

추상적인 형태로 채워 놓는 작업과 아울러 민화에서 볼 수 있는 구름, 학, 물고기 등 십장생의 소재, 단순화된 형 

상이 남아있는 작품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작고한 1976년까지 그의 작품은 민화의 소재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그의 민화에 대한 심취와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 조형 세계에 끌어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연대를 살펴볼 때, 초기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조형 형태를 염색으로 작품화하는 것이었다. 후 

에 각각 독립된 다양한 방법의 작품으로 발전한 것은 서구 여행에서 돌아와 그의 시야와 주제가 넓혀지면서 일어 

나는 변화였다. 갑작스런 영향을 받은 그는 그러다가도 만년이 되는 해인 70년대에 들어, 추상적 표현이 약간 물 

러서는 만큼 또 다시 우리의 전통적 주제나 형태가 드러나는 독자적 양식을 성취했고 그 기법은 더욱 변화무쌍해 

졌다. 어떻든 염색, 타피스리, 다양한 기법의 판화 등이 모두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유강열이 공예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흥익대학교와 이화여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함으로써 많은 제자룔 

길러낸 데 있다. 그가 가르친 후학들이 염색작품으로 수상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염색공예를 보급함으로써 그후 

염색공예에 커다란 발전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이다. 공예교육자 또는 조형작가로서 폭넓은 활동울 한 그는 우리나 

라에서 최초인 여러가지 공예교육을 실시했다. 염직공예는 물론 판화, 도자공예, 그래픽 등 새로운 공예비전을 제 

시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 공예계률 짊어질 많은 공예가를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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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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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열.〈게〉. 염색.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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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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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讶逢困、

♦ ［분야 자수 및 염색공예

［성명］ 배만실（裴滿實/Bae Man-Sil）

［생물연대］ 1923년~
■E 工: ［소속 춘빈토탈디자인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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畲［ 爵・ 직장/（1354）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8-5

뼈5関N励［전화］ 직장/02-538-5127

연보

1923 서울 출생

1943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 졸업

1959 미국 필라엘피아 미술과 미술대학 섬유공예 전공

1961〜8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장식미술과 교수 역임

1962 워커힐 관광센터 인테리어디자인

1963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산업미술학 석사학위 취득

1967 〜 미국 인테리어디자인 교육자협회（IDEC） 정회원

1968〜70 정부종합청사 내부설계 기술위원

1969 조선호텔 실내 장식 , 정부종합청사,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정신문화원 ,

1970

여의도 문화방송국 등 실내장식 분과위원

정부종합청사, 외환은행 본점 인테리어디자인, 국전에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로 출품

1973〜74 국회의사당 신축기 술자문위원회 고문

197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1974 〜 국전 추천, 초대작가 및 현대미술관 초대작가

1975 저서「장식미술사」, 논문「조선후기 목공가구의 연구」

1975-78 세종문화회관 신관 인테리어디자인 고문

1977 경주 보문관광호텔학교 인테리어디자인

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테리어디자인

1982 MBC 여의도 청사 인테리어디자인

1984 저서 rKorean Furniture（영문판）j

1984-87 한국 섬유미술 비엔날레 회장

1985 〜 한국 인테리어디자인 교육협회 회장

1986 「한국의 전통색채』저술

1987 〜 예술의 전당 실내의장 자문위원

1988 「한국 가구의 전통양식』저술

현재 춘빈토탈디자인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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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 4

연구내용

춘빈 배만실(莪滿實)은 우리나라 제1세대 여성 인테리어디자이너이며 섬유공예가이다.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난 배만실은 원래 영문학도였다. 1943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결혼하면서 늦게 시 

작한 미술공부에 매력을 느껴 50년대 후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섬유공예를 본격적으로 수학하였다. 195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패브릭 디자인을 전공하고 1963년에 콜롬비아대학에서 산업 미술전공 교육학 석사학 

위를 받았다. 이어 1974년 이화여대에서「이조목가구의 비례연구」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배만실은 

1961년부터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67년에 장식미술과를 주도적으로 신설하여 후진을 양성하였 

다. 1988년 정년 퇴임 후 현재까지 고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춘빈토탈디자인아카데미 를 설립하여 원장으로 홭 

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디자인과 색채』,「장식미술사』등이 있다.

실내장식 부문에서는 1962년에 워커힐, 1969년에 조선호텔의 실내를 장식한 외에도 정부종합청사 • 국회의사당 • 

세종문화회관 • 정신문화원 • 여의도 문화방송국 등 실내장식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직조 • 공예부문으로 1970년 

대에 국전에 출품하여 추천작가와 초대 작가를 지냈다. 1984년에는 한국섬유미술비엔날레를 창립하여 섬유예술의 

진홍에 힘을 기울여 왔다.

1961년 우리나라 국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1420x2050mm의 대형 타피스트리〈무회(Dancer)〉는 6여 개월간 수 

작업한 것으로 당시 심사위원둘에게도 생소한 섬유공예작품이었다. 그의 섬유작품들의 특징은 한국적인 중화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장 한국적인 모티브에서 비롯되지만 한국미의 본질이 형태나 색채에 있 

어 지나为는 것을 피하고 중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균형잡힌 미감을 구현해 내고 있다. 짜임새나 그 문양에 있 

어서도 파괴보다는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실험적으로 시도 

해 왔다는 것이다.

1987년 미술의상전에 출품했던〈몽상향(Dream Land)〉은 비닐과 실크노방을 사용하여 국내의 관계자는 물론 많 

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5원색의 화려한 빛을 지닌 비닐을 배판으로 배색 실크노방에 같은 색도로 염 

색하여 등나무가지로 심(芯)을 삼아 약 160개의 날개률 나일론 줄로 엮어 내린 것이었다. 그 속에 한국의 장삼형 

태 옷모양을 걸어 조명에 따라 옷의 윤곽이 나타나게 하여 그 색과 재질이 환상적이다.

또한 그가 한국의 전통 신랑신부의 복식을 모사하여 농담으로 표현하고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 능직과 

변직의 두 가지 이중직으로 짜보인 2,200x450mm 규모의 직조〈일편단심(A Sincere Hearth)〉은 세계를 순회공연 

하며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린 바 있다.

본래 배만실은 섬유작가로서 유명하지만 실내장식 또는 목공가구에 일가견을 가지고 그 방면에 많은 연구와 작 

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섬유를 이용한 환경디자인에 있어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배만실은 

1962년 워커힐 관광센터의 실내디자인에 처음 관여한 이후 그랜드호텔 나이트클럽, 대연각호텔 로비 등 당시 건립 

되기 시작한 각종 호텔의 실내디자인을 담당하였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종합청사, 대법원 대회의실 및 법정, 

중앙청 중앙홀 및 VIP식당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각실 디자인 및 가구, 텍스타일, 타일에 이르기까지 가장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하여 새롭고 다양한 실내디자인을 선보여 왔다. 한가지 고유방식과 이미지만을 고집하여 

계속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작가들과는 달리 선각자로서의 그의 기본자세는 노방, 실크, 아크릴, 참나무, 소가죽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퀼팅, 실크스크린, 몰라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장식미술가로 생각했기에 다양한 장식적 도구와 방법, 표면, 색채를 자유롭게 실험하기를 즐겨 하 

였다.

배만실은 이화여대에 재직하면서 장식미술과의 신설에 힘을 쓰는 등 디자인 교육에 힘써왔는데 대학에서 퇴임 

후에도 사설학원을 개설하여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미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현장 지식을 교육하는 데에 매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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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개설과정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실내건축디자인과 섬유산업디자인 그리고 디자인교육을 평범한 가정 내로 

끌어 들이고자한 시도에서 마련한 교양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컴퓨터그래픽 과정까지 개 

설하여 그 관심영역을 넓혀 많은 후학돌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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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염색공예

正" 백태호

［口 ？区园⑸

［분야］ 자수 및 염색공예

［성명】 백태호（白泰붖/Paik Tae-Ho）

［생몰연대］ 1925년~

［주소］ 자택/（137-074）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유원아파트 103동 101호

［전화］ 자택/02-591-2304

연보

1925 서올 출생

1944 중동학교 졸업

1951 서 울대 학교예 술대 학 미 술학부 응용미 술학과 졸업

1953. 4〜55. 3 경신중고등학교 강사

1954 국전 문교장관상 수상

1954〜61 국전 특선 5회(3, 6, 7, 8, 9회)

1955 한국미술가협회 회원

1955. 4〜60. 3 서울예고, 이화여중고 교사

1957 국전 문교장관상 수상

1957〜60 국전에서 특선, 추천작가

1960. 4〜90. 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1960. 4〜62. 3 동덕여자대학 강사

1961 한국미술가협회 창립회원

1961~80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1962. 9〜66. 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1963 서울시 문화상 수상,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거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1963~71 국전 심사위원 역임

1966〜70 상공미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1966 일본현대공예미술협회 초대 전

1970 대통령포상 수상

1974〜75 공예가 초대전（문예진홍원）

1975 제1회 개인전〈사슴〉외 27점（신세계미술관）, 국전초대작가상

1976 국민훈장목련장

1978 국전 수상 작품전

1979 영등포 중앙 감리교회 벽화, 제2회 개인전〈달무리〉외 31점（신세계미술관）

1981~90 현대미술 초대전

1983 제3회 개인전〈놀이〉외 30점（신세계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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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제4회 개인전〈결〉시리즈 36점（동방미술관）

1986 현대미술 상황전

1987〜90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원장

1988~ 서울공예대 전 , 서울섬유미술제 , 한국섬유미술 12인전 , 현대염색작가협회 전

1991-96 성신여대, 서울여대대학원 강사,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1990 제5회 개인전〈'90 결〉시리즈 36점（동방미술관）

1996 제6회 개인전 <96 결〉시리즈 35점（문화화랑）,「염색의 미」（이화여대출판부） 저술

연구내号

백태호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1세대 염직공예가로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염색공예의 가치률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대 디자인사 가운데서 가장 오랫 동안 염색공예에 깊이 몰두해왔으며 한국 염 

색공예 분야의 중추적 위치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25년 서울에서 출생한 백태호는 증조부로부터 요업을 가업으로 이어온 집안에서 자랐다. 1940년에 입학한 중 

동학교에서 일본인교사의 영항으로 처음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졸업 후 가업인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46년 우신국민학교와 영등포국민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같은 해 서울대 응용 미술과에 입학하여 공예 와 

도안을 공부하였고 1954년 전통적인 한국 여인들의 모습을 기하학적인 선으로 양식화한〈가을〉이라는 공예도안 작 

품으로 국전에 특선을 하여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백태호가 염색작업을 시작한 시기는 1955년 서울예고와 이화여중고 교사로 재직하면서부터였는데 이듬해 국전 

공예부에 그의 최초의 염색작품〈오중주〉를 출품하여 염색공예가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후 1957년〈사슴〉을 

출품한 이래로 1960년까지 제6회부터 제회 동안 연이어 국전에서 특선하고 추천작가로 홭동하였고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55년에 한국미술가협회 회원과 1961년에 한국미술가협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1963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66년 직후 상공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 

학교 공과대학을 거쳐 동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1960년부터 1990년 정년퇴임까지 이화여대 자수과와 

생활미술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0년 '서울섬유비엔날레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중견작가 20명과 함께 '현 

대 염색작가회'를 창립하기도 하였다. 정년퇴임 후 '창염방 이라는 이름의 개인 연구실을 개설하여 계속 작품 제 

작에 정진하고 있다.

백태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특징은 주제에 있어서 한국적 인물이나 소재를 다루면서도 이러한 소 

재를 사실적 묘사가 아닌 양식화된 모더니즘의 바탕 위에서 일관성있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백태호는 1956년 국전 공예부에 연극하는 인물을 선（線）으로 표현한〈오중 

주〉를 출품하여 염색공예를 시작하였다. 그는 초기 작품에서 전통적인 십장생의 소재인 사슴을 단순화된 직선으로 

도식화하였는데 이는 자연물을 양식적으로 간략화시켜 구성하던 디자인 교육의 영항이 다소간 작용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간결하고 명쾌한 형태의 양식화에 있 

다. 염색작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랙기법이나 복잡한 비구상적 형태는 전혀 볼 수 없고, 또 파라핀을 사용하 

는 염색기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천에 에어 브러쉬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의 주된 모티브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과 탄력이 있는 동물들이며 이러한 모티브는 장식적인 요소로 

역할한다. 그의 작품 속에서 양식화되어 나타나는 사슴 • 학 • 브4로 • 공작 • 비둘기 등은 전통적인 십장생을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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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으로 변형한 것이지만 단순히 전통적인 장생도의 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적 이미지와 

는 별개의 것으로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형태추구를 통한 현대의 자연성의 회복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1959년 작품인〈만추〉는 역동감이 넘치는 작품으로 꽉 짜여진 화면 위에 손으로 그려진 여러 방향의 띠줄의 무 

늬는 그의 작품의 중요한 조형요소로서 후기에까지 이어진다. 옵아트적인 띠무늬는 스프레이 기법을 이용하여 간 

결하고 명쾌한 동물의 형상을 색면으로 여러 겹 중첩시킨 위에 그 형상들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색과 밝기로 화 

면을 덮고 있다. 당시 그의 작품의 경항은 매우 경이로올 만큼 서구적이었다. 옵티컬 아트의 형태를 띤 이 작품은 

형태감에 얽매인 표현을 즐겨하던 당시의 표현세계에 매우 충격적 제언이었다. 이것은 전통 속에 빗살문양의 개념 

을 띠기도 하고, 떡살문양에서 볼 수 있는 선에 의한 패턴을 현대화시킨 이미지로서 매우 친근감을 주면서도 자연 

스러운 프리핸드 기법으로 처리하여 여유와 섬세함이 잘 표현되었다.

1970년 국전 18회에 출품한〈무리〉는 '59년도〈만추〉에서와는 달리 옵틱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각되는 효과는 기계적 호과나 기하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와의 지붕들이 덮여져 있는 

전통가옥의 동네를 내려다 볼 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지붕의 선들과 같은 패턴의 게슈탈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은 현대의 모더니즘의 양식과 전통성이 잘 조화되어 있다 하겠다. 그 조화는 사 

슴과 패턴이 염료로 자연스럽게 물들여진 효과와 프리핸드로 그려진 선의 질감에서 거두어 들이는 합의（合議）의 

묘라 하겠다.

1976년 구미 미술계를 시찰하고 돌아온 그는 작품에 있어서 대담하면서도 단순화되어 대각선의 강하고 단순한 

패턴으로 바뀌어졌으며 도구도 에어 콤퓨레샤를 사용하여 기계적 매커니즘의 감각이 염색에 시도되었다. 손으로 

직접 그리던 선은 기하학적 선으로 바뀌어 긴장감과 매우 건조한 듯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변해갔다. 초기에〈만추 

〉와 같은 작품에서 여러 방항으로 분산되어 보여지는 띠줄 무늬의 반복은 구미 미술계를 시찰한 후 좀 더 대각선 

이 강해지면서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게 되었다. 특히〈노을〉이나〈귀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를 향해 날아가는 한 

떼의 새의 무리의 방항과 더불어 강한 운동감과 방항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들은 기계적인 엄격한 선으로 

딱딱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염색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랙을 사용한 납염 대신에 

천 위에다 에어 브러쉬 기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対 않는 정확성울 명료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사슴, 학, 백로, 공작, 비둘기의 모습은 모두 군집된 형태로 서로 조화룔 이루고 있는데 작 

품제목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침을 기다리거나, 회망이나 기쁨을 향해 더 얼리 비상하거나, 또는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적인 욕구 등을 동물들의 살아 움직이는 형태를 통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79년에 제작한 

〈흐름〉과〈숲속〉에서는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어두운 배경 하에 동물의 형상이 더 밝고 서로 투명하게 겹쳐져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1985년부터〈결 시리즈〉를 통해 화면 전체를 지배하던 옵아트적인 패턴이 사라지고 강렬한 색채가 나타나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염료가 서로 번지고 얼룩지는 무늬가 자연의 구체적인 묘사 대신 동물들올 둘러 싸게 되면서 좀 

더 종교적인 느낌을 준다. 새를 모티브로 작품〈결〉시리즈에서 걸 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표면 질감 또는 그 

것의 자연스런 문양을 일컫는 것으로서, 한결같은 한국인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그의 작품에 있어 새는 이러한 내 

적 주제인 '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의 작품마다 등장하고 있다. 1989년 작품인〈결1〉은 회게 나타나는 한마리 

의 새와 배경의 강한 원색의 사용과 대비 효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띠무늬 패턴과 얼룩진 무정형의 얼룩은 

장식성과 아울러 회화적인 상징성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로 가로로 나뉘어진 3개의 강한 색상의 띠무 

늬는 화면에 좀 더 장식적인 효과률 주고 있다.

199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열린 다섯번째 개인전에서 백태호는 한충 변화된 신작을 선보였다. 초기 작품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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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가 사라졌던 사선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전과는 달리 화면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방항성을 갖고 있어, 

화학처리 과정에서 생긴 얼룩과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백태호와 그의 예술」이라는 회고집 

을 함께 출간하여 그간의 30년간의 교직생활을 회고하였다.

백태호의 염색작품은 평면적인 자연물의 단순화 작업을 통해 회화적이고 장식적인 호과를 극대화하여 전통적인 

우리의 미적 감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여 제시하여 주고 있다. 30여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오직 염색공예의 외길만을 걸어온 그는 우리나라 현대 디자인, 특히 염색공예 분야에 많은 공 

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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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백태호.〈가올〉. 180 x90cm. 1954. 백태호.〈노올〉. 90 x55cm. 1977.

백태호.〈저 멀리〉. 80 x 80cm. 1983. 백태호.〈어을림〉. 80 x80cm. 1983.
현대미술관 소장.

백태호.〈결〉. 70X70cm.

백태호.〈녹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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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축디자인

［성명］ 김중업（金重業/Kim Choong-Up）

［생물연대］ 1922년 3智 9일〜1988년

연보

1922. 3. 9 평양 출생

1939. 3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1941. 1 일본 요꼬하마 관립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42. 1 일본 동경마쯔다히라다 건축사무소 근무

1944. 4 조선주택영단 기수（技手）

1947. 3 서울대학교 전임강사,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

1948 서울대학교 조교수

1949 한양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

1952. 7 UNESCO주최 제1회 국제예술가회의 한국대표（이태리 베니스）

1952. 9 프랑스 빠리 르 꼬르뷔제 건축도시계획연구소 근무

1953. 7 제12회 세계건축가회의（C. I. A. 새） 국제청년대표（프랑스 엑스 앙 프로방스）

1954. 8 핀란드 알바 알토 교수 초청으로 북구라파 강연 여행（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956 현대미술작가전운영위원

홍익대 건축미술과 교수 역임

1956. 3 귀국 후 김중업 건축연구소 개소. 제1회 건축작품전

1956. 9 국전심사위원 , 문화재보존위원 , 건설기술자심사위원

1956 부산대학교 본관, 건국대학교 도서관, 명보극장, 호반 밀바의 집（핀란드）

1956. 9 국전심사위원 , 문화재 보존위원 , 건설기술자심사위원

1957 인천 해무청（海務庭） 청사, 묵호해무청 청사, 수도여사대 실내체육관, 경복궁 재정비 계획안, 한국은행 신관 계획

안, 경주 국립공원 계획안

1958 서강대 본관

1958 안양유유산업 공장, 수원농사원 교사, 오산미공군클럽 , 성낙원 계획안

1959 서강대학교 본관, 드라마센터 , 원자력연구소 중앙공업연구소, 경주시 립도서관

1960 주한 불란서 대사관, 고려인삼공장, 프린스호텔 계획안, 경주 관광호텔 계획안

1961 프랑스 대사관

1961 성신병원, 효자동 L씨댁, 대구대학 도서관 계획안

1962 청평산장, 동원 스튜디오, 정능 청수장호텔, 석굴암 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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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7 UN주최 제1회 세계국립공원회의 한국대표

1962. 11 서울시 문화상 수상

1963 인자（人字）집, 뉴욕세계박람회 한국관, 제주대학 현농학부（現農學部）학 서귀포 교사, 조홍은행 본관

1963. 4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 설계차 체미

1964 제주대학본관, U. N. M. C. K. 기념교회, 후암동 P씨댁, 군인아파트

1965. 12 프랑스 국가 공로훈장과 슈발리에 칭호（프랑스 정부 드골 대통령）

1965 서산부인과병원, 제주대학수산학부 교사, 공무원 교육훈련원, 심혜일 大질센터

1966 부산 U. N. 묘지정문, 부산홍아빌딩, 창경원 수정궁, 창원빌딩 계획안

1966 국전 및 신인예술상 5월 문예상 심사위원

1966 기술고등고시 • 건설기술사 심사위원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인하공대, 홍대 교수역임

1967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한 이태리대사관저, 진해 해군극장, 미국 제일은행 한국지점 지배인 저택, 저자도 종합개 

발 계획안

1968. 3 흥익대학교 건축 • 도시 • 국토계획 연구소 소장

1968 진해 해군공관, 엠파이어빌딩, 홍익대학 신관,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갱생회관

1969 삼일로빌딩, 진해충무공기념관, 한국무역회관 계획안, 서율 서부역

1970. 3 하와이 대학 초청 특별강연, 아세아재단 후원으로 미국, 구라파 순회

1970 산성칸트리클럽 , 국립중앙도서관 계획안

1971. 10 제2회 건축작품전 및 프랑스정부 제작 작품 영화상영

1971 한국수퍼 마켓 , 니젤도자기공장, 뉴코리아칸트리 클럽 방가로, 여수화력발전소

1971. 10 프랑스 정부 초청 도불

빠리건축대학 명예석사학위

1973 프랑스 Montpellier 국립건축대학에서 강의

1974 성공회 회관, 외환은행 본점, 이븐 • 오루아 스포츠호텔（나이지리아）

1975 미국 Rhode Island 예술대학에서 교수역임

1975. 7 미국 R. I. S. D 남가주대학 교수 및 허버드대학 대학원 비평교수

1977. 3 귀국. 김중업건축연구소（중구 장충동 1가 52-2） 대표이사

1978 하바드 미술대학원 교수역임

1979 교육개발원 신관, 아나백화점, 쇼핑센터 '태양의집

한남동 이강홍씨 댁

1980 민족대성전, 바다호텔

1981 육군 박물관

1988 사망

연구내용

김중업（金重業）은 평안남도 평양시 진항리에서 출생하였고, 호（號）는 여천（如泉）이다. 1941년 일본 요꼬하마 관 

립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후 1949년부터 6 • 25 전후까지 서율대학교를 비롯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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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의를 하였고, 1952년에는 세계적 건축가인 프랑스의 Le Corbusier 건축연구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해 실무적 수업을 하였다. 그후 귀국하여 1956년 김중업（金重業）건축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우리나라 

에 독창적인 많은 건축설계 작품을 남겼고, 건축설계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프랑스 Montpellier 국립건축대학 

（1973）, 미국 Rhode Island 예술대학（1975）, Havard 대학서978） 등에서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그는 평양고보에 다니던 시절부터 러시아 문학에 심취하여 시인이 되고자 했으나 부친의 기대는 이와는 달랐고 

화가가 되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결국 그의 재능을 알아본 미술교사의 권유에 따라 미술과 가장 가까운 분야인 건 

축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한 애착은 많은 시인, 문인들과 어울리게 했고 그의 건축에도 시적인 

취향이 반영되었다.

열일곱 살 때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요꼬하마 관립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적을 두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건축 

가로서의 생활이 열려 마쯔다 헤이다（松田平田） 건축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청년시절부터 일에 열중하는 노력과 재 

능으로 인정받았다. 해방 후, 그는 부평 미군기지창에서 설계업무를 많기도 했는데, 그당시 거리에서 우연히 서울 

공대 김동일 학장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전임강사가 되었고 다음해 48년 조교수로 승진 

했다.

52년 7월에 그의 첫 해외 나들이가 있었다. 유네스코 주최 '세계예술가회의' 에 대표로 참가한 것이었는데 그 일 

이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방가르드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건축가여서 그가 좋아했던 르 꼬르뷔지에가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르 꼬르뷔지에에게 말을 걸어 자기 소개를 했다. 꼬르뷔지에는 얼떨결에 얼굴이 동그랗고 정열적인 한국 

건축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 보라고 했다. 별뜻없이 한 말이었는데, 김중업은 그 후 파리로 가서 꼬르뷔지에의 

제자가 되었고 만 삼년반 동안 함께 일했다.

그 시기는 그가 장차 세계의 건축가로 발돋움할 만큼 자신을 다진 귀중한 시기였다. 꼬르뷔지에를 찾아 무작정 

파리로 간 그는 한 달 뒤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하게 됐다. 작은 돈이나마 월급을 받은 것은 사무소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엔 월급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꼬르뷔지에가 그의 사정을 알고 호의를 베 

푼 것이지만 그는 스승에게 인정받은 셈이었다.

그는 거기서도 일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이 가버린 뒤 새벽 세 시까지 공부했다. 그는 열쇠를 인계받기 위해 그 

작은 월급을 창고지기에게도 떼주었다고 한다. 창고에 쌓인 옛날 건축도면들을 열쇠만 있으면 꺼내볼 수 있었고 

그는 샅샅이 파고 들었다. 하루빨리 스승을 해득해서 졸업하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당시 설계를 한 사람은 사인을 

해서 도면은 남겨두었는데, 뒷날 뮤슈 김의 사인이 제일 많다고 전해졌다. 현대건축의 거장인 꼬르뷔지에가 죽었 

을 때 미국 건축지에 수제자 다섯 명이 실렸는데 김중업도 그 중에 꼽혔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 데서 꼬르뷔지에 

는 •너는 전생부터 건축가다. 천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뒷날 주한 프랑스 대사관 설계에 그가 응모하도록 추천 

해 준 것도 르 꼬르뷔지에였다.

1956년 그는 꼬르뷔지에 선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돌아왔다. 1956년 귀국하여 홍익대 건축미술과 교수 

가 되었으며 건축활동도 병행하여 설계실울 냈고 자기 모색을 시작했다. 부산대학 본관, 건국대학 도서관, 명보극 

장등을 설계했다. 그후 서강대학 본관（1958）, 드라마센타, 원자력 연구소 등을 이어 내놓는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꼬르뷔지에의 체치가 풍긴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61년에 제작되어 큰 반항을 불러일으킨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그의 작품 세계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 건물은 석탑의 옥개석（屋蓋石） 같은 아름다운 지붕 곡선 등 한국의 전통미 

가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이 작품으로 62년도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고, 65년에는 

드골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프랑스 국가 공로훈장과 슈발리에（騎士） 칭호를 얻었다.

64년에 세워진 제주대학 본관도 그가 많은 애착을 느끼는 작품이었다. 외관은 비행기 같기도 하고 순결한 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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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 환상적이면서 유회정신이 깃든 초현대적 작품이다.

필생의 역작이라는 하늘교회는 미국의 소리를 방송하는 황재경 목사의 의뢰로 설계된 것으로 예수가 재림한다 

면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이 재림 장소를 눈과 눈동자에서 착상을 얻어 설계했다. 인체 

에서 제일 반짝이는 것이 눈이라는 발상에서였다.

60년도 후반 그는 경주박물관 설계를 맡아 완성했다. 그것은 제작 도중 폐기 되었는데, 기와지붕을 올리지 않았 

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나중에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그 작품은 박물관다운 동양적 건축이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건축계의 야당으로 알려졌다. 비판을 서슴지 않고 앞장 서서 하기 때문이었다. 비판은 물론 발전을 

위해서였고 모두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거년도에 나라를 떠나게되는데 성남시 사람들의 생업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였다. 그는 프랑스에 간 지 삼개월 후부터 74년까지 패스포드가 연장되지 않 

아서 무국적자로 그곳에서 생활했다. 그러한 중에도 그는 81년도에만 네 개의 지명현상에 응모했다. 그 중 진주문 

화회관 설계만이 당선되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그의 작품은 여러 개가 된다. 기년에 프랑스의 장 뤼크 고다르 감독이 30분짜리 기록영화 

〈김중업〉울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계의 건축가가 된 것도 그의 열정의 소산이었다. 1981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기 

대하며〈육사박물관〉어981) 등울 설계하여 구성적이며 회화적인 그의 건축세계를 펼쳤다. 그는 1988년 5월 11일 

사망했는데 다음해 11월 제3회 동경크리에이션대상 해외상부문에 건축가 故 김수근과 함께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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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축디자인

［성명］ 김수근（金壽根/Kim Soo-geun）

［생믈연대］ 1931년 2월 20일너986년 6월 14일

연보

1931. 2. 20 서울 출생

1950. 4 경기중학교 졸업

1951. 1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2년 중퇴. 일본으로 건너감

1955-56 동경송전（東京松田）건축설계사무소 근무

1958. 3 일본 동경예술대학 건축학과 졸업

1957 동경대학（東京大學） 대학원 건축과 석사과정 입학

1959 위 과정 수료 및 석사학위 취득

1959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과 박사과정 입학

1960. 10 국회의사당 건축현상설계를 1등 당선

1961. 1 김수근 건축연구소 개소

1961. 3 홍익대학교 전임강사로 취임

1961 워커힐 설계위원

1961 워커힐（힐탑바, 더글라스호텔） 설계위원

1962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과 박사과정 수료

196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1963 아세아 반공연맹 자유센터 설치위원회 건설분과 위원장

1964 대한체육회 시설분과위원

1964 흥대 조교수

1964 자유센터

1964 오양빌딩

1964 수도의대부속병원

1966. 8 국내 최초로 종합예술지 성격의『공간』지 창간

1967 부여박물관, KIST본관

1968. 4 국내 최초의 종합기술단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의 창설

1970 EXPO * 70한국관

1970. 12 '국민포장 수상

1971 공간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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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A.I.A. 범태평양 건축상 수상

1974 서울대학교 환경예술관

1974. 10 국민대학교에서 조형학부의 설립과 함께 학부장으로 취임

1975 이란 엑바탄 주거단지

1975. 5 세계 건축가연맹（U. I. A.）의 이사로 피선

1976. 2 한국건축가협회의 회장으로 피선

1976. 3 '보관문화훈장 이 수여됨

1977 '88 올림픽메인스타디움, 수단국 영빈관, 주인도 한국대사관

1978 마산성당, 문예진홍원전시관 및 공연장

1979 '이태리공화국 문화공로훈장 을 받음

1979 부산시 종합운동장

1980 경동교회 , 새마을 지도자연수원 , 춘천어린이회관

1982 주카파르 한국대사관

1982. 6 미국 건축가협회（AIA）로부터 그 명예회원어on. F시A）으로 추천됨

1983 인천 상륙작전기념관

1984 국립과학관

1984. 11 올림픽 스타디움의 설계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이 수여됨

공간그룹회장,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장,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 국토건설종합계획 심 

의회위원,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가지면서 1986년 6월 14 

일 오전 0시 41분 숙환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

1985 주미한국대사관저 , 불광동성 당, 지하철 중앙청 역사, 말레이지 아 사라와크 주립 스포츠컴 프렉스

1986 치안본부청사, 서올 법원 종합청사, 뉴자이안트 호텔, 국립경기장 체조, 수영장, 자전차경기장

1986 사망

연구내용

김수근은 1931년 2월 20일 서울 출생으로 1950년 경기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진학하 

였으나 6 • 25를 맞아 2년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 건축과에 입학하여 신건축을 배우 

기 시작하였다. 재학중에는 '마쓰다히라다（松田平田）건축설계사무소' 에 나가 건축실무를 배우기도 하였다. 1958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동경대학대학원 도시공학과의 다카야마연구실（高山英華硏究室）에서 공부하여 1960년 석사학위 

를 취득하고 이어 박사과정도 수료하였다. 1959년 동경예술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직후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모집 

에 응모하여, 17점 가운데 일등으로 당선되면서 한국건축계에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이 설계는 박춘명（朴春鳴）, 강 

병기（康炳基）, 정형（郞炯）, 정종태（鄭鍾泰）와의 합작이었으나 본설계 도중 건축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를 계기로 당시 황무지였던 건축계에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1년 김수근 건축연구소를 개소하는 한편, 홍익대학 건축미술과에 전임강사로 취임하였다. 건축교육을 공학이 

아닌 종합예술로 이끌어 가려던 홍대의 입장이나 그 자신으로도 좋은 인연이었다고 한다.

1961년 5 • 16 혁명 후에 워커힐 힐탑바에서 대담하고 상징적인 구조를 표현하여 개성있는 작가로 두각을 나타 

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국내건축계는 아직 여명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어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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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식하는 자유센터 , 오양빌 딩서964), 정동문화방송사옥(1965), 타워호텔 (1967), 한국일보사옥, 홍릉과학기술연 

구소(1969)를 잇달아 발표하여 그의 성가를 높였다.

1966년 월간잡지『공간』을 창간하면서 관심이 예술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불모지였던 건축언론 창달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건축지는 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자료로 사용할 정도로 한국의 전통미를 재현하 

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잡지였고 그가 귀국하여 처음으로 시작한 문화사업의 일환이었다.

국립부여박물관어967)에서는 전통문제를 야기하여, 건축이 사회문제의 한 장르가 되는 부수적 효과를 얻어내기 

도 하였다. 이 건물이 일본 신사(神社)와 유사하다는 비판으로 세상이 떠들석했으나 그는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 

문에 오히려 일본적인 것을 벗어나 우리의 것을 찾으려 노력했고, 이를 위한 투지를 더욱 느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김수근의 이름을 알게 되고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4년 그는 김형만의 권유로 홍대, 건대에 이어 세번째로 건축교육에 관여하게 되었다. 공학부에 속했던 국민 

대에 건축과률 '조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디자인 계열과 함께 묶고 조형학부장에 취임하였으며, 1976년에는 

타 대학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합 디자인전인 '종합전 을 개최하였다. 같은 해에 그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에 당선 

되어 한국건축의 질과 건축가의 지위향상울 위해 노력하였다.

1975년 그는 이란의 엑스바탄(EXBATAN) 주거계획을 시작으로 한국 건축계가 중동으로 진출하는 산파역이 되었 

다. 한편 이 시기에 대표적 작품의 하나인 공간사옥(1977)과 마산성당서979)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설계하 

여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부각되었고, 해외언론매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까만 벽들로 지은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사옥 내에는 그의 꿈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가 통합적으로 받혀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선 1■공간」지의 출판업무룔 위한 파트가 있고 화랑이 있다. 그리고 소극장이 있으며,「공간』과 관련을 맺은 공간인 

작은 커피숍이 있으며, 그 한쪽 코너에는 크래프트 숍이 있다.

그뒤 그의 영역은 해외로 확대되어 일본 • 미국 • 이란 • 수단 • 인도 • 카타르 • 말레이시아에까지 작품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이즈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서율올림픽대회의 중요시 설들도 설계하였다. 1980년대에 교육자며 교 

육 행정가로서 그는 국민대학교에 조형대학을 설립하였고, 그 분야에 젊고 실력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주저하 

지 않았으며 학생듈에게 의욕을 심는 풍토를 가꾸었다. 그 결과 학교의 나이에 비해 매우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발전을 가져 왔다.

'휴먼 스케일 이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중심의 스페이스룔 추구해온 자신의 건축작업의 테마임을 천명 

하면서, 한국 건축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아늑한 공간의 창출을 건축가로서의 필생의 

명제로 삼아왔던 그는 '인간의 마음이 숨쉬는' 숱한 건축작품들을 창출해냈다. 또 한국 건축의 세계로의 지평 확 

산에도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국 건축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건축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고 

1982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건축가협회(A. I. A.)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으며, 1971년에는 A. 

I. A•의 역대 회장들이 선정하는 '범태평양 건축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축가, 교육자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문화 

행정과 문화기획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던 김수근은 1986년 6월 14일 숙환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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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1943 출생

1963 김처공장 계획（쌍파울로 비엔날레 출품）, 한강음악당 계획（국전입선）

196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65〜67 김수근 건축연구소 연구실에서 근무

1966 엑스포 '67（캐나다 몬트리얼） 한국관 설계 당선

1967~69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KECC） 건축부, 도시계획 부, 건축과장

1968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참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본관 기본설계 참여

1969 한국무역전 람회 장 마스터 플랜

1972 원도시건축연구소 공동 설립

1973〜78 연세대학교 석사

1975 한국증권법래소 설계, 조선호텔 쇼핑아케이드 및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1976 건축연구소 '광장 개소, 건축수상집「한국현대건축의 이해」（열화당） 

한국의 고건축 1권「비원」, 2권「경복궁」（임응식 사진） 편저

1977 한국종합전시장（KOEX） 지명현상설계 1둥 당선（정림건축 합작）, 부산 조선비対호텔 쇼핑아케이드 내장설계

한국의 고건축 3권「종묘」, 4권「칠궁」（임웅식 사진） 편저

1978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의 고건축 5권「내설악 너와집」（강운구 사진） 편저

테헤란 '78 국제예술전 한국관 설계, 뉴욕 한국문화원 RENOVATION

1978-8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강사

1979 제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장려상（홍사동 주택）,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한국종합전시장）

1980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한강성당）, 문예진흥 5개년 계획자문위원（문화공보부）, UNESCO환경회의 한국대표 참석（필

리핀 마닐라）,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추진위원（문화공보부）, 박경리 기념관 신축계획

1981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문화방송）,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

한국의 고건축 7권「수원성」（주명덕 사진） 편저

1981-82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아（OSID） 수석 부회장

1982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청 이전 사업 기술자문위원 ,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종합기획위원 , 올림픽조직위원회 청 

사 현상 설계 1등 당선, 제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건축수상집「빛과 그리고 그림자」（광장）

1983 제2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서울아트센터（예술의 전당 + 국립국악당）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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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성북동 주택）

1983〜84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아（OSID）회장

1984 제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83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보루네오가구 종합전시장）

제1회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아（OSID） 작품상, 독립기념관 및 국립공원 종합계획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

1985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명예이사, 세계의 현대건축가 101인에 선정（일본, 가지마 출판사）

독립기념관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86 올림픽 문화행사 추진위원（문화공보부）, 서울특별시 시립 미술관, 박물관 건축추진위원 （서울특별시 ）

제5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서울특별시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마스터플랜

'85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황새바위 순교자기념탑）

1987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제작분과위원장, 김수근 기념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제6회 대한민국 건축대

전 건축위원 및 초대작가 역임, '86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계성여자고등학교）

1988 제7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공모부문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국립현대미술관 비디오아트 타워〈다다익선〉설계（백남

준 합작）, 서울특별시 국립미술관, 박물관 전시설계

198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건축설계）, 제8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90 제9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김수근문화상 운영위원

1991 EXPO *92 대전세계전람회 환경조형관 지명현상설계, 쎄비야 EXPO 한국관 지명현상설계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독립국악당）

1992 제1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91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통일연수원）

1993 제12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제12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일반공모부문 심사위원

1994 제13회 대한민국 건축대상 초대작가

1995 제14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96 문학의 해 기념 '가장 문화적인 건축가 상 수상（한국문인협회）, '90년대 대한민국 인테리어대전협회상 심사위원

장, 제15회 건축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국회 50주년 기념 DNA탑 계획（백남준 합작）, 과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회관건립 계획（과천시）

1998 미당 서정주 문학관 마스터플랜 및 신축설계, '97년도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광주가몰릭대학교）

「김원 건축작품집」（건축세계사）, 건축수상집「우리시대 건축이야기」（열화당） 출간

현재 건축연구소 '광장 대표로 활동

연구내용

김원（金沅）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김수근 건축연구소 연구실에서 일하다 

가 1967년에서 1969년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아＜ECC） 건축부, 도시계획부에서 건축과장을 거쳐 1969년에서 

1970년까지 인간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1970년에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전문점 '고구산국'을 설립하 

였고 1972년에는 '원도시건축연구소'를 공동설립하였다가 1990년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1966년 엑스포 '67（캐나다 몬트리얼） 한국관 설계당선, 1967년 정부종합청사 설계 당선,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본관 기본설계 참여, 1969년 엑스포 ' 70（일본 오사카） 한국관 설계 당선,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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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증권거래소 설계, 조선호텔 쇼핑아케이드 및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1977년 한국종합전시장(KOEX) 지명현 

상설계 1등 당선, 조선호텔 President Suite, 1978년 테헤란 '78 국제예술전 한국관 설계, 1983년 서을아트센터(예 

술의 전당 + 국립국악당) 마스터플랜, 1984년 독립기념관 및 국립공원 종합계획, 1986년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마 

스터플랜, 1988년 비디오 작가 백남준과 협동으로〈다다익선〉제작, 1988년 서울시립박물관, 미술관 전시설계, 

1991년 EXPO '92 대전세계전람회 환경조형관 지명현상설계, 쎄비야 EXPO 한국관 지명현상설계, 1992년 국립제주 

박물관 설계 (지명현상), 외교센터 설계,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출품, 1995년 주한러시아연방국 대사관 신 

축설계, 1996년 대한민국 국회 50주년 기념 DNA탑 계획 등이 있다.

저서로는 1975년 건축평론집「우리시대의 거올」, 1976년 건축수상집「한국현대건축의 이해」, 한국의 고건축 1권 

「비원」, 2권「경복궁」, 1977년 한국의 고건축 3권「종묘」, 4권「칠궁」, 1978년 한국의 고건축 5권「내설악 너와 

집」, 1980년「최씨의 유산록」, 1981년 한국의 고건축 7권「수원성」, 1982년 건축수상집「빛과 그리고 그림자」, 

1983년「김원 주택작품집」,「김원 건축계획작품집」, 1989년「김원 건축작품집」, 1998년「김원 건축작품집」등이 있 

다.

그의 주요 활동으로는 1982년 제1회, 1996년 제15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83년에서 1984년까지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 회장, 1984년 예술의 전당 건축설계 자문위원,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명예이사, 1986년 올림픽 문화행사 추진위원, 1987년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제작분과위원장, 김수 

근 기념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제6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위원, 

1987년 올림픽기념관 건립추진위원, 1988년에서 현재까지 김수근문화재단 상임이사, 1990년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홍보위원장, 1990년에서 현재까지 김수근문화상 운영위원 및 제2회 김수근건축상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1996년 

제7회까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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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조성열（趙聖烈/Ch。Sung-Yul）

［생몰연대］ 1936년 3월 25일〜

［소속］ （주）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주소］ 자택/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 85-406호 

직장/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3-3 TCA빌딩

［전화］ 자택/02-542-4179 직장/02-556-7903

연보

1936 전남 벌교 출신

195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등교원과정 졸업

1964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건축미술과를 졸업

1966 애플싸롱 인테리어

1966〜73 신세계백화점 인테리어 담당과장

1968 한국무역박람회에서 삼성관을 설계

1969 일본 미스꼬시 인테리어 연수

1970 일본 EXPO *70 디자인 연수

1971 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참석하여 미주지역 건축문화 시찰, 레스토랑 '파인 힐' 설립,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관 설계, 독립기념관 전시설계, 아시안게임 환경디자인, 전쟁기념관 설계

서울올림픽 뉴델리 국제전시회 특별상 수상

1971 조성열 건축작품전（신세계화랑）

1972 조성열 건축작품집 출판

1973 큐빅디자인 연구소 개설

1976〜83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의 강사

1976 삼성본관 식당가, 정순오 산부인과의원, 트로아조 명동본점 빌딩, 경양식 레스토랑 숲속의 빈터 디자인

1977 뉴욕 존 맥크밀란 설계사무소에서 연구

1977 조성열+박현기 건축작품전（대구화랑）

1977-78 중국식당 목락, 호텔신라 인테리어, 스테이크하우스 봉원, 호텔롯데 아케이드 내장공사

1979-81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초대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이사, 미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ASID） 정회원

1981-85 '88올림픽 국제 전시회 한국관 설계, 동작품으로 뉴델리 국제 전시회에서 최고상 수상

1981〜89 힐 사이드서981）, 선큰가든서983）, 연경빌딩（1988）, TCA빌딩（1989）으로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수상

1981〜85 성신여대 조형대학원에 출강

1984 ' 88서을올림픽 홍보관 실내건축

1985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를 역임, 독립기념관 전시실, '86서울아시안게임 환경디자인

'88서울올림픽을 위한 물품 비교 전시관 설계

1987 （주）큐빅디자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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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현재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연구내용

조성열(趙聖烈)은 '큐빅디자인연구소 를 설립하여 다수의 건축 및 실내장식 작업을 한 디자이너로서 한국인테 

리어디자이너협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실내디자인계를 선도해 온 인물이다.

1936년 전라남도 벌교에서 태어난 조성열은 195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등교사 양성소에서 2년 간의 과정을 

밟아 중등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뒤 1964년에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건축미술과를 졸업했다.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여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면서 ' 큐빅디자인연구소 '를 설립하여 개인작업을 병행하 

였다.

활동 초기에는 주로 소규모의 상업공간을 설계하다가 1968년 한국무역박람회에서 삼성관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미스꼬시 백화점과 일본 EXPO '70 연수, 국제해양박람회 참관과 뉴욕 존 맥밀란 설계사 

무소 연수, 국제건축가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미주지역 건축문화 시찰한 바 있다. 1981년 서을올림픽 뉴델리 국제 

전시회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벽돌시리즈인〈힐 사이드〉(1981),〈선큰가든〉(1983), < 

연경빌딩〉(1988),〈TCA빌딩〉(1989)으로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상올 4회 수상했다. 정부 관련 프로잭트로는 서울 

올림픽 유처를 위한 한국관 설계를 비롯해서 서울올림픽 홍보관 설계, 독립기념관 전시설계, 아시안게임 환경디자 

인, 전쟁기념관 설계 등이 있다.

1976년부터 7년간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의 강사,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룔 역임 

했으며 85년부터 현재까지 성신여대 조형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1979년에는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가 결성되 

면서 그 초대 회장직을 '81 년까지 수행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및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명예이사를 지냈 

다. 현재 대한건축가협회 명예이사 및 미국 ASID(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정회원이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해방 이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최초의 서양식 설비를 갖추었던 손탁호텔어903), 실내 

장식에 비중을 두었던 미스꼬시 백화점의 후신인 신세계백화점서930), 최초의 현상공모에 의해 설계되었던 제일은 

행(1933), 한국인 박길룡에 의해 설계되어 독창성을 인정받았던 화신백화점서937) 등 몇몇 작품들이 있었지만 모 

두 건축의 지극히 일부분으로서 실내장식이 다루어졌을 뿐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시작은 1952 

년 반도호텔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텔은 최초로 실내디자이너에 의해 꾸며져 대중 앞에 공개되었다. 호텔 정 

문입구의 개조와 커피숍, 볼룸(Ball Room) 등의 작업을 미국인 실내디자이너인 노만 디 한(Norman R. De Haan) 

에게 의뢰함으로써 실내장식을 건축과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관련 분야의 

인물들이 여기(餘技) 정도로 실내장식을 취급하였다. 초보적인 50년대롤 마감하고 60년대에 들어서자 진정한 의미 

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전환되었다. 건설산업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르러서 실내디자인은 관련 분야였던 응용미술이나 건축을 전공한 몇몇의 디자이너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였고 바로 조성열은 이러한 새로운 흐룜의 선두주자로 등장하였다.

조성열은 그림 그리기롤 좋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 활동을 했고 여러 미전에 입상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58년 2년 과정의 서율대학교 미술대학 중등교사 양성소에 입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데 바탕이 된 회화를 비롯해 그래픽디자인을 배웠다. 당시 그는〈프린트〉,〈그라피 

스〉등의 외국 디자인 잡지들을 보면서 서구의 디자인 감각읇 깨우쳐 틈틈이 북 커버 디자인, 심볼디자인, 로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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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그리고 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958년 2월 교사양성소를 졸업한 후 그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다시 홍익대학 건축미술학과에 진학했다. 이즈음 

홍익대학 건축미술학과에는 한국 건축계의 거목들인 정인국（鄭寅國）, 엄덕문（嚴徳紋）, 김수근（金壽根）이 후학 양 

성에 힘을 쏟고 있을 때였다. 당시 교육환경은 학교의 과제보다는 교수들이 건내준 일감이 더 많았던 분위기가 강 

했으나 조성열은 이들로 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정인국에게서 건축에 대한 의지와 질서의 엄숙함울 배웠고, 

엄덕문으로부터는 조형적 아름다움이 지닌 감성적인 면을 배울 수 있었다. 김수근의 영항은 비록 단기간이지만 그 

에게 근원적인 영항을 끼쳤다. 일본에서 수학한 김수근은 공학적 구조와 예술적 창조가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하 

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그것이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 창조하는 감성, 그리고 공간사 

를 운영하는 경영술에 능통한 학구인으로서의 김수근을 보며 미래의 자화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막상 졸업 후엔 취직이 되지 않아 1년 동안 을지로 2가에 있는 영광인쇄 도안실에 입사하여 각종 그래 

픽 작업을 했다. 포스터, 신문광고를 비롯해 우표디자인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1년간 영광인쇄에서 근무 

하다가 드디어 수십대의 1의 경쟁을 뚧고 신세계백화점에 1등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초기에는 그래픽 관련 

일을 주로 담당했지만 신세계에 재직하면서 1966년에 개인작업실인 '큐빅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 전공분야인 인테 

리어에 몰두하게 되었다. 1968년 한국무역박람회의 삼성관 설계에 이어 69년에는 일본 '미스꼬시 인테리어' , 연수 

차 도일하고, 70년대에는 일본 EXPO 70'연수를 하면서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안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큐빅디자인연구소는 1966년 10월 명동 사보이호텔 뒷골목에 여동생인 트로아 조가 의상실을 개업하면서 조성열 

이 그 건물 2층에 조그마한 작업실율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두 세명의 직원을 데리고 퇴근 후 작업을 하였 

다. 신세계백화점에 됼어가 불모지인 실내건축과 디스플레이의 영역에 몰입하는 한편 큐빅끙방에서 건축설계와 인 

테리어 디자인의 작품제작을 계속할 수 있었다.

조성열이 전문인테리어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68년 서을 구로동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의 

삼성관 설계를 맡으면서였다. 당시 박정회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국가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던 이 박람회 

는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계의 존재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격적인 현대 실내디자인 시대를 열었다. 

김수근, 김석원, 손동규, 손석진, 조성열, 한도룡 등이 참여했던 무역박람회 계획은 전시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능성과 작품성을 분명히 각인（刻印）시켜 주었다. 그가 설계한 삼성관은 수직선과 수평선이 돋보이는 기하학적 

구도로 당시 대표적인 건축물로 기록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조성열 작품에 큐빅이라는 순수 시각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당시 명동일대의 주요점포의 설계로 상업환 

경 개발에 신조류률 형성하였다. 실내디자인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하던 60년대에 디자인을 개념화,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실험정신이 뛰어났다. 1966년에 선보인〈애플 살롱〉이나 1969 

년에 제작한〈뉴욕제화〉는 기하학적 구성과 단순하면서도 기능성을 표방한 구성미로 주목울 받았다. 그리고 1971 

년에는 가을 중구 저동에 레스토랑〈파인 힐〉을 설계하고 직접 경영을 하였다. 음식점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장 

소, 환경, 분위기 등에 고유 이미지를 특별히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이템 및 타겟 설정, 마켓 

운영에 있어서의 유니폼, 소품, 인테리어, 메뉴, 명함, 광고 등 모두를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관리했다.

또한 '조성열 건축전'（신세계화랑, 1972. 10. 19〜24）을 열고「조성열 작품집/ 건축 + 실내」（1972년. 한국미술출판 

사）을 출간하여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이른바 

'큐빅 디자인'을 통해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의 본질에 접근하여 그 조형적 전개를 일관되게 펼쳐 나갔다. 큐빅, 

즉 입방체의 형태는 수직, 수평 그리고 원으로 이루어지는 선과 면과 입체이다. 수직, 수평선으로 이루는 4각형태, 

수직, 수평선 사이의 45도 사선으로 이루는 직삼각형태, 수직, 수평선상에 들어가는 정원, 반원, 4분의1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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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 조형요소를 바탕으로 작업한 그의 실내건축 작업은 이후 인테리어 디자인의 

범위에서 더 넓게 확장되어 그래픽디자인, 전시공간디자인의 영역에 이르고 있다.

조성열은 198이년대 들어서 독립기념관 전시설계(1983),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 전쟁기념관 등 대규 

모의 국제적 수준의 기념관과 전시관을 디자인하였다. 특히 8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독일의 바덴바덴에 지은 홍 

보관은 전통을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첨단적인 전시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가 올림픽유치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질과 능력을 시각화하여 설명함으로써 올림픽 유치 경합에서 우선권을 획득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 외에 

레스토랑〈힐 사이드〉(1982)나〈선큰가든빌딩〉(1983), 중국음식점〈연경〉(1987), 그리고 그의 연구소가 있는 <TCA 

빌딩〉(1988)은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수상하여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위와 같은 개인 활동 외에 조성열은 김원석, 문신규, 손석진과 함께 디자이너의 권익 옹호와 상호결속을 위해 

1979년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을 지 

냈다. 실내 건축계의 원로인 조성열은 실내, 조경, 그래픽, 환경조형 등의 인간 생활환경의 일체적 조화를 이루게 

해 다양한 인간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밀도높은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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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문신규（애oon Shin-Gyoo）

［생물연대］ 1938년 3월 25일~

［소속］ （주）토탈디자인

［주소］ 직장/（110-012）서울종로구 평창동 465-4

［전화】 직장/02-379-7037

연보

1938. 3. 25 출생

1971 '토탈디자인' 설립

1977. 1 r꾸밈」지 발행

1992 평창동 토탈미술관 신사옥 조성

연구내용

주식회사 토탈디자인의 창업주이자 경영주인 문신규는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 

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에 열중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미술반원으로 활약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술학도로서의 꿈 

을 키웠으나 대학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의 반대로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진학을 하였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열 

정을 가슴에 묻어 두고 있었던 그는 고민 끝에 미술반 선배와 상의하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2학기에 편입 

하였다.

'토탈디자인'은 1971년 명동의 어느 후미진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었다. 건설부 주택도시 지역계획 연구실에 

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하던 그는 어느날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학계로 진출하여 그의 

모교인 홍익대로 출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강의는 그의 창작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여 미련없이 그 

만두고 대학동창인 손석진（현 （주）헨디 대표）, 윤영규（전 르네상스 건축연구소 대표）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다가 

1971년 '완전한 디자인 이란 캐처프레이즈를 걸고 토탈디자인의 문을 열었다.

토탈디자인은 1971년 창립이래, 19기년 동숭동 사옥을 신축하여 25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및 제품디자인 

및 생산, 디자인 전문지「꾸밈」발행, FRP제품 설계 및 시공, 장홍 야외 조각 미술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1992년 

에 평창동 토탈미술관과 함께 신사옥을 조성하여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환 

경을 조성하여 적선동과 평창동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토탈디자인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간 환경에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디자인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방면에 구현되어 오고있다. 롯데호텔을 

비롯하여 제주 서귀포 칼호텔, 스위스 그랜드호텔, 홀리데이 제주호텔 등 특급호텔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 

세계백화점등 상업공간의 설계 및 시공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외환은행 본점을 시점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쾌적하며, 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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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시도하였으며, 신한은행 본점, 중소기업은행 본점, 동화은행 본점 등 은행의 대고객업무 공간에 있어 이 

용자의 편의와 서비스 공간의 개선에 비중을 둠으로써 실내환경의 다각적인 변화와 개선에 주력하였다.

1977년 1월 그는「꾸밈』지를 발행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불모지 같았던 당시에「꾸밈』지를 통해 토탈디 

자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건축가협회 감사와 이사,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이사, 부회장, 회장 등으로 활 

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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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 1982년 설계작품.

문신규. 불칸호프. 문신규. 아베크의자.

문신규. 평창동주택. 1978.
문신규. 레스토랑〈오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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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 환경듸자익 I

조싱열 i 문•신규 I 장충섭 | 슨석진 | 이찯근 ! 오의조 | 

田12

里而天应 —） J....而二欣줘一

［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장충섭 （Chang Chung-Seop）

【생물연대］ 1939년〜

［소속］ （주）계선산업 회장

［주소］ 직장/서울 종로구 공평동1 한미빌딩 7층 （주）계선산업

［전화］ 직장/02-733-5131

［FAX］ 직장/02・733・2521

연보

1939 출생

196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65 엘리건스 인테리어스 설립

1966 〜68 미국디자인협회 근무

1965〜 계선산업주식회사 대표

연구내용 — —

1939년에 태어난 인테리어디자이너 장충섭은 1963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65년에 엘 

리건스 인테리어스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1966년부터 1968 

년까지 미국디자인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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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환경디자인 I 인테리어디자인 I 장충섭 I
UJ②

주요작품

장충섭. 하얏트호텔 일식당 '아카사카'의 리셉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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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테리어디자인 | 완정. 入，

조성열 i 문신评 1 장충섭 | 손석진 | Oi창그 | 오의조 |

田 12 I3J

［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손석진 （Son Seok-Jin）

［생몰연대］ 1940년〜

［소속］ （주）헨디 대표

［주소］ 직장/（100-450）서울시 중구 신당동 821-3 （주）헨디

［전화］ 직장/02-235-6694

［FAX］ 직장/02-2252-9908

연보

1940 서울 출생

1964 제1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건축부문 입상

1965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1966 대진실내의장연구소 설립

1973〜76 상명여자대학교 • 홍익공업전문대학 • 고려대학교 • 홍익대학교 강사, KOSID회장 역임

1975 헨디 환경디자인연구소 설립

1977 파리 UIA총회 참석

1978 멕시코 UIA총회 참석

1979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1980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회장

1982-84 지하철 건설본부 자문위원

1983-84 독립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전문위원

1984〜87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1985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춘천 MBC설계）,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1988 '88 앤트론 디자인 어워드 한국대표 심사위원（홍콩）

현재 주헨디 대표

연구내용

손석진은 건축의 부수작업으로 경시되었던 인테리어디자인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하는 데에 기여한 실내장 

식가이다.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난 손석진은 1965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 

하였다. 1975년에 '헨디 환경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수의 실내장식 작업을 하였다. 1977년과 1978년에 각각 

파리와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던 U.I.A•총회에 참석하였고 구미 각국과 일본의 건축 및 인테리어 현황 시찰을 다녀왔 

다. 서울 지하철 공사 내장 자문위원, 독립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1978년 3월 25일 인테리 

어디자이너협회 창설할 때 창립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의 정회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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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롯데호텔, 세종호텔, 타워호텔 등의 유명호텔의 주요 공간과 대한생명빌딩의 스카이라운지와 전망 

대, 일식당 남강, 중식당 만보장 등의 실내장식이 있다. 1964년에 제13회 국전 건축부문에 입상하였고 1985년에는 

춘천문화방송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하였다 . 홍익공전을 비롯 

한 상명여대, 고려대 등에서 강의한 그는 현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이며 주식회사 헨디의 대표이사로 있 

다.

손석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라 

할 만하다.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면서 실내의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테리어디자인을 중 

점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가 처음 인테리어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인테리어디자인은 건축의 부수적인 분과 

로서 경시하는 풍조가 강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미개척 분야에 도전을 시도하였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했던 공모전 

에서 '그린 양화점 이 당선되면서 손석진은 본격적으로 실내디자인을 시작하였다.

졸업 후 길공사와 현대건설의 설계실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1966년 '대진실내의장연구소'를 설립해 독립 

하였다. 명동일대의 70%에 육박하는 상점진열대의 리노베이션 작업을 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몇몇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동업을 하였다. 1년 만에 무산되었으나 그후 1975년 '헨 

디 환경디자인연구소'로 개칭되어 새롭게 출범하였다.

'HENDI'라는 명칭은 Human Environmental Design Institute의 첫자를 딴 것이다. 초창기에 해왔던 작업은 주로 

서비스업장 위주의 상업공간 인테리어디자인이었다. 특히 타워호텔 나이트클럽 프로젝트는 당시 독특하고 전위적 

인 공간 구성으로 최근에 와서야 리노베이션될 정도로 진보적이었다. 이 실내장식은 흰색과 남색의 스트라이프 카 

펫과 원형 테이블, 더블 행거 돔(dou이e hanger dome)의 스테이지(stage)와 특수조명의 절묘한 조화 등으로 일본 

에까지 명성을 떨쳤다.

손석진은 인테리어디자인에서 상업성과 창의성을 적절히 조화켰다. 상업공간의 경우 의뢰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 

해서 인테리어디자인에 투자룔 하는 것이므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뜻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시장 

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마夭I 순수미술인 양 지나大!게 창의성만을 고집하는 것을 배제 

하였다. 인테리어작업을 '조형성 있는 디자인비지니스'로 의뢰자와 사용자에게 만족을 선사하는 데에 가장 큰 비 

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의 창의성은 특히 자재 개발에서 두드러졌다. 자재가 혼처 않던 초창기에 마대를 뜯어서 아마벽지 효과를 내 

고 하이볼(high ball)잔으로는 샹들리에를 만들었다. 그외에도 독특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부족한 자재를 주변의 

흔한 재료를 이용해 해결하였다. 옹기를 깨뜨려 타일 대신으로 사용하고 연탄재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접착제를 

섞어 텍스로 찍어 내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손석진은 전문영역의 지나친 분화가 초래하는 경직성을 경계하면서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역할을 단순히 실내환 

경의 기능적 미화에 국한하지 말 것을 주장해왔다. 건축이 담당하지 못하는 환경적 이미지를 내외에서 통합시키는 

작업을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에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과 인테리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아키테리어(Architerior)'라는 합성어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인테리어 디자인의 회고와 전망」.「꾸밈」20호어979년 10월).

「인간환경을 위한 디자인에의 셤없는 전진」.「디자인저널』1989년 7월호.

「인테리어 디자이너 손석진」.「꾸밈」7호(1978년 1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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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손석진. '멕시코싸롱 내부. 1968. 손석진. 조화（造花）점.

손석진. 레스토랑 '함지박'. 1978. 손석진. 레스토랑 •우리마당 외부. 1977.

손석진. '뉴골든 아동복' 점포의 천정. 1977.

손석진. 중화식당 '만보장 다이닝홈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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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열 i 문신讦 I 장충섭 | 손석진 | 이창근 | 오의조 |

ffl a [a] a is

［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이창근（Lee 이iang-Keun）

［생물연대］ 1943년〜

［소속］ （주）우원디자인 대표

［주소】 직장/서울 용산구 한남동 794너 우원디자인

［전화］ 직장/02-798-3721

［FAX］ 직장/02-798-9090

연보

1943
1968
1969〜73
1973

서울 출생

건축 5인전（서올국립공보관）, 인하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일양건축연구소 근무

LYONS ASSOCIATES 한국지사 입사

신세계백화점에 국내 최초의 '인테리어 소품코너 개설, 장식용 악세사리 및 가구（소파）생산, 판매

1974 라이온스 어소시에이트 한국지부 건축설계실장 역임

우원종합디자인연구소 설립, 부산 국제 터미널 레스토랑 설계, 문신규 사장과 'ID + F 연구소' 꽁동설립,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시작, 코리아제록스 전시장

1975 문신규 사장과 'ID + F 연구소 를 확대 '토탈디자인 설립

1976 삼정물산 사무실, 한국방송공사, 한국종합금융（주）, 신용보증기금 본점, 각 지점 등의 설계, 시공 

바크레이（주） 쇼룸, 임원실, 경주파크호텔

1977 인덕전문대 출강

'우원 종합 디자인 연구소 설립, 김성덕, 오세용 등 6명의 인원으로 독립 사업체 시작

1978 코리아 제록스 사무실 및 전시장, 한국종합금융 임원실 및 영업장, 서울대학병원 VIP실 

조선 비취호텔 아케이드, 효성중공업 전시실

1979 호텔 신라 영빈관의 부페 샹그리라 설계 • 시공, 뉴코리아 호텔, 대한항공빌딩내 바크레이（주） 쇼룸, 사무실

서울대학 병원 로비, 식당, VIP실, 명지대 출강（이후 12년간 조형강의）

1980 신용보증기금 본점 설계, 인천 투자금융 임원실 및 영업장

1981 호텔 신라 나이트크럽, 센츄럴 호텔 나이트크럽, 한일은행 로비, 식당, 강당, 임원실 설계

무역회관 레스토랑, '우원 종합 디자인 확장 이전（연남동）, 무역회관 레스토랑 둥의 설계 및 시공

1982 호텔 신라 스넥바, 뉴스타 호텔 전관 및 사우나

리버사이드호텔 사우나 설계 및 시공으로 사우나 시설물의 전문시장 개척

1983 타워 호텔 별관 한식당（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인테리어로 호평）, 서교 호텔 별관 중식당 한식당

서린 호텔 나이트크럽, 두산그룹 회장실 및 임원실, 중소기업 진홍공단 벽면부조공사, 두산그룹 회장실

1984 부곡로얄호텔 나이트, 사우나 SUITE ROOM, 선샤인 호텔 연회장 레스토랑, 호텔 신라 헬스크럽

（주）우원디자인 설립

1985 대한건축가협회 회원,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이사,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377



인물 I 환경디자인 I 인테리어디자인 I 이창근 I
；②3'咨5 6

그랑프리백화점 입구 및 지하 식당가, 세종호텔 객실, 한일빌딩 소극장

1986 리버사이드 호텔- 실내수영장, 옥외수영장, 헬스크럽, 기타 부속 시설

ABC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에어로빅

한신 15차 스포츠센터- 사우나, 기타 부속 시설

을지로 재개발 쇼핑몰, 한국전력공사 사옥 대강당의 설계 • 시공 수주

서울 리베라 호텔- 사우나, 헬스크럽, 기타 부속시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에어로빅, 기타 부속 시설

1988 잠실 롯데월드 호텔- 실내수영장, 썬룸, 사우나, 기타 부속 시설

인티콘티넨탈 호텔-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기타 부속 시설

롯데잠실 쇼핑몰 

인터콘티넨탈 호텔- 객실, 사위」, 수영장, 인터콘티넨탈 ROYAL SUITE, KOREAN SUITE

1989 농심 '허심청 설계- 남여 대욕장, 대, 소연회장, 식당가, 쇼핑몰, 기타 부대시설

목동 스포츠센터 설계-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에어로빅, 기타 부대 시설 

청량리 미도파백화점 리뉴얼 BI, 삼풍백화점 4충

1990 청소년 문화센터 스포츠동- 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볼링장, 에어로빅, 기타 부속 시설

미도파 백화점（상계점）- 식당가, 볼링장

부산 동래 종합레저 쇼핑가（농심 허심청 내）, 신세계 백화점（영등포점） 8층 식당가

1991 미란다 호텔- 1, 2층 PUBLIC BATH, POOL（옥내, 옥외）

부산 크라운 호텔- LOBBY, BUFFET, 연회장, 중식당, SUITE RM

1992 대림 산본 스포츠센터- POOL, SAUNA, HEALTH & AEROBIC AREA 기타 부대시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2, 3, 4층

1993 장우실업 스포츠센터- LOBBY, SAUNA, BOW니NG CENTER, SWI애MING POOOL HEALTH & INDOOR GOLF

애경백화점 4충 스포츠센터- HEALTH CLUB & AEROBIC AREA 부대시설 및 INDOOR GOLF

1994 청우 스포츠 프라자- BOWLING AREA, INDOOR GLOF, SAUNA, POOL

제일은행 한국 무역센타 지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과 출강

연구내용

인테리어 전문회사 우원디자인의 대표 이창근은 인하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대학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는 

데 그의 은사인 원정수 교수는 이창근의 이런 능력을 발휘케 한 인물이다. 특히 원정수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포항종합제철 의 전체기본계획에 참여하여 작업했던 경험은 그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기본설계와 투시도에 

관한 한 일인자의 대열에 있었던 원정수 교수는 계속해서 '서울대 학생회관', '백병원', '대천 카톨릭센터, '세브 

란스아트빌딩 등의 설계에도 이창근 학생을 참여시켜 그의 안목을 넓혀 주었다.

학과의 분위기도 매우 좋아서 특히 설계에 심취해 있던 학우들과의 만남은 이창근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다. 이 

창근을 포함한 7명은 'LINE- MASS'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선정했던 테마는 '영천지구 재개발 계획 이 

었다. 원정수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된 이 작품으로 서울시립공보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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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졸업을 한 이창근은 '일양건축공방 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디뎠다. 이창근에게 있어서 입사 후 '72년까 

지의 첫 사회생활이었던 이때의 4년간은 건축가로서의 기초를 다진 기간이었다. 이 시기는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저충 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이 많을 때였다. 그때 설계했던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빌딩서OF）이 당시로는 대형 프로 

젝트로 불릴 정도였다. 강남의 부도심권 개발 전이었던 이때의 주요 일돌은 강북의 재건축 건축물, 특히 상류층의 

저택이 많은 수요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미래를 꿈꾸던 이창근은 점차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양건축공방 

은 소형 프로젝트에 주안을 두었었고 그 만큼 호평도 많이 받는 터여서 대형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쏟기 어려운 실 

정이었다. 또 당시의 건축계률 보면 대형 프로젝트는 주로 외국의 국내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1973년 초 

이창근은 미국 볼티모아에 소재한 'LYONS ASSOCIATES' M 한국지사로 직장을 옮긴다.

당시 국내 상황으로는 대형 프로젝트로 분류할 수 있는 일들 주로 취급했던 LYONS ASSOCIATES사는 이창근의 

바램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미국 건축가 해럴드 한센어ar이d M. Hansen）과 함께 일했던 이때의 경험은 많 

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부산국제페리터미날' , '부산코스탈페리터미날' , '묵호항터미날' 등의 항만계획설계에 참 

여할 수 있었던 이 시기는 이창근이 건축가로서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LYONS ASSOCIATES사에서의 생활 역시 바쁘게 보낸 1년여의 기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여유있게 보낼 수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국내 회사에서라면 엄두도 내지 못하던 정시 퇴근은 이창근에게 모처럼의 자유시간율 만끽 

하게 만들었다. 한 두번 아르바이트도 할겸 빈 시간을 활용해서 받아들였던 설계나 투시도의 용역은 뀮이지 않고 

이어졌다. 어느 순간, 이렇듯 업무 외의 용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여보다 훨씬 많아졌다. LYONS 
ASSOCIATES사에서의 1년은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이창근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안겨 주었다. 국내 서점가 

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던 전문 잡지나 전공도서들은 그의 안목을 크게 틔웠다. 특히 선진 외국의 건축잡지에 소개 

된 홈 인테리어 소품들울 접하게 되면서 이창근은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된다.

이창근이 개설한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은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 장식용 악세사리, 가구 디자인 생산 

의 국내 효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당시 제조, 판매한 제품은 회전재털이를 주품목으로 화병, 연필꽂이, 촛 

대, 스탠드, 내프킨홀더, 분위기 연출용 조명기구 등과 기타 유리제품류 들이었다. 불과 이십여 종의 소품목으로 

단시간 내에 '선물 전문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제품의 소량 생산에 있었다. 이용 가능한 소재를 최대 

한 응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품목도 자투리라도 쓸 수 있는 디자인, 색감을 달리하는 제조기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 

다. 또한 원가의 절감을 위해서 몰딩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은 피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전략 아닌 전략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매력이었다. 판매 호조가 지속되자 이창근은 니ONS ASSOCIATES사를 퇴직한다. 이 

시기야말로 그가 건축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삶의 진로가 바뀌는 전환기였다.

（주）우원디자인 역사의 시발점은 74년 8월 25일 출범한 'ID + F 연구소' 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가구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D + F 연구소'의 탄생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창근은 처음으로 홈인테리어 디자인 

에 대한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울 구상하던 이창근 사장은 이미 '헨디환경 

디자인'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문신구를 만나 ID+F（INTERIORS DESIGN + FURNITURE）연구소를 설립했 

다.

'ID + F 연구소'의 첫일은 개인 주택의 설계, 시공 및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큰 규모의 일들은 들어오지 않았으 

나 'ID + F 연구소'는 곧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에서의 가구판매도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이어갔 

다. 이에 힘을 얻은 이창근과 문신규는 'ID+F 연구소'를 보다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 발전시키로 의견 

을 모으고 '토탈디자인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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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종로구 이화동에 소재한 정림빌딩（현 정림건축 사옥）의 1, 2층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토탈디자 

인 은 전문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서 볼 때 이창근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첫발이었다. 회사명을 '토탈디 

자인'으로 변경했던 것은 기존의 'ID + F'라는 용어가 주는 낯설음을 없애고 설계, 디자인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기 

위한 까닭이었다. '토탈디자인'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준 이 해의 주요 실적은 경주파크호텔의 전체 설계를 위시 

해 세종문화회관 실내효과디자인, 한국방송공사, 삼정물산, 한국종합금융（주）률 비롯해 많은 업무용 빌딩을 포괄하 

고 있다.

그가 'ID + F 연구소'와 '토탈디자인 의 동업시대를 마감한 뒤에 '토탈디자인'의 상호가 1년여 기간 더 지속되었 

고 '우원토탈디자인'을 거친 후 '우원종합디자인'으로 확정된다. 77년 10월, '토탈디자인 에서 독립할 당시 이창 

근은 상호를, 문신규는 그동안의 실적을 갖기로 구두 합의률 보았으나 이는 여러 사정상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1년여 동안, 두개의 '토탈디자인 이 공존하게 되자 이창근은 '우원토탈디자인 으로 개칭하였으나 이 

명칭도 향후 독자적인 사업활동에 적합大! 않아 '우원종합디자인' 으로 변경하였다.

남산의 '토탈디자인'에서 첫 일은 '레스토랑 후박 이었다. 인기 탤런트 최불암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후박은 마감재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홍보 효과률 가져왔다. '79년 

가을, 우원디자인은 신라호텔 영빈관 부페 샹그리라의 설계 • 시공의 수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급성장을 맞았다. 

당시의 회사 규모로 볼 때,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최선두를 달리던 회사듈과의 경쟁프리젠테이션에서 이들을 제 

치고 신라호텔 영빈관 부페 샹그리라의 설계 •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같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 성장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기회로 자금의 축척과 본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 나갈 수 있는 노하우 

를 쌓는 계기였으며, 업계에서 바라본다면 무명의 한 조그만 디자인사무실이 일약 선두주자로 성큼 발을 내딪는 

사건이었다.

'82년 리버사이드호텔의 핀란드사우나 설계 • 시공은 신라호텔 영빈관의 시공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처럼, 

우원디자인에 있어서 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던 전문영역을 개척해주었다는 의미를 갖는 

다. 이때까지 국내의 사우나 시설은 퍼시픽호텔의 사우나와 라이온스호텔의 터키바가 유일했고 이제 막 개관을 준 

비하던 가든호텔만이 겨우 사우나 시설의 시공을 착수할 만큼 대중화되기 이전이었다. 더구나 핀란드사우나 시설 

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작부터 힘됼었던 리버사이드호텔 사우나의 시공은 물막이라는 특성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낼 수 있었다. 사우나 시설로는 처음이었던 이 시공의 성공적인 완수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높였고 

이 가능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원디자인의 전문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동업 시대의 청산 후인 1978년부터 '84년까지의 기간은 우원디자인의 기반이 완전히 닦여진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는 사우나, 수영장을 비롯한 레포츠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으로 우원디자인의 전문 분야를 개척했던 기간이 

면서 동시에 호텔, 사무건물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시점이었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으로는 신라호텔의 영빈관 부 

페 샹그리라, 한국화약 상황실, 신용보증기금의 본점 설계 등이 있다. 특히 기와담의 실내 장치, 툇마루, 석등, 창 

호지문, 가리개 등의 요소를 복합함으로써 한식당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다는 세간의 평을 받은 '타워호텔 한식 

관'은 전통적인 양식을 현대에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작품이었다. '86아시안게임 과 '88서울올림 

픽' 두 제전의 개최 확정으로 서울의 탈바꿈이 진행되고 이에 발맞추어 호텔의 신축과 보수공사가 붐을 이루던 때 

였던만큼, 이 기간은 우원디자인에 있어서도 호텔물량이 급증하던 때였다.

*ID + F 연구소'로 뿌리내림을 시작하여 （주）우원디자인으로 거듭나며 업계의 전면에 나선 것은 85년 1월 16일이 

었다. '86년부터 진행된 한국전력사옥의 대강당 설계 • 시공은 당해년도 관련 업계의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고가인 

9억원에 계약되었다. 우원디자인의 '85년도 매출액이 16억을 겨우 넘어선 정도였음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공익 시설로 1820석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전력사옥 대강당의 설계 • 시공은 완공까지 1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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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된 대단위 프로젝트였다. 이상홤 기술이사와 김성덕 실장은 1년 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성공적인 완공을 보았다.

수주 품목의 다변화를 기획하던 우원디자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사옥의 프로젝트는 알맞은 방향타가 되었다. 

한국전력사옥의 대강당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업계 내외에서 우원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 

졌다. 이는 그후 수주 내역의 다양성을 갖추고 '87년 롯데백화점의 의류 매장, '89년 삼풍백화점의 로비 및 매장 

과 미도파백화점의 매장 등을 설계 • 시공을 수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82년 리버사이드호텔의 핀란드사우나 설계 • 시공으로 인연을 맺은 '물'과 연관된 시장은 어느덧 우원디자인의 

: 전문 영역으로 업계에 자리잡았다. 사우나 시설의 시공으로부터 수영장, 헬스크럽, 스포츠센타로 영역이 확대된 레 

포츠 관련 품목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는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이 분야의 실적도 '82년 리버사이드호텔 사우나로 

부터 '83년 타워호텔 헬스크럽, '84년 신라호텔 헬스크럽과 제주하얏트호텔 실내수영장, '85년 ABC스포츠가든 헬 

스크럽 및 수영장, '87년 인터콘티넨탈호텔과 롯데잠실호텔의 사우나와 수영장을 비롯하여 '93년 현재 남서울호텔 

의 사우나 및 헬스크럽과 애경백화점의 스포츠센타를 시공하기까지 무려 50여 건을 넘어선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들은 대부분 체력 단련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영장, 헬스크럽, 볼링장）과 사우나 등의 

। 국민 소득의 항상에 따른 시설물과 호텔과 관련한 시공이 주조를 이루었다. 'ABC 스포츠 가든'（'85）은 실내수영 

: 장이라는 단순성을 탈피하기 위해 수퍼 그래픽 요소의 부여로 풀 안의 물에 반영 효과를 노려 역동감을 주었으며,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표현 형식을 취함으로써 내부 공간의 확장성울 나타냈다. 전통문양 격자와 가구 전반에 모던 

화된 한국적 모티브를 통하여 단순화되어진 한국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을 받은 '인터콘티넨탈호 

텔 객실 은 벽이나 천정에서도 한국적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기본 디자인 개념에 충실했고 절제된 우리의 가구 

； 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서양가구와의 조화를 꾀한 작품이었다 '부산하얏트리잰시 수영장 은 격자프레임의 천정 

; 의 창으로 외부의 햇살을 실내로 끌어들였다. 창벽은 내부 공간의 개방성을 요구해 시각적으로 내외부 공간을 연 

결시켰다. 벽면의 백색 마감처리와 풀 주변에 이국적 수목을 배열해 창 밖의 해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I

우원디자인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우원디자인의 

역사는 곧 이창근의 활동 기록으로서 이 분야의 많은 동료와 후진들에게 훌릉한 귀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1970년대 초, 그가 가구디자인에 몰두할 무렵 이창근은 건축사로서 가구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기소견을 가졌을 뿐 

； 아니라 사람과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퍽 인상적이었으며,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 

는 것이다. 인테리어 소품, 가구, 핀란드 사우나, 수영장, 헬스센터 등 그가 해온 일달 하나하나에 쏟은 그의 정열, 

： 한국인테리어디자인 운동에 참여하여 8대회장을 역임하여 세운 많은 꽁적 등 그는 한국의 인테리어디자인의 발전 

과 언제나 같이해 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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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디자인 믜나어쳑

田⑵

［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오의조

［생몰연대］ 1944년〜

［소속】 （주）아티프랜 대표이사

［주소】 직장/（140-210）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8 아티프랜하우스

［전화］ 직장/02・795너157

［FAX］ 직장/02-795-0773 ［E-Mail］ ARTIPLAN@hitel.com

연보

1944 출생

1972〜74 엘리건스 인테리어 설계부장 재직

1974. 2 아티프랜 설계 사무실 개업

1986. 11 주식회사 아티프랜 법인전환

1987. 1 서울신라호텔 KOREAN RESTAURANT（주요작품）

1988. 1 한국무역센터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1988. 1 부산 광복동 호텔

1988. 2 부산 TRAD CLUB 매장

1989. 8 제주 신라호텔 한식당, 일식당

1989. 9 MUNSING WEAR 서울매장, 부산매장

1990. 6 LYLE & SCOTT 서울 압구정동 매장

1993. 3 서을 동아생명 본사

1994. 7 서울 INITIAL 매장

1994. 7 서울 TRAD CLUB 본사옥 사무실 매장

1994. 10 포스코 빌딩 19층 레스토랑

1995. 6 부산 골든웨딩프라자

1996. 2 속초 설악파크 호텔

100 DESIGNES FAVORRITE R00어S （EDTIONS B. W. W） 전세계 100인의 유명 디자이너 작품으로 선정됨

1999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명예회장

한국 실내건축가협회 명예이사

한국 건축가협회 정회원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명예이사

의장공사협의회 운영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표회 원

상명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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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주식회사 아티프랜의 대표인 오의조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엘리건스 인테리어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1974년 

（주）아티프랜을 세워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986년 아티프랜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1987년 서울 신 

라호텔 KOREAN RESTAURANT, 1988년 한국무역센타 국제회의장과 중회의실, 부산 광복동 호텔, 부산 TRAD 
CLUB 매장, 1989년 제주 신라호텔 한식당과 일식당, MUNSING WEAR 서을매장과 부산매장, 1990년 LYLE & 
SCOTT 서울 압구정동 매장, 1993년 서울 동아생명 본사, 1994년 서울 INITIAL 매장, 서울 TRAD CLUB 본사옥 사 

무실과 매장, POSCO 빌딩 19충 레스토랑, 1995년 부산 골든웨딩프라자, 1996년 속초 설악파크 호텔 등의 실내장 

식을 담당하였다.

1993년 한국인테리어협회상을 수상하였으며, 1996년에는 전세계 100인의 유명 디자이너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하 

였다. 현재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명예회장,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명예이사,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명예이사, 의장공사협의회 운영위원 , 대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을 맡고 있으며 , 상명디자 

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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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디자인

［성명】 한도룡（韓道龍/Han Do-Ryong）

［생몰연대］ 1933년 8월 30일〜

［소속］ 흉익대학교 산업미술대화원 산업디자인과 명예교수

［주소］ 자택/（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64

직장/（121-791）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전화］ 자택/02-738-2068 직장/02-320-1275

연보

1933. 8. 30 경상남도 충무시 출생

1956〜59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 연속 4회 특선상 수상

1958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졸업

1959. 4 스미스 서백더밀 공예시범소 디자인부 입소

1960. 11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 문교부장관상 수상

1961. 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강사

1965 스페이스 디자인 연구소 설립

1965. 12 일본 동경도 동아 상호빌딩 실내장:치 설계 및 현지감리

1966. 3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생핱미술과 강사

1966. 3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전임교수로 부임, 공예학부 공예학과장 역임

1967. 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강사

1967. 4 EXPO '67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박람회 한국관 실내장为 설계

1967. 9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부교수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초대심사위원 8회까지 홭동

1968. 6 제1회 동아 국제 미술전람회 초대작가

1968. 6 텍사스 산 안토니오 국제무역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현지 감리

1968. 7 제1회 한국무역 전람회 내부 장치 및 자문위원

1968. 8 국제 박람회（구로동 박람회） 국무총리 공로표창 수여

1969. 10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위촉

1970 EXPO ' 70 오사카 박람회 한국관 설계 참여

1970. 8 8 • 15 광복절 국가공로 대통령 표창 수여

1971. 9 문교부 중학교 미술 편집 심사위원 위촉

1972〜76 수출의 날 기념식장 설계

1972. 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교수 발령

제3회 인도 아시아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현지감리

1973. 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장

1973. 9 제2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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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감리

아프리카 킨샤사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어린이 회관 국제관 설계 및 감리

전자전람회 삼성관 및 금성관 설계 및 감리

트리폴리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스페이스 디자인 인스티튜트를 인타(人妥)디자인으로 개칭하고 토탈디자인 워크숍 시스템 구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취임

자카르타 박람회 한국관 설계, 보고타 박람회 한국관 설계, 시카고 국제무역박람회 한국관 설계, 데살 로니카 '76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한국종합전시장 내부 및 홍부전시관 설계 및 감리

심볼 타워 설계 및 제작, KOEX 전시장 CIP 계획

문교부 일종도서 공예 편집 심사위원 현대자동차 설립 10주년 기념 자동차 전시회 설계

서울 춘계 교역전 설계, 동남합섬과 피죤 CIP 계획

국회의사당 내 • 외부 환경미화 심사위원, 한국보험공사 심볼마크 제작

세계문양도감 편집 감수, 트리폴리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나이로비 산디아고 산타크루즈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제24회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수출 상품전시관 설계, 제42회 태능 국제사격대회 한국수출상품 전시관 설계, 건

설부 우수 자재전, 기아, 한국베어링, 한국 산업기술전시관 설계

F. I. C 전자전람회 금성관, 삼성관 설계

나고야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이집트 카이로, 이태리 밀라노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한국 종합전시장 상설전시장 금성사, 럭키, 반도, 쌍용, 선경관 설계

서울시 건축, 녹지 자문위원, 공업계 고등학교 일종도서 공예기초실습, 색채학 집필,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 한국

관 설계, 조선호텔 객실 계획, 한국합성수지, 고무전시회, 럭키관 설계 및 감리

한국 종합전시장 개관기념 전시회 설계, 서울시 어린이상 트로피 디자인

전자박람회, 금성사, 금성전기, 금성 알프스관 설계 및 감리

제2회 태양에너지 전시회 럭키관 설계 및 감리

월링턴 국제박람회 설계 및 감리

한국 현대디자인학회 부회장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KSID)고문

공업고등학교 1■공예기초실습』과「색채학」집필

트리플리 국제박람회 한국관 설계

주건영 종합건설 CIP 계획

김포국제공항신청사 KOTRA OFFICE 설계 및 감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장 보직 발령

한국전자전람회 금성사, 삼성전자, 대한전선관 설계

제3회 태양열에너지 전시회 럭키관 설계

한국 종합전시장 상설전시장 삼성, 울산관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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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2 예술원 한국 예술지 게재

1980 공업고등학교「미술도서」집필

1981. 11 EXPO '82 미국 낙스빌 세계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감리

컴퓨터 전시회 금성 반도체관 설계 및 감리

1981. 12 국제관광공사, 김포공항, 김해공항 면세매점 설계 및 감리

1982. 2 SITRA '82 서울 국제무역박람회장 설계 및 감리

1982. 3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장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 서올시 정책자문위원

1982. 4 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 서울특별시 추진위원

SITRA *82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럭키그룹관, 국제그룹관, 금성종합관, 제일제당관 설계 및 감리

1982. 9 서울올림픽 디자인 자문위원, 부천 세종병원 내부설계 및 CIP 계획, 사립학교 교원 연구회관 가구설계 및 감리, 대 

한조선공사 용역 말레이지아 열도 수출 열차 인테리어 설계

1983. 11 독립기념관 건립 전시 자문위원,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및 전자진흥협회 시카고 상설전시장 설계, 아틀란타주 단조

협회 상설전시장 설계, 풍년 전시회 제일제당관 설계 및 감리

1983. 12 SITRA '84 카이로 국제무역박람회 럭키금성 그룹관 설계

1984. 3 SITRA '84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국제그룹관 설계 및 감리

SITRA '84 국제무역박람회장 설계 및 감리, 체신 10이년 기념우표 전시회장 설계 및 감리, 문교부 일종도서 편집 

심의위원, 노동문화재 작품 심사위원

1984. 4 제1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집햄위원

1984. 5 독립기념관 상징탑 겨레의 탑 설계 및 감리, 사립학교 연금회관 홍보관 설계 및 감리

1984. 6 EXPO *85 일본 쓰꾸바 세계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현지감리

KORHOTEL FOOD '84 제일제당관 설계 및 감리

서울상공회의소 신축회관 1충 코아 벽화 제작, 국제회의실 입구 벽화 제작감리

국제통신센터 한국전기통신공사 가구류 설계 및 감리

1984. 9 금성사 GOOD DESIGN 공모전 심사위원, 서율상공회의소 100주년 기념탑 설계 및 감리

서울상공회의소 신축회관 내부장치 설계 및 감리

삼성 GOOD DESIGN 지명작품 출품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기념 우표전시장 설계 및 감리

1984. 10 서울올림픽 디자인 전문위원, 럭키금성 부산전시관 설계 및 감리

제일제당 유전공학 전시회 설계 및 감리

로얄 B/D 상징조형물 '비조'

1985. 5 올림픽공원 및 아시아 선수촌 건설 자문위원

전기통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장 설계 및 감리

품질관리 연수원 심볼탑 설계, 포항종합제철 '패' 디자인

EXPO *86 캐나다 뱅쿠버 세계박람회 한국관 설계 및 현지감리

1985. 8 한국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선정 심사위원, 국가보훈처 기장 디자인

1985. 11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이너 등록 심사위원

1986. 4 '86 서울기계전 카탈로그 콘테스트 심사위원, 한국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선정 심사위원, 기아산업 상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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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여의도 설계 및 감리

'86 ASIAN GAME 주경기장 문화종합전시장 설계 및 감리

ANOC 총회 '86, '88 서울올림픽 홍보관 설계 및 감리

1986. 5 올림픽회관 통합 상황실 내부장치 설계 및 감리

' 86 ASIAN GAME 아시아 스포츠 우표전 설계 및 감리

AMERIPEX '86 세계우표전시회（미국） 한국관 장치물 설계 및 감리

럭키금성 TWIN TOWER 상설전시장 연암사이언스홀 설계 및 감리

농협 중앙회 농업박물관 설계 및 감리, 삼성전자 Product design 수출용 카세트 라디오 Double-Deck-Compo 개발, 

매직쉐프 가스오븐렌지 후드 개발

1986. 6 UN 제5차 I. T. U 주최 TELECOM *87 한국관 설계 및 현지감리

1986. 7 SITRA '86 올림픽 상품전 럭키금성관 설계 및 감리

SITRA '86 올림픽 상품전 제일제당관 설계 및 감리

1986. 8 * 88 SEOUL OLYMPIC 남산 상설전시관 개편 설계

한국종합무역센터 종합홍보 카탈로그 제작

1986. 9 한국종합무역센터 전시장 견본 전시장 기본설계

기본 BOOTH 배치 및 BANNER HANGING SYSTEM 설계, 종합 광고 SYSTEM 기본설계

1986. 12 독립기념관 제7관 대한민국관 설계 및 감리

1987. 1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환경장식 전문위원 위촉

럭키금성 TWIN TOWER 상설전시장 연암사이언스홀 내 미래도시, 석유화학, 생명화학, 태양에너지, TWIN TOWER

모형설계 및 감리

1987. 2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 위촉

광주 아시아자동차 쇼룸 설계 및 감리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농협 중앙회 상징조형물 설계 및 감리

'88 서울올림픽 전신전화 취급소（새PC, IBC, 선수촌, 기자촌 기타 지역） 환경장식 설계 및 감리

1987. 8 '88 서울올림픽대회 환경장식 및 사인시스템 감리, 한국종합무역센터 주차장 SIGN 설계, SITRA '88 서울 국제무역 

박람회장 장치 설계 및 감리

1987. 9 한국종합무역센터 한국종합전시장 내 관람입장권 매표소 및 주차장 정산소 디자인 설계 및 감리

1987. 10 한국공항터미널 주차장 색채 & 사인 설계 및 감리

1987. 12 아시아 텔레콤 '89 전시회（싱가폴） 한국관 설계

아시아 텔레콤 '89 전시회（싱가폴） OTELCO전시장 설계 및 현지감리

1988. 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운영위원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람회 집행위원

세계 현대미술제 올림픽기록 조형물 조형 심의 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 장애자올림픽 조직위원회 시설 전문위원

1988. 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 농협기념품 및 기념패 디자인 제작

1989. 1 아시아 태평양 박람회 후쿠오카 '89 서울관 서울시 부스설계 및 현지감리

아시아 태평양 박람회 후쿠오카 '89 서울관광공사 부스설계 및 현지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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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전시실 설계 및 감리

1989. 4

아시아 텔레콤 ' 89（싱가폴） 한국관 현지 전광판 아트워크 디자인

아시아 텔레콤 '89（싱가폴） 관련 제작 현지시공 감리

대전세계박람회 회장조성 전문위원회 위원

1989. 7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장 조성 전문위원회 위원

제2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위촉

1989. 4

대전 EXPO '93 회장조성 마스터플랜 및 프로그래밍 연구

한국우수디자인（GOOD DESIGN）상품선정 심사위원

1989. 6 제24회 서울올림픽 환경장식 및 SIGN SYSTEM 디자인 설계

1990. 5 중국 북경 EXPO COM이 CHINA '90 한국 전기통신공사 전시관 설계 및 현지감리

1990. 8

서울올림픽 기념관 설계 및 감리, 현대시멘트사옥 예술장식 조형물제작

대전 EXPO '93 물과학관 건립 자문위원

1990. 11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장 조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전시 연출 전문위원회 위원

1990. 12

스위스 제네바 TELECO새 '91 한국공동관 기본 설계용역

대전 EXPO *93 컬러 시스템 개발 용역

대전 세계박람회 전시연출 자문위원

1991. 4

대전 EXPO '93 상징탑（한빛탑） 기본 및 실시 설계

지하철 5, 7, 8호선 사인시스템 설계

'90년도 도시환경 문화상패 제작

대전 EXPO *93 컬러 시스템 메뉴얼 제작 기획 편집

1991. 5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장계획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1991. 11 대전 EXPO '93회장 연출기본 및 실시 설계（색채, 사인, 환경장식, 조명, 음항）

1992. 3

독립기념관 중심 시범 문화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서울 도시미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올해의 포철인 상패디자인

1992. 9 마포구 서교동 338-59번지에 인타디자인 하우스（INTER DESIGN HOUSE- 설계실 2개충, 자료실, 연구실, 건축 사무

1992. 12

실로 구성） 5층 사옥 마련

대전 EXPO '93 조형 예술작품 전시장 환경 연출 설계

1993. 5 서울시 직행 좌석버스 색채 및 정거장 디자인

1993. 9

대전 EXPO *93 장외 안내부스 디자인 설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장 , 산미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장 발령

199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정년 퇴직 및 명예교수

연구내용

한도룡은 한국 환경디자인의 개척자로서 서울올림픽, 대전 EXPO의 둥의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다

수의 국외 세계박람회 한국관을 설계 감리한 디자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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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난 한도룡은 1954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룰 입학하였다. 졸업 후 1959년 '한국공예 

시범소'의 디자인 부장으로 입소하였다.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강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입문하여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동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육일선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1960년대 초 조선호텔 내에 '스페이스 디자인 연구소 를 설립한 후 1976년 '인타（人妥）디자인'으로 

개칭하여 토탈디자인 워크샵 시스템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수많은 국제박람회의 한국관 설계와 서울지하철 CI, 서올올림픽 환경장식 및 사인 시스템 디자인, 독립기 

념관 상징탑 및 대전 EXPO 상징탑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그의 이러한 왕성한 활동은 다양한 수상경력 

에서 알 수 있는데 1956년부터 '59년까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에 연속 4회 특선상을 받았고 I960년 대한민 

국 미술전람회에서 공예부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961년의 서울특별시 공예부 문화상을 최연소로 수상 

하여 화제를 모았고 이때 부터 서울특별시 문화위원으로 위촉되어 '65년까지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66년 국제기 

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는 한편 1967년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초대심사위원을 시작으로 8회 

까지 활동하였다. 1968년 국제박람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공로표창과 1970년 문화 및 수출무역에 공헌한 공 

로로 8 • 15광복절 국가공로 대통령 표창, 그리고 1991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79년 한국 현대디자인학회 

회장과 한국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협회 （KISD） 고문을 역임하였다.

한도룡이 본격적인 디스플레이를 맡은 것은 1967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의 한국관 내부전시 디자인이 

었다. 이듬해인 1968년에는 구로동에 있었던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를 맡아 비록 국제적인 행사는 아니였다할지라 

도 상당한 호평을 얻었다. 당시 경제 도약기에 있었던 국내 상황에서 전시 방법이 종전의 것에 비해 대담하여서 

일본 디스플레이 연감에 한국 최초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행해지는 각종 국제박람회는 KOTRA를 통해 대 

부분 그가 디자인을 맡았는데 이를 국가별로 보면 40여 개국에 이른다.

해외 프로젝트 작업은 '스페이스 디자인 연구소 률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도쿄에 소재한 동아상 

호빌딩 실내장치 및 현지감리를 시작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관 및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국관을 설계, 

감리하였다. 최초로 영상전시를 시작한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박람회에서 한국관의 실내장식 설계와 현지감리 등으 

로 해외전시에 참가하였고 미국에서 개최된 '68년 산안토니오 국제무역박람회, '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비롯해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장 내외부 장치설계 등을 하였다.

'70년대 돌어서는 경주보문단지 개발계획, 마산수출자유지역 심볼타워 설계, 제작 등 환경조형물 제작에도 관여 

하면서 어린이회관, 한국종합전시장, 과학관, 금성, 럭키, 쌍용, 선경 등의 종합상사 독립관의 설계 및 실내디자인 

등 국내에서의 홭동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전시의 한국관을 맡아 설계, 감리하였다.

'80년대에는 '82 미국 낙스빌 에너지박람회와 '85 일본 쓰꾸바 과학박람회 등에서 한국관 설계를 맡았으며 국 

내에서는 천안독립기념관 상징탑인 '겨레의 탑' 및 금성의 연암 사이언스홀 설계, 서울지하철 2호선 이P제작과 88 

서울올림픽 환경장식 및 안내체계 시스템개발, 농협박물관 등을 설계, 감리하였다.

'90년대에는 '88서울올림픽기념관 설계, 감리와 서울지하철 5, 7, 8호선 사인 시스템 개발, '93 대전EXPO 컬러 

시스템과 회장 연출 시스템을 개발, 한빛탑 기본설계 등을 주요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대전 EXPO의 경우 엑스포 

조직위원회 회장, 계획조정위원, 전시연출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상징탑인 한빛탑 기본 및 실시설계, 컬러 시스템 

매뉴얼 제작 기획, 편집 등의 프로젝트를 진햄하였다. 엑스포 회장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대회 상징탑인 '도약 

의 빛 이라는 주제를 상징하는 한빛탑의 하단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과거（첨성대를 상징화）, 중심부는 현재（우 

주정거장 모양의 원형 전망대） 그리고 상단부는 미래（우주 로켓모양）를 형상화하여 대전 EXPO의 수많은 조형물 

중에서도 이념과 목적을 전달하는 데 발군의 빛을 발하고 있다.

처음 한도룡은 공예가로 출발하였지만 디자인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환경디자인에 눈을 돌려 선발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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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업을 다져나갔다. 토탈디자인으로서 인접분야의 동원이 불가결한 환경디자인의 성격상 그의 공예적 기질은 

보이지 않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시되는 각 분야에 따 

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건축을 비롯한 타 전문분야에 대해 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 

이다. 그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결정짓는 미적 조건이 일정한 테마 혹은 이미지를 근거로 하여 색채, 현상, 조명, 

동작, 음항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에 구성하고 연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파 

악하였다. 정보전달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작업은 특히 외국의 세계박람회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품을 소개하면 

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는 이중의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느낌의 전통적 색채와 형태를 

전개시켜 나가는 데 고심하였다. 기본패턴으로 주로 각이 진 형태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그의 작품에 시 

각적인 긴장감을 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재료에 있어서도 블랙미러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여 단순 명쾌하고 충격 

적인 공간이나 현대의 공학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 한도룡은 교육일선에 머물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197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미술대학 최초로 실험대학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홍대미대 , 오사까예대 , 다니와단기대학으로 구성된 

한일 3대학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1974년에 미술대학에 최초로 공업디자인과를 신설하였고 산업미술대학원에 무대 

디자인 등 새로운 전공과목 신설에도 앞장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79년 공업고등학교 r공예기초실습」과「색채학』그리고 1980년 공업고등학교 1■미술도서」를 집필하기도 한 그 

는 196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를 비롯해 서울시 건축, 녹지, 색채 등 도시미관 자문위원과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협회와 금성사 공모전 심사위원 둥 디자인 관련 심사 

위원으로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관례 정비에도 심혈을 기을였다.

한도룡은 디자인이라는 장르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초창기부터 교직에 종사하는 한편 작품활동을 통하여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디자인 분야를 체계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다수의 국외 세계박람회 한국관울 디자인하면서 

우리 디자인 디스플레이계에 범세계적인 첨단요소를 부단히 흡수,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60년대만 해도 생소했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현대화시켜 우리나라 디자인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한도룡은 한국 디자 

인계에 있어서 그 역사의 맥으로 다루어질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꾸준 

한 활동으로 한국 환경디자인사의 한 단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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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디자인

［성명］ 김경영

［생몰연대］ 1848년~

［소속］ 라미환경연구원 대표

［주소］ 직장/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504호

［전화］ 직장/02-421-7277

［FAX］ 직장/02-421-7279

연보

1948 서을 출생

1983 라미환경미술연구원 원장

1987. 12 서을시장 표창

1989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문화부주최 제2회 도시환경 문화상 수상

내부무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출강

1989. 5 군산시장 표창

1991 일본 규슈지부 색채교육 강습회 초빙강사, 한국산업디자인 진홍원 초빙 강사로 활동

1991. 10 문화부 주최 제2회 도시환경 문화상 수상

1992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도로자문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출강

일본 구주지구 색채교육 강습회 초빙강사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출강

1992-96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출강

1996 한양대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 출강

강원도청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경관부문 위원

서울특별시 도길자문위원회 위원

1997 대한민국산업미술전람회 심사위원

경기도 행정디자인실 자문위원 활동

1997. 5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1997. 12 춘천시장 표창（소양2교로 춘천시장 표창）

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출강

현재 라미환경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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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김경영은 '라미환경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한 여류 환경미술가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환경미술 

분야를 개척해왔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경영은 덕성여대 산업미술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조경기사로 일하다가 1983년 라미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환경조형물을 비롯하여 도시경관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1992년 일본 지바대학대학원 자연과학연구과 거주공간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1992년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에 출강한 것을 시작으로 건국대 생활문화대학과 한양대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 출강하였고 1998년부터 연세대학교 대학원 출강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편 외에 공무 

원들의 환경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1989년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1992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에 출강하였고 1992년에는 일본 규슈지구 색채교육 강습회 초빙강사로 활동하기 

도 하였다.

1992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을 지냈고 1996년 강원도청 지방건설 심의 

위원회 경관부문 위원, 1996년 서울특별시 도로자문위원회 위원, 1997년에 경기도 행정디자인실 자문위원으로 활 

동하였다. 대표적인 수상실적으로 1987년 서울시장 표창, 1989년 군산시장 표창, 1991년 문화부 주최 제2회 도시환 

경 문화상 수상, 1997년 통산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고 1997년에는 그가 디자인한 소양2교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선정되면서 춘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 인천카롤릭대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라미환경연구원의 

대표로 있다.

김경영은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당시 미개척분야였던 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 

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몇 년간 조경기사로 활동을 하였지만 환경디자인 작업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게 된 것은 

1983년 출산과 함께 집을 이사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시작되었다. 자신이 이사한 강남구 삼성동의 새로 지은 연립 

주택에 놀이터가 세워졌는데 틀에 박힌 황량한 벽면에 철근제 놀이기구가 덩그라니 놓여 있는 것이었다. 이를 목 

격한 그는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벽면을 손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건축 

주에게 문의하여 허락을 받아 내었고 페인트 다섯통을 제공받아 벽면에 손수 수퍼그래픽 작업을 하였다. 그의 최 

초의 환경그래픽 작업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고 이 작품이 서울시 건설교통본부 담당자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1984년 3월에 잠실어린이 교통공원 채색 작업을 의뢰받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원형 그대로 보수, 유지될 정도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후 1984년 서울대공원 열대조관, 남아메리카 

관, 어린이 동물원의 내부벽화를 맡으면서 그의 작업에 대한 호평은 계속 이어졌다.

김경영의 활동은 자신이 설립한 라미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1983년에 설립된 본 연구원의 주요 사업 

은 아파트단지 이미지 통일화 계획 및 외장 색채계획 외에 안내체계 디자인, 가로 시설물 디자인을 비롯한 도시경 

관계획과 환경디자인 계획 그리고 지방자체단체 CIP계획, 환경조형물 및 교량디자인이다. 라미환경디자인이 국내 

최초의 환경디자인 관련 업체인 만큼 이곳에서의 작업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작업이 많다.

무엇보다 환경디자이너로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은 1985년 목동아파트단지 색채계획이었다. 3개의 

생활권으로 나뉜 대단위의 목동아파트단지를 그 토지 이용 특성에 맞추어 색채 배색 개념을 작성한 뒤 각 단지별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을 선정하여 색채계획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측벽에 목동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 마 

크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부여해 주고 동표시방법의 특성을 살렸다. 종래의 회색주조의 시멘트벽 외관이 전부였 

던 아파트 단지에 그의 색채계획 작업은 당시 주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왔다. 그후 다 

른 아파트 단지들이 이를 변형하여 모방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김경영의 아파트 외장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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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1988년 구의동 아파트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아파트단지에 꾸준히 이어졌다.

1989년에 제작된 원주시 원일로 가로 경관 작업은 원주시의 중심가인 원일로의 1개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진행 

되었다. 김경영은 도로상의 모든 시설물, 담당, 보도포장, 건축물 외관, 조경, 랜드마크, 간판광고물 등 모든 경관 

과 관련된 요소를 통합하여 좁아 보이는 도로를 정리하는 계획을 맡았다. 특히 별개로 설치되는 가로등, 안내판, 

국기게양대, 휴지통 등을 철거할 수 없는 전신주에 부착하여 경비절감과 보도의 확장감을 극대화시켜 도로 경관을 

크게 개선시켰다. 최초의 가로 경관계획인 이 작업으로 그는 1992년 문화부 주관 제2회 도시환경 문화상을 수상하 

기도 하였다.

1991년 엑스포대교 외관계획 사업은 음과 양의 조화라는 주제를 아치라는 형태로 살려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동일한 주제에 따라 교량의 형태, 색채, 가로등, 난간 등이 일체화 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쾌적감을 주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교량의 형태 뿐 아니라 색채와 외관의 중요성을 새 

삼 일깨워줌으로써 거리환경 조성 뿐 아니라 교랑에도 그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 결실은 1992년에 춘천 

시 소양2교가 현상공모전 당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다리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춘천시 환경디자인 계획 및 춘천시청 진입부 환경개선 계획도 호반의 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타 

일을 이용하여 맑고 꺠끗한 리듬감을 분위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타일의 경직된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곡선의 형태 

를 살렸다.

김경영이 최초로 시도한 작업 중 또 다른 하나로 과천시 보행자 안내채계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있다. 과천 

시는 전국 시범도시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를 수립하였는데 김경영은 버스쉘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보행자 안내체 

계, 관악산 정비계획, 도시 야경연출 계획 등 도시경관 관련 도시이미지 통합계획을 실시하였다. 우선 풀형으로 격 

자형 가로망과 잘 조화되도록 하고 안내내용올 상세하게 구분하고 혼란스러운 지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역번 

호를 개발하였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과의 통합디자인을 통해 쉘터의 기둥을 안내표지판으로 홭용함 

으로써 복합적으로 디자인하였다. 버스와 택시 쉘터의 지붕선의 흐름은 과천시가 해돋이 마을이었음율 상징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도시이미지를 은연 중 부각시켰다. 특히 옥외 광고물 정비계획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 

소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이미 몇 개 건물이 계획에 의해 시범적으로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 시단위에서 최초로 실시된 1993년의 안산시 CIP기본체계 작업, 1994년 국립공원 통합형상 표시계획, 

1995년 김포시 이미지형상 계획, 1996년 김해시 CIP 및 내외지구 경관조성계획, 1996년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등 무수히 많은 환경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룔 작업하였다.

김경영은 이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평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외국의 환경미술 관련 실태를 시찰하곤 했는데 그러던 중 체계적이며 선진화된 행정을 갖추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근접한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2년 뒤늦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어도 모르 

는 상태에서 영어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 그는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통학하면서 학문 

과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바대학대학원 자연과학연구과 거주공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미술개념을 일반인, 특히 공무원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번역서를 펴내었다. 1988년에 출간된「하천 친수계획과 디자인: 친수계획 가이드」는 일본재단법 

인 리버후론트 정비센터에서 편저한 책으로 김경영이 이재호, 배중환과 함께 번역하여 관련업종인들에게 좋은 반 

응을 얻었다.

김경영의 디자인관은 건축물이 단순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건축물은 하나일때 건축물 

이지만 2개 이상이 되면 도시경관이 된다는 말을 되살려 도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그 

곳을 방문하고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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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업을 통해 한가지 색깔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정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역적 특징을 살려 개성적이고 의미있는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는 환경미술 작업을 통해 우수한 

건축디자인이 지니는 사회적 효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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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김경영. 잠실 어린이 교통공원 수퍼그래픽.

김경영. 목동아파트 외장색채 계획.

김경영. 대전 EXPO대교 현상공모 당선작.

김경영. 춘천시청 진입부 개선후 외부전경.

김경영. 과천 보행자 안내체계.

A 국립공원
NAlionttl Irk

김경영. 국립꽁원 통합형상 표시계획.
심볼마크 로고타입 조한형（상）, 마스코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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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물 I 환경 디 자인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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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3

［분야］ 무대디자인

［성명］ 김복진（金復쇘/Kim Bok-Jln）

［생물연대］ 19이년〜1940년

연보

1901. 9. 23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출생

1910 황간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

1916. 3 배재고등보통학교 입학

1918 박영회, 이서구, 김기진 등 경성 각 학교의 문예청년들과 함께 반도구락부를 조직

1919. 3. 1 3 • 1운동 당시 홍보지인「독립신문」둥사판을 만들었으며 3 • 1운동 시위에 참가

1920 배재고보를 졸업,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선과생으로 입학

1922. 5 박승회, 연학년, 김기진 둥과 함께 문예단체 '토월회 를 구성

1923. 7 토월회 연극공연 무대 장対를 맡아 찬사를 받음

1923. 8 이승만, 윤상열, 원우전, 이제창과 함께 토월미술연구회를 조직하고 무대장치 및 미술교육을 실시함

1923. 9 '파스큐라 조직

1923. 10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에 심취

1924 일본 토오쿄오（東京） 미술학교 조각과 졸업, 제전（帝展） • 선전（鮮展） 입선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취임 , 김은호와 조선미술원을 설립

주요작품〈나상〉,〈소녀〉,〈3년전〉,〈나부〉,〈밀러씨상〉,〈러들러선생상〉등

1924. 9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여인입상〉입선

1925 동경미술학교 졸업

1925. 7 박영회, 김기진과 함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창립을 주도하고 강령 및 규약을 작성하였으며 중앙위원 서열 1

위에 오름

1927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책임비서로 활동하는 한편 김은호, 이승만 등과 함께 창광회를

조직

1934. 9 이기영, 김기진과 함께 잡지「청년조선」을 창간하고 인쇄공장율 세움

1935. 2. 21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으로 입사함

1936 전북 김제 금산사에 11미터 크기의〈미륵전 본존상〉제작

1938 조선미전에 배우 한은진율 모멜로 삼은 의기 목조〈백화〉발표, 제국미전에서도 입선

1940 조선미전에 출품한 작품〈소년〉이 조선총독상을 수상, 추천작가로 추대

1940. 8. 18 하오 11시 30분에 사망

1940. 10. 5 49재에 맞춰 부민관에서 김은호, 여운형, 방응모, 이광수 등 150여 명이 모여 추도식을 거행하고 30여 점의 유작

398



인물 I 환경디자인 I 무대디자인 I 김복진 I

JJ ② 13 E

전람회를 가짐

1950 6 • 25전쟁 속에 을지로 일대의 화재로 김복진의 유작 30여 점이 모두 타버림

연구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 정관（井戳） 김복진（金復鎭）은 국내에 본격적인 창작조각을 연구하고 소개한 선구 

자로서 신극운동단체인 '토월회（土月會）'의 연극 상연무대를 설처한 바 있다.

1901년에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난 김복진은 1920년에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하여 조각을 전공하고 1925년에 졸 

업했다. 그뒤 서울의 모교인 배재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 경성여자상업학교와 경성공업학교 도기과 강사률 지내는 

한편 서울 기독교청년회 청년학관 미술과에서 조각을 지도하였다.

1922년 동경에서 소설가인 동생 김기진（金基鎭）, 이서구（李瑞求） 등과 신극운동 단체인 '토월회（土月 會）'를 조 

직하고 이듬해 7월 서울 공연에서 무대장为를 맡았다. 그후 독립적으로 '토월미술회（土月 美術會）'를 꾸미고 서울 

정동에서 남녀 연구생에게 신미술의 조각을 지도하였다.

1924년에 작품〈여인입상〉으로 이미 동경의 제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한바 있는 그는 1925년에는 서울의 조선미술 

전람회에 자각상自刻像으로 추측되는〈3년전〉과〈나체습작〉울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이듬해 나체상인〈여인〉으로 

특선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로서의 그의 활약은 1925년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 참여에 이어 엠 

엘당（ML黨）에 가담했다가 1928년의 3차 공산당검거 때에 붙잡혀 6년 간의 감옥살이로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옥중에서 불교에 마음을 두면서 목각불상（木刻佛像）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33년말 출옥하여 1935년에 생 

계를 위해 중앙일보사에 입사하여 학예부장으로 미술비평을 쓰면서 작품제작에 열중하였다. 1936년부터 불의의 발 

병으로 1940년 작고하기까지 마지막 5년 간의 본격적 제작기에는 기념동상의 위촉도 많이 받았고 1935년 김천중학 

교（金泉中學校）의〈최송설당여사상（崔松雪堂女史像）〉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물상을 제작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 

에 출품한〈목〉,〈불상습작〉,〈나부（裸婦）〉（특선）,〈위이암（韋利嚴）선생상〉,〈백화 白花〉,〈소년〉（특선）,《다산선생 

상（多山先生像）〉등을 김기진이 보관하였으나 6 • 25사변 중 모두 불타 없어져 남아 있는 작품이 없다.

김복진이 무대미술을 하게 된 것은 동경미술대학 재학 중인 1922년 5월 유학생들과 함께 문예단체 토월회를 구 

성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토월회는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김복진 외에 이서구（일대 문예과）, 그리고 그 산파역 

을 담당했던 박승회（朴勝喜, 명치대 영문과）, 김복진의 형 김기진（입교대 문과）, 박승회의 형 박승목（朴勝木, 도안 

미술전공）, 이제창（李濟昶, 동경미술 양화과） 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토월회 라는 이름은 팔봉 김기진이 '현실 

에 토착해 있되 이상은 명월 같이 높게 가져야 한다 는 뜻으로 지었다. 토월회는 처음에 문학과 연극울 토론하던 

클럽에 지나지 않았으나 조국 동포들을 위한 문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하면서 민중들에게 파고드는 계몽적 

역할로는 역시 연극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운동의 방향을 바꾸었다. 종래 한국의 신파극과는 좀 다른 연극다 

운 연극으로 신극운동율 전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각본과 연기 무대미술면에 있어서도 보다 입체적인 효과를 위 

하여 우선 유젠 파롯트의〈기갈（飢渴）〉（전원등장）, 안톤 체홉의〈곰〉（연학연 주역）, 박승회의〈길식（吉植）〉（김기 

진 주역）, 버나드 쇼의〈오로라〉（박승회 주역）를 고국의 무대에 올리기로 하였다. 이때 무대장为를 김복진이 맡았 

고 그 제작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 무대장为는 관부연락선（關釜蓮絡船）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운반되었다. 당초 서을에서의 창립공연은 1923년 

7월 26일로 상연일자가 잡혀 있었으나 여자역을 맡을 여성연기자가 없어서 상연일자가 미루어졌다. 진명여학교（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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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女學校에 다니던 이정수（李貞守,〈곰예 출연）와 신파극에 출연하고 있던 이월화（李月華,〈오로라〉출연）, 그리 

고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이혜경（李惠卿,〈길식〉에 출연）을 찾아 그들의 부모 승락을 받아 8월（날짜 불명）부터 

'조선극장 에서 그 첫번째 막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무대에 서보는 경험이 없었던 터라 전원이 등장하는 첫번째인〈기갈〉에서는 무대와 객석 사이에 

모기장을 쳐서 의식적으로 관객의 시선을 피해서 연극을 하였다. 관객석에서는 무대의 광선 때문에 모기장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연기자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무대상의 두려움과 관객과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토월회는 창립 이후, 10여 년간 장기존속과 더불어 공연실적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케 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대의 타성에 젖어 갔고 창작 및 번역극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판단없이 서구의 낭만회곡으로부터 사실주 

의 회곡과 상징주의 회곡을 가리지 아니했으며, 연기면에 있어서도 어떤 뚜렷한 방향설정이 없었다.

그러나 1922년 '조선극장 에서 올린 유젠 파롯트의〈기갈（飢渴）〉, 체흡의〈곰〉등의 무대장対는 사실적 완벽한 

! 무대장犬!였다고 한다. 어쨌든 이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 그들이 보다 무대면의 다양한 입체성을 충분히 고 

려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김복진이 안석주와 이승만, 이제창의 조력에 힘입어 설치한 무대장対는 조선 연 

； 극계에서 볼 수 없었던 호화판으로 당시 큰 관심과 호평을 불러 일으켰다. 다만 그가 설为한 무대장치가 어떠하였 

는지에 대해 남겨진 자료가 없어 그 구체적인 세부를 알 길이 없다. 함께 작업하였던 안석주의 증언에 의하면 김 

복진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무대의 면적과 높이를 측정하고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이를 고려하여 무 

대를 꾸몄고 일단 설치에 착수하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일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조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탁 

■ 월한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신선한 감각은 무대미술에서도 발휘되었던 것이다.

그후 1923년 8월에 이승만, 윤상열, 원우전, 이제창과 함께 '토월미술연구회'를 조직하고 무대장:치 및 미술교육 

을 실시하였다. 9월에는 '파스큐라'를 조직하고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복 

： 진은 본격적으로 예술활동을 왕성하게 할 즈음인 40의 나이에 요절함으로써 그의 무대미술 활동도 단명에 그対고 

: 말았다.

김복진의 무대미술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우리나라 연극무대사에서 중요하게 거 

론되는 것은 토월회의 공연이 계기가 되어 조선의 각 극단들이 무대배경을 비중있게 다루게 되었으며 연극에서 이 

: 른바 무대 장치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견인차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

윤범모 • 최열.『김복진 전집』. 청년사, 1995.

윤범모.『한국 현대미술 100년』. 현암사, 1984.

장한기.「한국연극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소녀: 조선조각가 김씨 제작품（동경에 발송）」.「동아일보」. 1925년 2월 16일자 2면 7단.

이구열 .「김복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대한민국 예술원.『한국미술사전』. 대한민국 예술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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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동경미술학교시절. 아랫줄 왼쪽끝이 김복진.

토월회 시절. 윗줄 왼쪽에서 두번찌가 김복진. 1922.

깁복진에 관한 대담올 나누는 김복진의 아우 

김기진과 근대미술사학자 이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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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추 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환경 디자인 무대 디자인 미 UCH 쳐

환경 디 자인 (Environmental Design)

김宅진 : 김정환 | 최연호 원우전 i 장종선 ।

［분야］ 무대디자인

［성명］ 김정환（金貞植/Kim Jung-Whan）

［생물연대］ 1912년~1973년

연보

1912
1937
1939
1932
1940
1946
1948
1947

1966
1967
1971
1973

출생

일본미술학교 응용미술과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동보영화사（東寶映■社）에서 수업 쌓음

고골리의〈검관찰〉에서 조명을 맡아 무대디자이너로 출발

1940년 조선연예주식회사와 조선악극단의 미술부장

〈자유만세〉무대 디자인

대한영화사의〈밤의 태양〉무대디자인

신극협의회에 가담, 6 • 25사변 울 전후하여 중앙국립극장 무대과장, 연극학회 간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집행위

원, 서울특별시 문화위원으로 활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대우교수로 시작하여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

미국 록펠러 재단의 초청으로 1년간 예일대학 연극학과에서 연구, 구미연극계를 시찰하고 귀국

예술원 회원에 피선

동아연극상（무대미술상）을 수상

병중에 국립극단의〈포로들〉무대 디자인

드라마센터의〈초분（草墳）〉의 해외공연을 위한 디자인을 남긴 채 사망

연구내용

문헌（文軒） 김정환（金貞桓）은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와 1940년대부터 연극 무대룔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무 

대미술가이다.

김정환은 1912년 구한말 무관（武官）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일본미술 

학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하여 1939년 졸업과 동시에 동보영화사（東竇映濫社） 미술과 촉탁으로 들어가 무대장치가로 

서의 수업을 쌓았다. 1940년 귀국하여 조선연예주식회사와 조선악극단의 미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대디자인 및 

제작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연극교육자로서 서을대학교 미술대학의 대우교수로 시작하여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드 

라마센터 부설 연극학교, 수도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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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라마센터의 건립설계에서부터 대다수의 무대장치를 도왔고 미국 록펠러 재단의 초청으로 1년간 예일대 

학 연극학과에서 연구, 구미연극계를 시찰하였다. 1966년 예술원 회원에 피선되고, 1967년 동아연극상（무대미술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19기년 병중에 국립극단의〈포로들〉의 장치를 해냈으나, 1973년 드라마센터의〈초분（草墳）〉 

의 해외공연을 위한 디자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번역서로 리글의「예술미학론」이 있다.

김정환은 1932년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극예술연구회의 직속 실험무대에서 고골리의〈검관찰（檢察官）〉의 조명 

을 맡아 연극과의 인연을 맺었다. 고골리 작, 함대훈（咸大励） 번역의〈검찰관〉은 당시 러시아 관계의 무질서함을 

폭로한 작품으로 제1회 공연부터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함대훈（咸치b）, 이헌구（李軒求）, 유치진（柳致反）, 이 

하윤（異河潤）, 최정우（崔挺宇）, 조회순（書喜淳）, 김지섭（金晋變）, 김광섭（金琏燮） 등이 잠시 출연한 것도 이채를 

띠었다. 조명의 김정환 외에 무대장처에 김인규（金寅圭）, 의상에 최방식（崔邦植）으로 근대적 사실주의 표현양식으 

로 무대를 구성하였다.

김정환은 1942년 극단 고협（高協）에 관여한 이래〈빙하〉,〈아름다운 고항〉,〈무영탑〉,〈해당화 피는 섬〉,〈삼남 

매〉등의 장치를 많았으며 예원좌, 약초악극단, 반도악극단, 신생극단, 홤금좌 등에서 악극 및 무용극의 장처를 담 

당했다. 광복과 더불어 서울무대장처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연극과 영화 양쪽에 활동의 폭을 넓혔다.

영화미술로서 대표적인 것은 고려영화사의〈자유만세〉（1946）, 대한영화사의〈밤의 태양〉（1948） 등이 있다. 연극 

홭동은 1947년 이래 신극협의회에 가담하여 극단 신협과 극협의 무대장为룔 맡는 한편, 6 • 25사변을 전후하여 중 

앙국립극장 무대과장, 연극학회 간사,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집행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위원 등 폭넓은 활동을 하 

였다. 6 • 25사변 때는 극단 신협과 함께 피난하여 대구, 부산을 내왕하며 무대장対에 전념하다가, 환도 이후 신협 

의〈원술랑〉을 비롯하여〈다정불심〉,〈햄릿〉그리고 국립극단의〈파우스트〉등에서 우수한 장치를 보여주었다.

유처진 원작의〈원술랑〉은 허석의 연출 하에 1950년 4월 30일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은 신라구국의 영웅인 김 

유신 장군의 아들 원술의 용맹을 극화한 역사극으로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을 고취시켜 해방된 민족에게 자부심과 

굳센 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돌어졌다. 당시 그가 시도한 무대디자인을 사진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 

으나 의상과 배경의 문짝 등으로 미루어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한 작품이었음율 알 수 있다. 박종화 원작의〈여인 

천하（女人天下）〉는 이진순 연출 하에 1960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국립극단 시공관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궁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극화한 작품으로 궁중의 왕이 거처하는 방답지 않게 다소 초라하게 디자인되었다. 유为진 

원작의〈나도 인간이 되련다〉는 오사랑 연출 하에 1966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연되었다. 그는 전경에 배対된 

탁자와 의자 이외 장처를 배경화에 의해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이재현 원작의〈포로들〉은 이기하 연출 하에 국립 

극단이 국립극장에서 김정환이 죽기 1년전인 1972년에 공연되었다. 전쟁과 휴머니즘의 갈등,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자유와의 갈등을 다룬 서사적 연극으로 휴전을 얼마 앞둔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무대로 하였다. 이 디자인에서는 

수용소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장対없이 철망만을 사용해 무대를 단순하게 하여 적막함을 더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김정환은 1940년울 전후로 화가에 의존하여 무대장처를 하였던 우리나라 연극계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본격적인 무대디자이너의 시대를 열었다. 6 • 25전쟁이 일어나고 1951년 이후 한동안 극장들이 영화상영 없이 전적 

으로 연극, 악극, 여성창극으로 극장을 운영하였을 당시부터 작고하기까지 수많은 무대디자인을 한 그는 우리나라 

무대디자인의 개척사를 장식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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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무대디자인

［성명】 최연호（催衍붗/Ch이 Yeon-Ho）

［생몰연대］ 1929년〜1996년 2월 4일

연보

1929 평양 출생

1951 육군 군예대에 입대하여 무대미술 시작

1954 육군 군예대와 극단 고협 에서 무대미술 전담

1957 춘천 소양극장 선전주임

1975 한국방송공사에서 미술 전문위원

1988 한국방송공사 퇴직, '86 아시안 게임 전야제, '88 서울 올림픽 전야제의 미술감독

1990 남북통일음악제 서울측 무대미술과 일본 오사카의 '사천왕사 왔소'행사 미술참여

1991 제17회 세계 잼버리 미술감독

1993 대전 엑스포 '한국의 날 , '서을시의 날 , '대전시의 날 미술담당

1994 중국 베이징 예술제 무대미술 담당, 한국 백상연극상 무대미술상,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한국방송대상 무대미술상, 스포츠 조선, 애BC 공동 주체의 제2회 뮤지컬 대상에서 특별상 수상

1995 구 총독부 건물 철거기념 문화축전 걸개그림 제작

1996 〈북궐도〉제작

극단 '유'의〈파우스트〉무대미술 작업 

국립극장 개관공연 연극〈성웅 이순신〉 

세종문화회관 개관공연 오페라〈심청전〉 

예술의 전당 개관공연 오페라〈시집가는 날〉 

국립창극단 일본 순회공연 무용〈도미부인〉 

시립가무단 공연 뮤지컬〈지붕 위의 바이올린〉 

IV대하드라마〈토지〉,〈풍운〉

일일연속극〈보통사람들〉, 서00분 쇼〉

1996. 2. 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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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최연호（催衍룾）는 근대 무대디자인 전통의 맥을 이은 무대디자이너로서 연극을 중심으로 오페라, 텔레비젼, 대 

형 이벤트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미술을 선보인 인물이다.

1929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최연호는 1944년 평양 성동고를 졸업하였다. 1951년 육군 군예대에 입대하면서 무대 

미술을 시작하였고 1954년에는 극단 '고협'에서 무대미술을 전담했다. 1957년부터 춘천 소양극장 선전주임을 거쳐 

KBS TV와 동양 TV에서 근무하면서 연극, 오페라 등의 무대미술에 전념했다. 1957년 한국방송공사에서 미술 전문 

위원을 지내다가 1988년 퇴직 후 여러 연극무대의 미술작업을 했다.

무대미술 외에 여러 이벤트의 미술감독을 맡았는데 1986년 아시안 게임 전야제와 1988년 서올 올림픽 전야제, 

1990년 남북통일음악제 서울측 무대미술과 일본 오사카의 '사천왕사 왔소 행사,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에서 

미술감독을 맡았고 1993년 대전 엑스포 '한국의 날 , '서울시의 날 , '대전시의 날 에서 미술을 담당하였고 1994 

년 중국 베이징 예술제 무대미술을 맡았다 1995년에는 구 총독부 건물 철거기념 문화축전 걸개그림〈북궐도〉를 

제작하고 1996년 2월 국립극장에서 열렸던 극단 '유' 의〈파우스트〉무대미술 작업을 끝으로 그해 2월 4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

주요작품으로는 국립극장 개관공연인 연극〈성웅 이순신〉, 세종문화회관 개관공연 오페라〈심청전〉, 예술의 전 

당 개관공연 오페라〈시집가는 날〉, 국립창극단 일본 순회공연 창극〈심청전〉, 국립무용단 유럽 순회공연인 무용 

〈도미부인〉, 시립가무단 공연 뮤지컬〈지붕 위의 바이올린〉, TV대하드라마〈토지〉,〈풍운〉, 일일연속극〈보통사람 

듈〉, 서00분 쇼〉등 1천여 점의 작품이 있다. 이와 같은 공로로 한국 백상연극상 무대미술상, 동아연극상 무대미술 

상, 한국방송대상 무대미술상을 2회쒁 수상했으며 사후（死後） 스포츠 조선 MBC 공동 주최의 제2회 뮤지컬 대상에 

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최연호는 어린 시절 마을에서 벌어지는 악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무대미술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는 극의 내용 

뿐 아니라 분장, 의상, 소품 등을 지켜보면서 무대장対에 매력을 느꼈다. 그가 무대미술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 

은 6 • 25전쟁이 발발하여 부산에 피난올 내려가 국민방위군으로 입대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훈련을 마対고 대구에 

있는 육군 군예대아＜AS： 軍藝隊）에 배속된 것이었다. 군예대 시절은 신속이 목표였음으로 인해 다작（多作）을 하였 

고 이를 통해 무대미술 전반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54년 김정환이 몸담았던 극단 고협 

（高協）에서〈은장도〉,〈종점〉등의 무대미술을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무대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1955년에 잠시 강원도 경찰국 홍보실에 근무한 후 1957년에는 춘천 소양극장의 선전주임을 맡아 공연의 무대미 

술과 극장 전면 간판, 입간판, 포스터나 전단지와 같은 각종 홍보물을 디자인하였다. 정규 미술과정을 마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상을 고려하여 문자를 배犬！하는 등의 처리에서 뛰어난 뎃생능력과 화면구성 능력을 보여 주 

었다. 이후부터 그는 무대미술로 서서히 명성을 얻게 되어 서율이나 멀리 대구의 공연단체에서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최연호의 무대미술 경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61년에 서울의 홍대 근처 현석동에 정착해 KBS에 미술요 

원으로 입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소규모 극단의 간이 무대와 극장의 엉성한 간판미술에서 일정 규모의 자본과 시각 

적으로 현란한 색채가 요구되는 방송미술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기룔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는 풍부한 예 

산과 고급인력이 몰려있는 방송국에서, 기존의 무대장치라는 개념의 낙후성을 벗어버리고 무대미술 또는 무대디자 

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는 1988년까지 방송국의 무대디자인을 담당하면서 사실주의적 기법에만 젖어 있던 

60년식 무대미술을 벗어버리고 반（反）사실주의 기법을 도입, 무대미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며 이를 대중매체인 TV 

에까지 접목시켜 나갔다.

그는 유명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무대디자인 뿐만 아니라 서울예술단의 평양공연무대를 비롯해〈휘가로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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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의 바이올린〉,〈맹진사댁 경사〉,〈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7인의 신부〉등 수백 편의 무대미술을 담당하 

였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연극영화예술상과 동아연극상, 한국방송대상 무대미술상을 각각 두 차례씩 수상하며 우 

리 무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장인（匠人）으로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갔다.

최연호가 1963년 1월 17일부터 마지막 작고한 1996년 2월까지 공식적으로 그가 디자인한 것으로 출처가 밝혀진 

연극은 약 863편이다.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 편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을 분야별로 보면 연극을 비롯해 창극, 오페라, 뮤지컬, 방송, 이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정통극 등에서는 작품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미해 관객을 사로 잡았으며 무대미술의 스타일 

또한 사실주의에서부터 반사실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하게 처리해 내었다. 특히 단순히 무대장対에만 신경 

을 쓴 것이 아니라 소홀하기 쉬운 소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무대를 디자인였다. 예를 들면 1983년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공연된 극단 '뿌리 의〈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쓰레기를 쌓아 놓고 원작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1984년 조선일보 주최 국악대공연에서는 넓은 

무대에 독주（獨奏）와 독무（獨舞）가 많자 전채적으로 전봉의 멋을 살리면서 강렬한 색상의 소품을 통해 무미건조함 

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창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에서는 극의 전개와 무용 그리고 음악적인 특성을 골고루 갖춘 무대를 

창조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류의 무대는 대사, 음악과 춤, 의상, 장为 등이 결합된 공연인 만큼 종합적인 무대장치 

를 만든다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였다. 이같은 호과룔 달성하기 위해 빠른 템포의 장면전환과 다양한 시각적 변화 

를 통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무대룔 만들어 내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업적 가운데 ■놓율 수 없는 것으로 극장이나 연극의 무대미술을 TV에 접목 

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 감명을 안겨 준 박경리 원작의 대하드라마〈토지〉를 비롯해서〈풍운〉,〈독립문〉, 

〈노다지〉로부터〈100분 쇼〉,〈가요대행진〉등과 같은 대형쇼의 무대디자인을 완벽히 처리해 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서 TV 무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올 열어 놓았다.

최연호의 작품 스타일은 어느 한 가지에 大!우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소화했기 때문에 

추상이나 사실주의적 기법 등 작품에 맞는 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형태를 정확히 묘사한 사실적인 기법이 나타나는 작품으로〈지붕위의 바이올린〉（1985년）,〈춘항전〉（1986년）,〈토 

지〉（1988년）,〈아이다〉（1990년）,《토스카〉（1994년）,〈7인의 신부〉（1995년）,〈굳세어라 금순아〉（1995년）가 있으며, 

둘째 형태를 변형시켜 처리한 상징적인 기법의 작품으로〈심청전〉（1984년）,〈성춘항〉（1986년）,〈허생전〉（1988년）, 

〈시집가는 날〉（1993년）,〈황진이〉（1995년）가 있다. 마지막으로〈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1970년）,〈지킴이 

〉（1987년）,〈밤으로의 긴 여로〉（1994년）,〈파우스트〉（1996년） 둥은 추상에 가까운 기하학적인 기법을 강하게 보이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작품들은 현재와 과거, 동（東）과 서（西）를 넘나들며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 

작얼되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개화기부터 해방 전 그리고 해방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 배경에 부합되는 무대미술을 선보였다. 또한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서을의 풍경까지를 

거침없이 모두 소화해 내었다.

특히 전통 한옥을 다루는 무대는 그만이 해낼 수 있율 정도의 탁월함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능력은 시대별 건축 

의 특징은 물론 의상, 각종 도구, 생활상에 대한 고증（考讀）에 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다. 1973 

년 국립극단의〈성웅 이순신〉, 1995년 글로리아오페라단의〈황진이〉등과 같은 카다로그들에서 보이는 각종 인물 

들의 스케大！들은 이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1985년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립가무단 주 

최로 열린〈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소품스케为를 보면 인물들의 얼굴 모습과 갖가지 의상 그리고 바늘에서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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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소품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에 공연한〈7인의 신부〉무대디자인은 특출한 실험적 장치로 언론을 비롯한 많은 세인（世人）의 주목을 

받았다. 도저히 셋트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눈사태 장면을 실제 상황 같이 실현해 낸 것이다. 눈이 

쌓인 계곡을 보여주고 있다가 눈사태 순간, 쏟아져 내리는 눈이 그려진 천을 무대 상단에 두루마리로 감아 놨다가 

눈사태 소리와 함께 갑자기 펼쳐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서울 정도 600기념 근대 무대미술전（세종문화회관）에 출품된〈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나랴〉（1970년 11월, 명 

동 국립극장）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사랑을 현대미학의 시각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그의 창의성을 잘 드러내 주 

었다. 이 작품은 상징적 표현으로 현대감각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생략표현으로 물량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노렸다. 

그로 인하여 당시로서는 넘보기 어렵던 소재였던 철재 파이프 공작（工作）으로 무대를 제작해많은 사람둘로부터 호 

평을 받았다.

1995년 9월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처한 쇼와여대 강당에서 열렸던 한국 최고 오페라의 첫 내한공연인〈춘항전〉 

의 무대미술에서도 그의 창의력은 발휘되었다. 광한루 다리를 객석과 무대를 연결한 독특한 시도와 빠른 무대전환 

을 위해 간편하게 장면전환이 가능한 장막처리로 현지 언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이론적으로만 생각하 

는 것에 그为지 않고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장为들을 꾸준히 개발해 내었다.

현대의 무대미술이 단순히 배경만을 그리는 범위에서 벗어나 이미 연출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변화를 감지 

한 그는 무대미술이 영역에서 대형 이벤트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올림픽이나 엑스포를 비롯하여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인 햄사의 이벤트를 해결하는데 그의 무대미술 실력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서울예술단의 평양 

공연, '86년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의 문화예술축전, '88년 올림픽의 전야제를 비롯해 '88 예술축전, '90년 오사카 

시에서 주최한 '사천왕사 왔소' , '93년의 대전 엑스포 행사, '95년의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 등 국내외에서 벌어 

졌던 굵직한 이벤트는 빠짐없이 그의 손을 거쳐 무대 위에 울려졌다.

어느 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1,000여 점 이상이나 되는 작품을 탁월한 감각으로 소화해 내었던 그의 무대미술 

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던〈파우스트〉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작업해온 그의 무대미술의 

특징이 유작（遺作）이 된 파우스트에 잘 용해（溶解）되어 나타났다. 회전무대를 4등분해 사용함으로써 괴테 원작의 

〈파우스트〉회곡이 지니는 열린 형식을 각 주요 테마별로 형상화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처럼 기능면에서 다양하 

고 수많은 장면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이〈파우스트〉무대의 가장 큰 과제였다. 무대회전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모 

습을 나타내기 위해 인생 역정의 미로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무한에의 다양한 도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 

치하였으며 새로움과 연륜의 고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심오한 철학자의 체취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연출 연기상 필요공간의 면분할이 최우선이나 조명, 특수효과 등을 위한 활동공간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건들로 생각해 구성하였다.

최연호는 1902년 설립된 원각사（圓覺社）와 토월회（土月 會）를 중심삼고 활동했던 원우전（元雨田）을 비롯해 김정 

환（金貞桓）, 해방 후에 활동한 장종선으로 이어지는 근대 무대디자인사의 전통을 이었다. 60년대부터 1996년 작고 

하기까지 천여 작품의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작업은 소재주의에 머물렀던 이른바 사실주의적 경향을 벗어나 다각 

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음은 물론 무대디자인에 연출의 개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현대 무대미술의 틀을 확립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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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디 자인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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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진 i 且정환 ! 최연호 । 원우전 i 장종선 |

①2

［분야］ 무대디자인

［성명］ 원우전（元雨田/Won Woo-Jun）

［생몰연대］ 미상

연보

1922

1923

1935

1942

조선극장에서 올린 유젠 파롯트의〈기갈〉, 체흡의〈곰의 무대장夭I

극단 토월회（土月會） 참여

동양극장에서 무대장:치 맡음

연극경연대회에서 제1회 무대장치상 수상

연구내용

원우전（元雨田）은 1923년 극단 토월회（土月會）에 참여하여 이승만（李承萬）과 함께 새로운 무대장大!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신파극의 일본식 무대가 판을 対고 있던 때에 사실적인 무대미술을 시도하여 연극의 면모를 일신하 

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초창기의 본격적 무대미술가였다.

원각사에서 공연된 신극〈평양감사 출두〉의 배경을 최초로 그린 바 있는 원우전은 주로 토월회를 중심으로 활 

동하였다. 이때 만든 주요작품은〈춘향전〉,〈산송장〉,〈농 속에 든 새〉등 60여 편에 이른다. 1922년 조선극장에서 

올린 유젠 파롯트의〈기갈（飢渴）〉, 체흡의〈곰〉등의 무대장対는 당시 동경미술학교에 재학 중인 김복진, 이제창, 

박승목과 함께 국내 무대장対가로서 원우전이 가담하여 사실적 완벽한 무대장为룔 선보였다.

토월회가 활동을 정지하자 원우전은 극단 조선연극사（朝鮮硏劇舍）에서 무대미술부롤 담당하였다. 1920, 30년대 

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무대미술가가 드물었기 때문에 원우전은 사실상 주요극단들의 작품을 거의 맍아하였다. 조 

선연극사의 무대장大!를 하면서 신훙극장（新興劇場）의 창립단원（1930）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1935년 동양극장이 개 

관되자 무대장刀를 많아하였다. 즉, 동양극장 전속단체인〈청춘죄（靑春座）〉,〈호화선（豪華船）〉의 무대미술을 담당 

하였다. 동양극장 이후에도〈성군（星群）〉둥 극단의 작품을 주로 맡아서 하였다. 이러한 활약은 광복 직후까지 지 

속되어 극단 백화（百花） 둥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950년 6 • 25동란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하여 신협（新協）과 

국립극단의 몇몇 작품의 무대장치를 하였다.

원우전은 걸개그림 같은 배경화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무대장치를 리얼하면서도•입체적으로 끌어옳린 인물이 

다. 1942년부터 개최된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 연극경연대회에서 제1회 무대장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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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디 자인 (Environmental Design)

건商日자9 …一…］ 厂函丽帀沧 완겅 티 자인 "二］ 무대 디자인 …屈m쳐
김믁진 ! 김정환 | 최연호 ； 왼우전 | 장종선

田2関E

［분야］ 무대디자인

［성명］ 장종선（張鍾善/Chang Jong-Sun）

연보

1946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4
1975

한국일보사의 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태풍경보〉의 디자인으로 연극미술상 수상

〈불모지〉무대디자인（차범석 작, 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무대디자인（테네시 윌리암스 작, 이해랑 연출, 극단 신협, 시공관 공연）

〈대수양〉무대디자인（김동인 작, 박진 연출, 국립극단, 시공관 공연）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무대디자인（박동화 작, 박진 연출, 국립극단, 시공관 공연）

〈분노의 계절〉무대디자인（이종기 작, 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시공관 공연）

〈죄와 벌〉무대디자인（도스또에프스키 작, 이해랑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미풍〉무대디자인（하유상 작, 이해랑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산불〉무대디자인（차범석 작, 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결혼중매〉무대디자인（손튼 와일러 작, 이기하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아리나의 승천〉무대디자인（하유상 작, 박진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푸른명백〉무대디자인（이용찬 작, 박진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해풍〉무대디자인（박만규 작, 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욕망〉무대디자인（이근삼 작, 최현민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만선〉무대디자인（천승세 작, 최현민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동아연극상에서〈도적들의 무도회〉의 디자인으로 무대미술상을 수상

〈바꼬지〉무대디자인（이재현 작, 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토끼와 포수〉무대디자인（박조열 작, 김정옥 연출, 극단 민중, 국립극장 끙연）

〈이민선〉무대디자인（김사림 작, 전세린 연출, 국립극단, 국립극장 공연）

〈사춘기〉무대디자인（베데킨트 작, 이진순 연출, 극단 광장, 국립극장 끙연）

〈다시뵙겠습니다〉무대디자인（고동률 작, 이진순 연출, 극단 광장, 국립극장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무대디자인（베게트 작, 임영웅 연출, 극단 산울림, 한국일보 소극장）

〈사육〉무대디자인（오태석 작, 나영세 연출, 극단 실험, 국립극장 공연）

〈꽃피는 체리〉무대디자인（로버트 볼트 작, 임영웅 연춤, 극단 산울림, 국립극장 공연）

〈건강진단〉무대디자인（조해일 작, 임영웅 연출, 극단 산울림, 국립극장 공연）

〈빌헬름텔〉무대디자인（프리드리히 쉴러 작, 서항석 연출, 국립국단, 국립극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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厂 ［기 3. 4

연구내용

장종선（張鍾善）은 1960년대에 연극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무대미술가로서 지금까지 약 800여 편의 연극 작품 

의 무대를 디자인하였다.

장종선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년대부터였다. 해방 후부터 1955년까지 사이에 그를 비롯하여 박석 

인（朴石人）, 정우택（鄭禹澤）, 임명선（林明善） 등이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이 네 사람의 신예 무대디자이너들은 김 

정환（金貞桓）과 강성범（姜聖範）의 활약으로 그 당시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장종선은 1 ・ 4후퇴 때 이북에서 월남하여 대구에서 육군 군예대에 입대하여 박진（朴珍）을 도우면서 무대디자인 

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1955년 이후 정부가 환도하자 국산영화계가 갑자기 활기를 띠고 외국영화가 범람하면서 상 

대적으로 연극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각 극단의 공연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무대디자이너들이 영화의 세트제작 

으로 전업하여 연극 무대디자인계는 공백에 가까웠다. 또한 이 무렵 연극계에 새로운 세대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 

었으나 무대디자인계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미술을 전공한 신인들이 연극에 참여하지 않았던 때 

문이었다. 바로 이때에 장종선은 국립극장에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1960년에 접어들면서 장종선은 

60년대가 그의 시대로 불릴 만큼 많은 연극의 무대디자인율 하여 총 800여 편의 작품의 무대를 디자인하였다. 60 

년대의 연극 연출계를 주름잡았던 이해랑（李海'浪）과 이진순（李眞淳）이 장종선의 为밀한 사실적 디자인을 선호한 

것도 그의 이러한 활동의 배경이 되었다.

그의 초기의 작품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작품은 1958년에 극단 신협이 시공간에서 올린 테네시 윌리암스의 원작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였다. 가구, 침대, 홈바 등 대도구 만으로 무대 디자인을 하였으며 배경은 단순한 

평면으로 처리하였다. 장종선 특유의 사실주의적인 기법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차범석 작, 이진순 연출의〈불 

모지（不毛地）〉부터였다. 여기서 그는 무대에 가옥 한 채가 들어선 것 같은 정도로 정교하게 사실성이 강한 디자인 

을 선보였다. 과장이나 생략 등의 수법은 배제한 채 각종 소도구를 이용하여 허름한 한옥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1959년에 국립극장이 올린 박동화의 창작극〈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실내의 중앙에 있는 원형의 구조 

물, 소철나무, 계단 등으로 다소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종선은 외국 무대디자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실주의적 성항의 디자인 방향을 

정립하여 나갔다. 이 당시 그는 연극 미술계를 독주 하다시피 했을 만큼 많은 연극무대의 디자인을 맡았다. 1960 

년 작인〈분노의 계절〉은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층에서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지붕을 과 

감하게 열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사실적인 디자인에 단순화를 가미하였다. 그러나 지붕의 단순화와는 달리 

잡다한 소도구 등의 배치로 아직까지 사실성 위주의 디자인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범석작, 이진순 연출의〈산불〉은 한국전쟁을 소재로한 연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무 의식없이 끌 

려다니는 무지한 인간들이 겪는 애증의 갈등을 주제로 한 극이었다. 무대는 1951년 겨율,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 

지 못한 소백산맥의 어느 두메마을을 배경으로 하였는데 연극 자체가 전형적인 사실주의 연극으로서 무대디자인 

또한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1963년 손톤 와일러 원작의 번역극〈결혼중매〉의 무대전면 장처는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설为하고 자유곡선에 

의한 형태로 해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려 했으나 배경의 실루엣으로 된 도시건물들의 처리가 진부하여 전면장対의 

의도를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를 사각형태에 의한 구성을 하고 자유곡선의 형태로 액센트를 

준 것은 극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1964년에 상연되었던 이근삼 원작의〈욕망〉의 디자인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초현실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경향은 1967년 베데킨트작, 이진순 연출의〈사춘기〉에서 극에 달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상 

징주의적 경향이 강한 디자인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심볼인 원형의 구조물과 추상적인 형태를 매달았지만 원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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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이 가지는 단순함과 천정에 매달린 불규칙하고 잡다한 장처는 다소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극단 산울림이 1969년에 무대에 율린 사무엘 베케트의 초현실주의 극〈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 

밖에 아무것도 없는 회색 하늘 아래서 인생에 지친 두 남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 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여 무대디자인 또한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단식으로 된 구조물과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슬라 

이드에 의한 하늘의 묘사가 극의 분위기를 더해 준다.

장종선은 1970년 오태석의〈사육〉에 이르러서는 다분히 상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내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석상을 배치하였고, 방사형의 패턴올 반복하는 등 종래의 관념적인 것에서 탈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 

다. 한편으로는 기둥과 천정 부분 등에는 장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경향은 19기년의〈꽃피는 체리〉에서 두드러져 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으로서의 

형태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수법을 보였으나 이 디자인은 조 미엘진느의〈세일즈맨의 죽음〉의 무대디자인과 흡사하 

여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1974년의 조해일작, 임영웅 연출의〈건강진단〉에서 병원을 사각형 구조로 만들고 인체해부도를 과장하여 설大！하 

는 등 상징적이면서 초현실적인 수법의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배경과는 대조적인 책상 등 소도구를 실제의 물건 

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배경이 수직 수평에 의한 구조이나 책상의 배犬!를 사선으로 하여 배경과 분리시키려는 의 

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완성한 작품활동으로 장종선은 1946년 한국일보사에 의해 제정된 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태풍경보 

〉의 디자인으로 연극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이어서 1965년 제정된 동아연극상에서〈도적들의 무도회〉의 디자인으로 

무대미술상을 수상하여 그 재능과 연극 무대미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극이 영화와 TV라는 신매체에 밀 

려 고전을 면치 못할 때이던 60년대에 장종선은 연극 일선에 머무르면서 활동한 몇 안되는 무대디자이너였다.

참고문헌

조기정.「한국 무대디자인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해방 후의 연극올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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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장종선. 차범석의 산불. I960년대작 추정. 장종선. 푸対니의 토스카. 1970년대작 추정.

장종선. 이강백의 '쥬라기 사람들 • 1980년대작 추정.

장종선. 죄와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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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디 자인 (Environmental Design)

m二又工 丨 拶김…;자7 , 미니어쳐

기흥성

［분야］ 미니어쳐

［성명］ 기홍성 (Kl Heung-Sung)

［전화］ 직장/02-333-2161

［FAX］ 직장/02-324-2390

연보

1964 기홍성모형공사 설립 

현재 （주）기홍성모형공사 대표

연구내용

기흥성은 1964년 기홍성모형공사 설립하여 각종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미니어쳐를 제작해 온 모형 제작가이다. 

그는 보존을 위한 전시품으로 모형을 제작하여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어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둥 다양 

한 모형의 세계를 추구하여 우리나라의 모형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독립기념관모형, 

한국종합무역센터모형, 영종도 신국제공항모형, 백년 전의 서을전경, 롯데월드 민속모형촌, 예술의 전당 및 국립국 

악당모형, 63빌딩모형, 올림픽주경기장모형, 리비아대수로공사모형 등이 있다. 이같은 공로로 1996년 문화체육부 

주최 제25회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예술진홍 유공자로 선정되어 영예의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연구내용

「모형가 기흥성회장, 화관문화훈장 수상」.「월간인테리어」199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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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기홍성. 한국종합무역센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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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Film & Photography)

［분야］ CF

［성명］ 문달부（文達夫/새un Dal-Boo）

［생몰연대］ 1927년 5월 10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308-29 22통 8반

［전화］ 02-915-1083

연보

1927

1954

1956

1959

1960

1977

경북 김천시 교동 444번지에서 출생

육군 제2훈련소 작전처에서 근무

HLKZ-TV 방송국 입사

잡지사 '아리랑' 편집부에 근무

럭키에서 근무

디자인연구소 경영

연구내용

문달부（文達夫）는 럭키치약을 선전하는 CF를 우리나라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한 인물이다. HLKZ-TV 방송 

국에 근무하면서 익힌 방송기술과 탁월한 드로잉 실력은 럭키를 상징하는 토끼 캐릭터를 등장시켜 국내 최초의 애 

니메이션을 제작해 내었다. 이외에도 시대를 리드하는 수많은 광고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디자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럭키그룹에서의 광고 활동은 우리나라 디자인이 터를 잡아나가던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의 분위기를 

잘 읽어 볼 수 있다.

그가 1956년부터 근무했던 베_KZ-TV 방송국은 RCA의 한국대리점 황태영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TV 방송국으 

로서 원래 상업방송국으로 시작됐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상업적인 광고방송 

이 아니었다. 그 당시 기업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조판해서 고지광고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시절이었다. 문 

달부가 입사해서 홫동했던 H나« 방송국은 서구화된 광고개념으로 작업을 했다. 이때 눈썰미가 많았던 그는 누구 

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CF를 만들었다. 텔레비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묘히 활용해 영상과 합하기도 하 

고 컷트 그림을 움직여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들었다. 내용은 0B에서 생산한 '시날코'라는 음료였다.

사실 이때 우리나라에서 CF를 최초로 제작했다고 할 수 있다. 0B 시날코는 독일에서 가져온 음료였는데 그 시 

날코가 럭키치약보다 훨씬 오래 전에 제작된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작품 

으로 알려진 럭키치약 CF를 제작하였다. 1956년 HLKZ의 전파를 탄 이 CF는 그가 촬영 및 원화, 동화 등을 모두 

혼자 담당하여 치약을 유머러스하게 의인화하여 완성하였다. 이 역시 원화를 촬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필름 위 

에 직접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작하였다.

15초 방영을 위해 필름 약 2천장에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에 약 3개월이 걸렸다. 그림을 필름으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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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니고 필름 위에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었다. 그후 이같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계기가 되어 1961년 

국립 영화제작소의 한성학, 박영일, 정도빈 세 사람이 실험적인 이솝우화〈개미와 베짱이〉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하였으며 신동헌, 신동우 형제의〈풍운아 홍길동〉등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역사가 이어져 나갔다.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그는 텔레비젼을 비롯하여 무대미술, 영화까지 열심히 했다. 당시에는 광고분야 중 영화광 

고가 가장 앞서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하는 사람됼은 대부분 광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일은 극히 드물 

었다. 얼마 후 남산에 텔레비젼 방송국이 생기기 시작하고부터, 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본격적인 광 

고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는 1956년 입사해서 3년간 HLKZ-TVOII 근무하다가 ' 59년 2월 20일 화재로 회사 

가 사라지자 잡지〈아리랑〉의 편집부로 자리를 옮겼다. 약 1년 여의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이 잡지사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인쇄와 편집에 대한 것을 마스터했다.

그가 나중에 럭키에 가서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률 혹백으로 인쇄해 쓰게 된 동기도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망（網: sere이1）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 당시 럭키광고률 보면 선명하게 나온 이유가 디자인이 잘 

되어서라기보다도 첫째로 망이 없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는 한국 경제의 발아기였으며 기업의 광고활동도 걸음마를 시작하던 시기였다. 금성사는 이러한 때에 

첫 제품인 A-501 라디오 생산과 함께 1959년 12월 '축 출현 금성라디오' 라는 헤드라인의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광 

고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1960년부터는 선풍기 광고를 홭발히 전개하여 초기 영업활동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이때 광고활동은 신설된 금성사의 신제품 판매를 담당하던 락회화학 서올사무소 판매 3과에서 담당했는데, 초창기 

광고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0| 시기에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금성의 상표가 도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던 설명 위 

주의 광고에서 도안 위주의 광고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금성사는 1965년에 '한국 최초의 금 

성 전기냉장고'라는 헤드라인으로 최초의 냉장고 광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당시의 광고활동은 단순한 제품 고지 

광고수준을 넘지는 못했다. 1960년대 초 TV방송이 시작되고 1962년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한 운천동공장 

이 준공되어 본격 가동됨에 따라 1960년대 중반부터 금성사의 광고활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 자 

매회사인 락회화학 선전실이 발족되면서 금성사 광고도 이곳에서 담당하였는데 문달부를 비롯한 김문웅 등이 금성 

사 광고를 담당하였다. 이후 1966년 1월 광고업무가 각사로 나누어짐에 따라 금성사도 최초의 선전과가 발족되었 

으며, 1968년 1월부터는 판매 전담회사인 금성판매주식회사 선전부에서 광고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 주요한 광고로는 1966년 8월 국내 최초의 흑백 TV생산과 함께 TV판매 광고률 시작하였으며, TV판매 

의 호조와 함께 광고홭동도 크게 홭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기에는 라디오, 선풍기, TV, 냉장고 

등 판매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 제품을 모아서 보여주는 전제품 종합광고가 주로 시행되었고 제품의 사용방 

법이나 구입방법을 알려주는 광고가 주를 이뤘다. 1968년에는 국내 최초 룸에어컨 광고를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969년에는 세탁기 광고를 내보냈다.

그가 입사할 당시 럭키는 전자사업에 막 돌입하는 때였다. 이때 그는 공업디자이너인 서울대 출신 박용귀률 만 

나 교우를 나눴다. 당시 박용귀 실장이 공업디자인 분야를 맡아 입체 쪽을 담당했고 문달부는 주로 평면 쪽을 맡 

았다. 광고, 정책, 대언론 정책 같은 것을 그가 맡았다.

그는 국내 최초로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해 인기를 끌었다. 1972년도에 제작한 까만 호랑이 일러스트레이션이 있 

는 신문 8단 광고와 횐 토끼 두마리를 그린 3단 광고를 보면 친근감이 넘친다. 헤드라인, 카피, 일러스트레이션 등 

도 잘 짜여져 있다. 바디 카피의 사식글자 몇 자를 빼면 모두 수 작업으로 그의 넘为는 재주를 엿볼 수 있는 광고 

다.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에서 주목할 것은 까만 테두리이다. 이같은 강한 테두리 선의 사용은 당시로서는 

무척 대담한 시도였다. 이같은 캐릭터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 사실적으로 토끼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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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가 그 다음에 도안화해서 그렸고 4번 정도 변형되었으며 결국에는 호랑이로까지 변형되었다고 전한다.

럭키为약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 닦는 횐 토끼의 디자인 컨셉은 다음과 같이 출발되었다. "아이디어는 토끼 

가 회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토끼를 장려할 때였다. 농촌이 가난했을 때 번식력이 좋은 토끼 키우 

기를 많이 장려했다. 그때 럭키가 바로 이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당시 럭키는 모델을 쓸 수 없었다. 모델을 쓸 때 

의 결점은 광고모델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었다. 배우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상품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 

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림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밋밋하게 글씨만 가지고 광고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배 

우를 찍은 사진을 사용하려고 해도 인쇄 효과가 나빠서 망을 쓰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 미국 

에서는 캐릭터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모티브가 나온 배경은 럭키 마크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럭키 마크가 

네잎 크로버였기 때문이었다. 토끼가 크로버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토끼를 생각해 낸 것이다.

그는 일찌기 광고에 관한 한 전문성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당시에는 여백이 많은 광고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는 5단에다가 여백을 과감히 살려 모던한 광고를 디자인하였다. 럭키치약하고 토끼를 그리고 그 위에다 '아침저 

녁 럭키対약 이라는 메세지만을 쓴 광고였다. 위 아래에 다른 광고의 홭자가 빡빡한 것에 착안해 역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신문 하단을 시원하게 해서 작은 글자로 카피를 쓰고 토끼도 조그맣게 그려서 여백을 많이 주었다. 이 

광고는 당시 시원스런 광고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후로 사내에서 디자인 결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의 전문가적인 안목을 높이 산 결과였다.

그의 작업 중에서 캐릭터를 개발한 광고 외에도 기억할 만한 것으로는 몇 가지가 더 있다. 1963년 여름에 나온 

특수 미용제 G-11 비누' 광고가 그 중 하나이다. 이 광고는 신문 5단 크기로서 몇 가지 점에서 세련된 감을 준다. 

테두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과 비対 의자에 앉은 섹시한 여자 그림, 안정된 카피의 레이아웃, 상단의 좌우 횐 

여백, 巩임새 있는 글씨체, 카피의 설득적인 내용 등 모두 그 전 해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64년에 제작한 금성사 초기 광고도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그의 선으로 그린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작품이 

다. 달과 별이 등장하고 초생달 위에서 편한 모습으로 잠자는 어린 천사,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된 헤드라인, 라 

디오를 정교하게 그려 표현하였다. 거기다 잠든 어린아이와 잘 부합되는 검은 바탕이 시선을 끈다. 시대에 맞지 

않게 무척 세련된 느낌을 주는 광고다.

197이년 8월 기업 공개와 함께 도약기를 맞은 금성사는 동시에 1970년대 초반 삼성전자, 대한전선 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쟁기를 맞이했으며 광고활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시기부터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이 본격적인 대행체 

제로 돌입했고, 금성사는 기본 방침 및 광고 방항 설정, 사후관리만을 담당했다. 즉 19기년 5월부터는 락회화학 선 

전사업부에서 디자인일을 담당하였다. 이때 이곳에 몸담고 있었던 문달부는 금성사의。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시 

켜 72년도에 1차적으로 디자인통합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1976년 7월부터는 럭키개발 선전사업부에서, 1978년 1월부터 4월까지 금성사로 이관된 선전본부에서 광고 

활동을 담당했으며 , 1978년 4월부터는 하우스에이전시인 회성산업에서 그룹전체의 광고활동을 담당했다.

나중에 그는 실무업무를 보지 않고 정책기획업무만 담당했는데 관리, 효과, 益정 등 사무적인 일만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1970년 중반부터 새로운 조직의 변화가 일었다. 삼성과 합작으로 장차 방송국으로 발전시킬 매스컴 센 

터를 지을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다 서로의 양사 의견이 맞지 않아 매스컴 센타 설립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고 

그도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다. 1977년부터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이 연구소를 정리한 후에는 간간이 여러 

곳의 디자인 자문을 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는 샘표의 디자인 고문 역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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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1938 충북 괴산 출생

1962
1968
1969
1975
1976
1977
1978

1979
1984
1986
1987
1990
1991
1992
1994
1998 
현재

2년 6개월 육군 복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주）만보사 제작국 부국장, 코카콜라 • 환타 • 남영나이론 • 한국타이어 • 서울식품 담당

（주）오리콤 제작국장, 0B맥주 • 킨사이다 • 피어리스 화장품 • 코오롱 패션 • 서울우유 담당

5년간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특수영상 담당

CLIO 본상（코오롱 기업광고 '자수'편）, ACC Excellence Award（대우자동차 량데뷰 편）

（주）세종문화 설립, LGAD • 제일기획 • 금강기획 • 오리콤 • 대홍기획 • 대우그룹홍보실 • 선경그룹홍보실 담당

6년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광고 영화 제작 담당

5년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특수영상 담당

한국방송광고대상（대우 로얄피아노 '물방울 편）

공공광고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9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영상디자인 담당

한국방송광고대상（대우전자 '사물놀이'편）

8년간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 강의

한국방송광고대상（제일제당 다시다 황해도편）

광고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 수상

한국방송광고대상（경동보일러 '효심- 소'편）

London IAA Finalist（SK Telecom Speed 011 Temple'편）

（주）세종문화 대표이사,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

C니。AWARDS 한국대표권자, 동국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겸임교수

연구내용

윤석태（尹錫泰）는 CF전문 제작업체인 （주）세종문화의 대표로서 국내 다수의 TV 상업광고를 제작해 온 CF감독

이다.

1938년에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윤석태는 1968년 중앙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69년 만보사에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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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 부국장과 합동통신사 제작국장을 거쳐 1975년 오리콤 제작국장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 세종문화공사를 인 

수하여 1980년 주식회사 '세종문화 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CF를 제작하였다.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강사를 지냈고 

현재 (주)세종문화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 클리오상(Clio Awards) 한국대표권자, 동국 

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겸임교수률 역임하고 있다.

윤석태는 한국방송광고대상에서 39편의 작품이 TV 부문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에서도 1977년 클 

리오 본상을 비롯하여 ACC, New York IFF, London IAA, New York INF, USA Telly Awards 등 다수의 수상 경력 

을 가지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코카콜라 '오직 그것뿐'편, 0B맥주 캠페인 '친구는 역시 옛 친구편, 태평양 '쾌 

남시리즈' , 제일제당 '다시다 시리즈' , '경동 보일러 시리즈 , 오리온 쵸코파이 '책걸상 교체'편 등 다수가 있다. 

1992년에 광고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윤석태는 대한교육보험과 대한항공의 선전실을 거쳐 1969년 만보사에 입사하여 제작국 부국장을 맡으면서 본격 

적인 광고경력을 쌓았다. 그는 만보사에서 그의 광고인생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코카콜라의 광고대햄 

을 맡으면서부터였다. Things Go Better With Coke'를 종결짓고 70년대의 새로운 캠페인 Ws The Real Thing 
Coke- 오직 그것 뿐의 그래픽을 많다가 커머셜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일본 맥캔에릭슨 하 

쿠호도의 연출자인 브루스에게 커머셜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회화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장 

점으로 살려 장래에 CF감독을 성장할 토양울 마련하였다.

세종문화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프로덕션과는 다른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세종문화만의 틀 

을 갖추어 갔다. 광고컨셉에 충실한 제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명실상부한 주식회사로서 

세종문화는 방송광고대상 및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거의 매년 수상하며 한국 프로덕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세종문화에서 주로 다루는 광고는 제약이나 전자 등의 다소 무거운 톤을 지닌 계열이다. 외국광고의 모방을 배 

제하고 창작적인 영상율 추구하는 세종문화의 성항은 '베낄 수 없다 는 원칙이 지배적인 제약광고에서 강세를 보 

여왔다. 게보린 CF의 경우 8년 동안 스탭 변화없이 16년째 이어지면서 전무후무한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말초적, 표현주의적, 단발적 특성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광고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공채를 통해 입사한 신입사 

원듈에게 감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재를 양성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일 

본 최대인 동북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업무상의 다각적 교류와 함께 매년 2명씩 연수를 보내고 있다.

윤석태는 주로 가슴 뭉클한 인간미롤 담은 CF를 제작해왔으며 여기에 특유의 회화 감각을 더하여 리듬감있는 

구성을 살려 작업해왔다. 그는 회화성과 리돔감과 같은 요소 외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방법 

으로 진실을 담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휴머니즘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그는 시각적으로 한번에 눈길을 끄는 광고보 

다는 오래 보면 볼수록 빛이 나고 인간미가 풍겨나는 광고들을 즐겨 제작하였다. 다시다 광고캠페인, 경동보일러 

광고캠페인, LG의 그룹 PR광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그의 광고는 진실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적인 캠페인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CF영상에 회화적 아름다움과 그래픽 디자인의 현대적 영상을 가미했을 뿐 아니라 전략적인 캠페인 개념을 

살려 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는 사회와 업계의 발전에도 힘써 대학생들을 위해 기자재와 CF제작과정을 다큐멘 

터리로 만든 비디오테입을 기증하기도 하였고 광고업계의 聋영과 조명 스텝을 위한 '퀄리티 업 기술 세미!丁 를 열 

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합리적 제작비 수준 정립을 위해 한국제작사협의회아SC)'를 발기하여 초대와 2대 회장 

을 역임하는 등 CF계 발전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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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윤석태. 제일제당 조미료의 TV CF.윤석태. 피어리스화장품의 TV CF.

윤석태. 0B맥주의 TV CF. 윤석태. 대우 오디오의 TV CF.

윤석태. 대우 TV CF. 윤석태. 일본 忏）화왕의 세제류 TV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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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Film & Photography)

뮨닲무 I 윤석印 i 강한영

: 애니페이션 살연사진 i

田

［분야］ CF

［성명］ 강한영 (Kang Han-Y이mg)

［생몰연대］ 1947년〜

연보

1947 출생

1974. 5. 1 선우프로덕션 설립

1999 선우프라이즈 제정

연구내용

강한영은 1974년 '선우프로덕션'을 설립한 CF감독으로서 다수의 국내 상업 TV광고를 제작하였다. 선우프로덕션 

의 대표작으로는 0B슈퍼드라이, 3 • 4우유, 롯데 매니아, 삼양 이백낭, 라또마니, 태평양화학의 화장품, 금성VCR, 
리복, 나이키, 죠다쉬, 허쉬초콜릿, 가나초콜릿,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이 있다.

선우프로덕션의 튝징은 영상미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맥콜 CF의 경우 광고에 첨단 메카니즘에 의한 실사의 애 

니메이션화라는 신기법을 도입하여 시각미에 호소, 매출액의 급신장을 가져온 좋은 성공 사례였을 뿐 아니라 CF 
산업 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강한영은 CF외에 애니메이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만화영화제작소인 '선우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심 

슨' , '알라딘' 등 외국작품 하청과 '둘리의 배낭여행' 등을 만든 선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강한영은 젊은 애니메 

이터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국내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우프라이즈'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선우」. 1■디자인비지니스』통권8호(1989년 11월).

「선우프라이즈 만든 강한영 대표」.「월간 디자인』199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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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디m & Photography)

애니메이션 살업사진

신동헌 ； N동우 I W슨신 ； 힌성작

田12 Bl E身

［분야］ 애니메이션

［성명］ 신동헌伸東憲/Shin Dong-Heon）

［생물연대】 1927년~

연보

1927

1947

1960

1967

1970 〜

함경북도 회령 출생

〈스티브의 모험》,〈고양이 탐정〉,〈엉터리 목공소〉,〈럭키 칠봉이〉,〈미스 론도〉,〈왈가닥 왈직이〉,〈왕눈이〉, 

〈뺑순이〉,〈너털주사〉등의 작품 발표

신동헌 프로덕션 설립, 진로소주, 애경유지, 럭키, 닭표간장, 동아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둥 각종 CF 제작

한국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홍길동〉제작 감독, 이 작품으로 대종상 비극화 부문을 수상

홍길동의 2탄격인〈호피와 차돌바위〉감독

유니버설 아트' 운영, '독수리 5형제' 만화영화를 비롯한 MBC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이글스）' , '서울랜드의 아롱이 다롱이' , '한국방문의 해'（기본편 작업）,

'LG농구단 HACKS'의 캐릭터 제작

연구내용

신동헌（申東憲）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만화영화〈홍길동〉의 감독을 맡았던 애니메이터이다.

신동헌은 1927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하여 회령초등학교와 경성중학교를 나왔다. 서울대 공대 재학중 6 • 25 

를 맞아 복교하지 않고 전문적인 화가의 길을 택했다. 재학시 아르바이트로 충무로에서 초상화를 그리다 우연히 

만난 코주부 김용환과의 인연으로 만화계에 입문하였다. 1947년〈스티브의 모험〉을 시작으로〈고양이 탐정〉,〈엉 

터리 목공소〉,〈럭키 칠봉이〉,〈미스 론도〉,〈왈가닥 왈직이〉,〈왕눈이〉,〈뱅순이〉,〈너털주사〉등의 작품을 발표하 

여 만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60년 '신동헌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진로소주 CF룔 제작하면서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CF 감독으로 주목받으면 

서, 애경유지, 럭키, 닭표간장, 동아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등 각종 CF를 제작하며 애니메이션 선풍을 일으켰다.

1967년에는 한국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홍길동〉울 제작, 감독해 대종상 비극화（悲劇化）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 

으며, 연이어 홍길동의 2탄격인〈호피와 차돌바위〉를 감독했다.

70년대 후반 '유니버설아트 를 운영하며〈독수리 5형제〉등과 같은 만화영화룔 활발히 제작했으나 사업실패로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스케치 여행으로 소일하였다. 귀국 후 대원동화 회장을 역임하고 9년 동안 MBC의 애니메 

이션을 제작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5천 장에 이르는 음반을 소장하고 있으며, 음악 관련 잡지에 클래식 음악 

에 관한 기고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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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학창시절에는 그림을 잘 그려 그림박사로 통했는데 그중 

에서도 인물화와 동물화는 미술교사들도 탄복할 만큼 뛰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잡지에 투고한〈묘안〉이라는 

만화가 당선되면서 이미 세간에 꼬마 만화가로 소문이 났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홀로 월남한 그는 서울공대 건 

축과 예과에 입학했다. 그의 꿈은 원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였지만, 소질과 취미는 미술 쪽에 더 

많았다.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충무로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코주부〉의 

작가 김용환을 만나게 되면서 만화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신동헌은 1953년 김용 

환이 서올에서「만화신문」을 복간했을 때에 함께 참여하였고 1959년 대한만화가협회를 결성해 김용환이 초대회장 

에 취임했을 때도 사무국장을 맡았다. 결국 김용환의 만남으로 신동헌은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

신동헌이 처음 정식으로 그린 만화는 1947년작〈스티브의 모험〉이다. 비록 아동주간지에 기고를 했다가 거절당 

하긴 하였지만 이를 시작으로 그는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만화가로서 입지를 굳힌 것은 4X6판 

32쪽짜리〈고양이 탐정〉을 선보이면서부터다. 이후〈엉터리 목공소〉,〈럭키 칠봉이〉,〈미스 론도〉,〈왈가닥 왈직이 

>,〈왕눈이〉,〈뺑순이〉,〈너털주사〉등의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인기만화가의 대열에 섰다.

1960년에는 민주당 장면（張勉） 정권 시절 1■민국일보」에 만평을 연재하여 한때 신문만화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5 • 16 쿠테타와 함께 언론통제가 가속화되자 그는 만평연재를 그만두었다. 그 후「연합신문」에 잠깐 만평 

을 연재하기도 했지만 1969년부터 1972년에 걸쳐「중앙일보」에 연재한〈너털주사〉를 끝으로 더 이상 신문만화는 

그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만화가로선 대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만화가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학 양성이란 측면에서 만화계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만화가로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 만화교실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했다.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네번꼴로 수업이 열렸는데, 주로 데생을 가르쳤으며 틈틈이 야외로 나가 스케치를 하곤 했다. 만화교실을 통해 그 

의 그림지도를 받은 작가들로는 홤정회（黄正熙）, 이재학（李載學）, 신능파（申能波）, 김삼（金三）, 부석언（夫石言, 본 

명 吳龍）, 방영진（方泳軫） 등이 있다.

그러나 만화가로서 특출한 주인공을 만돌어내지 못해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신동헌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 

한 것은 만화영화 부문에 뛰어들면서부터다. 진로소주의 청탁으로 그는 만화영화 CF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는 우 

선 1960년에 CF제작을 위해 프로덕션을 설립하였고 진로 소주 애니메이션 CF를 만돌어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부 

터 신동헌은 최고의 애니메이션 CF감독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하여 애경유지, 럭키, 동아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등 

각종 제약회사의 애니메이션 CF를 대부분 제작하였다. 그가 애니메이션 CF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그의 그림 실력에 음악적 재능까지 겸비했기 때문이었다. 동화（動*）는 만화와는 달리 음 

악과 음향을 반드시 동반하고 동화의 제작과정이 소리에 맞춰 동작을 그리는 과정의 연속이므로 음악은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학 시절 오케스트라 동호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했을 만큼 남다른 음악성 

을 가지고 있었다.

신동헌은 이같은 CF의 제작을 시발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홍길동〉을 제작하기 이르렀다. 이 

작품의 원작〈풍운아 홍길동〉은 그의 동생 신동우가 1965년 2월 25일「소년조선일보」의 복간과 함께 연재를 시작 

한 이래 1969년까지 일천삼백회를 돌파하여 신문연재 아동만화로는 최장수기록을 남긴 작품이다. 이를 그가 감독 

을 맡고 신동우가 구성 그리고 유성웅, 정욱, 김대중 등이 키 애니메이터아<ey animator로 참여하여 만화영화로 

제작하였다. 1967년 1월 21일 개봉된〈홍길동〉은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일류극장에서 동시에 개봉돼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430



인물 I 영상디자인 I 애니메이션 I 신동헌 I

ill 2 図 囹 i이

신동헌은 그때까지 단 한 편의 만화영화도 제작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한장한장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하는 

고생은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림을 그리는 셀이 모자라 미군 정찰용 항공필름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 

만화영화용 포스터컬러를 구하지 못해 일반 포스터 컬러를 썼다가 그림이 들떠 다시 그리기도 하였다. 마지막 촬 

영 단계에 가서는 만화영화용 특수촬영기가 없어 급한 대로 영화촬영기에 필요한 장비를 조립해 대용하는 편법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 개봉이 보름간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홍길동〉은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영 나흘만에 무려 십만 명에 달하는 관 

중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영화도 아닌 만화영화를, 그것도 단 나흘만에 십만 명이 관람했다는 사실은 당시로선 기 

록적인 일이었다. 홍길동은 만화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 영화흥행기록 2위에 올랐으며 또한 비극화（非劇化）부 

문 대종상 수상의 영광도 안았다.

홍길동의 홍행에 힘입은 신동헌 • 신동우 형제는 그해 8월 15일〈호피와 차돌바위〉라는 만화영화를 다시 선보였 

匚｝. 이 작품은 '대동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해 동아극장에서 개봉한 것으로 홍길동의 제2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호피와 차돌바위〉는 신동헌이 감독을 말고 신동우가 구성과 원화를 담당한 두 형제의 합작품으로서 이 또한 홍행 

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동헌 • 신동우 형제는〈호피와 차돌바위〉를 끝으로 국내 만화영화계와는 담을 쌓고 만다. 

이돌이 만화영화계를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두 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하면서 경험한 영화계에 대한 환멸 때문이 

었다. 엄청난 산고 끝에〈홍길동〉과〈호피와 차돌바위〉가 홍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 

수를 받지 못했다. 막상 홍행에 성공하자 변심한 영화사측의 장삿속 때문이었다.

그후 신동헌은 1970년대부터는 주로 텔레비젼을 무대로 홭동했다. TBC의〈여보 정선달〉의 동화를 담당한 것을

비롯해 수백 편의 동화를 그렸다. 그후 텔레비젼의 성공을 발판으로 후배가 설립한 '유니버설 아트'를 인수해 만화

영화의 하청 제작에 나섰다. 덴마크의 만화가 칼센이 탄생시킨 새끼곰 '페치'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영화를 재현시 

켜 유럽에서까지 그의 성가를 높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젼으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영 

화〈독수리 5형제〉의 5분의 1을 수주받아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아트'는 방만한 

경영 탓에 점점 형편이 어려워만 갔다.

결국 1980년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건너갔다. 캐나다의 가장 큰 만화영화사인 넬바나（N이vana）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지만 곧 그만두고 삼년여간 방랑생활을 했다. 1982년 그는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서 삼년간 만화영화 전문업체인 대원동화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다 그곳을 나온 뒤로는 이BC의 뽀뽀뽀에 삽입되는 

애니메이션을 9년간 제작하였다. 지난 1992년에는 신상옥 감독의 부탁으로 영화〈닌자키드〉의 타이튤롤 애니메이 

션을 국내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94년부터〈흥길동〉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시 제작하였다. 이 새 만화영화〈홍길동 95〉는 신동헌 

이 총감독을 맡고 신동우가 구성과 원화롤, 그리고〈드래곤 블〉로 유명한 일본의 야마우치 세게야스（山內重保） 감 

독이 기술감독을 맡아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작 도중 신동우가 5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 

의 뜻을 받들어 이 작품은 완성되었고 성공리에 개봉되었다.

신동헌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살려 캐릭터 제작을 하기도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베이직（basic）과 베리 

에이션（variation） 작업을 한 것으로 프로야구단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이글스）'와 '서율랜드의 아롱이 다롱이' 

그리고 'LG농구단 HACKS* 등이 있고 베이직만 작업한 것으로는 '한국방문의 해' 캐릭터가 있다.

동생 신동우와 함께 국내 애니메이션의 토대를 일구고 그 질을 향상시킨 신동헌은〈홍길동〉을 통해 우리나라 

창작 만화영화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박영일과 한성학의〈손오공〉, 박영일의〈보 

물섬〉, 신예 용우수의〈홍길동 장군〉등의 장편 만화영화 작품은 이러한〈홍길동〉의 기술적, 상업적 성공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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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었匚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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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신동헌.「민국일보」에 게재한 시사만평만화. 
1960년대.

自由;
(2。 * L

신동헌. 4컷만화〈자유부인〉.

신동헌. '진로소주' 애니메이션 CF의 한장면. I960.
신동헌의 애니메이션 데뷔작이다.

신동헌. '닭표간장 애니메이션 CF의 한장면.

신동헌 감독의 만화영화〈홍길동〉과 
〈호피와 차들바위〉신문광고.

새롭게 제작한〈홍길동 '95〉의 포스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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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영상디자인 (Film & Photography)

CF : ■■狐㈣期缱■ 상없사진

신동헌 I 신동우 I 닐슨신 ； 힌성학

田E関困

［분야］ 애니메이션

［성명］ 신동우（申東雨/Shin Dong-Woo）

［생물연대］ 1936년〜1994년 11월 17일

연보

1936 함경북도 회령 출생

1967. 1. 21 ； 만화영화〈홍길동〉개봉

1967. 8. 15 :〈호피와 차돌바위〉

1980 ； 한국만화가상 본상 수상

1994. 11. 17 ' 사망

연구내용

1960년부터 만화가로 명성을 떨친 신동우（申東雨）는 최초의 장편만화영화〈홍길동〉의 원화와 구성을 맡아 제작 

하여 우리나라 초창기 만화영화의 역사를 장식한 애니메이터이다.

1936년 함경북도 회령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신동우는 서울 아현국민학교와 용산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에서 응용 미술을 전공했다. 18세의 나이에〈땃돌이의 모험〉을 발표하여 만화계에 입문하였고 대학재학 시절에 대 

학신문에〈부엉이〉를 연재한 바 있다. 졸업 후 아동만화〈풍운아 홍길동〉을 연재하여 신문연재 만화로서 최장수 

기록을 남겼고 만화영화로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또 한번 형 신동헌와 함께〈호피와 

차돌바위〉를 만화영화로 제작하였으나 이후 만화에만 전념하였다.〈차돌이〉,〈날쌘돌이〉,〈삼국지〉,〈수호지〉,〈천 

재학습〉（전24권）,〈한국의 역사〉（전10권） 등의 만화를 발표하였는데 그중〈한국의 역사〉는 1980년에 한국만화가상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1994년 11월 17일 미완의 유작〈홍길동 95〉의 뒷 마무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 

다.

신동우는 어려서부터 그림 재주가 뛰어나 국민학교 6학년 때 문교부 주최 전국사생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가 만화가로 데뷔하게 된 계기는 6 • 25전쟁이었다. 용산중학교 2학년 때 전쟁을 맞은 그는 부산으로 피 

난생홭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의 최초의 만화인〈땃돌이의 모험〉 

이었다. 이 만화가 우연히 출판업자의 눈에 띄어 만화대본을 그리게 되면서 그는 만화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 

다. 서울미대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하고서도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네칸만화〈부엉이〉를 연재해 호평을 받았다. 그 

는 타고 난 소질에다 정규 미술 교육으로 닦은 속필 데생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차돌이〉,〈풍운아 홍길동〉,〈수 

호지〉,〈삼국지〉등 이름난 만화를「소년 조선」같은 지상에 발표했다.

특히〈풍운아 홍길동〉은 1965년 2월 25일 소년조선일보의 복간과 함께 연재를 시작한 이래 1969년까지 1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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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돌파하여 신문연재 아동만화로는 최장수 기록을 남겼다. 신동우의 작품이 이와 같이 큰 인기를 모은 것은 당시 

전후의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모험심과 씩씩한 웃음을 선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삶을 통해 후손들에게 고난과 억눌림의 고통이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 선조들의 슬기와 용기를 전해 주는 

것으로 만화의 방향을 정한 것이 옳았던 것이다. 조상들의 해학을 전달하는 것이 만화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믿었 

던 그는 오동통하고 둥근 얼굴에 보조개가 패이는 맑은 웃음을 지닌 만화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동우는 그의 형 신동헌과 함께〈풍운아 홍길동〉을 장편 만화영화로 제작하였다. 신동우 

가 구성과 원화률 맡고 신동헌이 감독, 그리고 유성웅, 정욱, 김대중 등이 키 애니메이터（Key animator）로 참여하 

였다. 1967년 1월 21일 만화영화〈홍길동〉은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일류극장에서 동시에 개봉되어 많은 

관객을 모았다.

만화영화에 경험이 없었던 이듈 형제는 한장한장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하는 고생은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림을 그리는 셀이 모자라 미군 정찰용 항공필름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 만화영화용 포스터컬러를 구하 

지 못해 일반 포스터컬러를 썼다가 그림이 들떠 다시 그리기도 하였다. 마지막 촬영 단계에 가서는 만화영화용 특 

수촬영기가 없어 급한 대로 영화촬영기에 필요한 장비를 조립해 대용하는 편법도 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 개봉이 보름간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홍길동〉은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영 나흘만에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관 

중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영화도 아닌 만화영화의 이같은 홍행은 당시로선 기록적인 일이었다. 홍길동은 만화영화 

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 영화홍행기록 2위에 올랐으며 또한 비극화（非劇化）부문 대종상 수상의 영광도 안았다.

이어 신동헌 • 신동우 형제는 그해 8월 15일〈호피와 차돌바위〉라는 만화영화를 다시 선보였다. 이 작품은 대동 

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해 동아극장에서 개봉한 것으로 홍길동의 제2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 또한 신동헌이 

감독을 맡고 신동우가 구성과 원화를 담당한 두 형제의 합작품으로서 흥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동헌 • 신동우 형제는〈호피와 차돌바위〉를 끝으로 국내 만화영화계와는 담을 쌓고 말았다. 

두 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하면서 경험한 영화계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엄청난 산고 끝에〈홍길동〉와〈호피와 차 

돌바위〉가 홍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 막상 홍행에 성공하자 변심한 

영화사측의 장삿속 때문이었다.

이후 신동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만화창작보다는 풍속화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말하는 풍속화란 만화에 

수채화를 더한 것으로 기행을 통한 풍물화나 우리의 옛날 생활들을 표현하였는데 중국 기행 뒤에 발표한〈신동우 

중국 만유기〉가 그 하나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그의 만화가 너무 순수하고 밝은 것만을 그려 세상에 대한 예리 

한 비판이 없다는 그간의 평을 일신시켰다. 비록 아동만화를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만화계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씩 정부의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각종 포스터 등의 만화를 그렸다.

신동우는 1994년에〈홍길동〉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이 각색한〈홍길동 95〉의 제작에 들어갔다. 신동헌이 

총감독을 맡고 신동우가 구성과 원화를, 그리고〈드래곤 볼〉로 유명한 일본의 야마우犬! 시게야스（山內重保） 감독 

이 기술감독을 맡아 제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동우는 그해 11월 17일 쉰 여덟 살의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 

나고 말았다.〈홍길동 95〉는 그의 미완의 유작으로 남았지만 그의 뜻을 따라 1995년에 성공적으로 개봉되었다.

신동우와 신동헌 형제는〈흥길동〉과〈호피와 차돌바위〉로 이 땅에 만화영화라는 꽃을 처음 피웠다. 그들의 최초 

의 장편 만화영화〈홍길동〉은 이후 우리나라의 만화영화 제작 활성에 물꼬를 틀면서 다른 여러 애니메이터들의 후 

속작들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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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홍길동〉의 주인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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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 영상디자인(Film & Photography)

□ 12 13 E ⑸

大它시忍 II CF ■ 애니메이션 II
신동헌 I 신동우 넬슨신 I 힌성학

연보

［분야］ 애니메이션

［성명］ 넬슨 신 (Nelson K. Shin)

［생몰연대］ 1937년~

［소속］ AKOM 대표

［주소】 직장/(138-200)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6

［전화］ 직장/02-400-2566

［FAX］ 직장/02-402-1599

1937 황해도 평산군 남천읍에서 출생

1960〜64 잡지 자유기고 만화가 및 서울신문 매일 시사 만화가로 활동

1960〜71 신능파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운영 및 프로듀서, 작가, 감독, 애니메이터로 활동

1971 도미

1972~73 미국 Animation House 에서 교육용 만화 및 TV스페셜 애니메이터, 감독

1973〜79 미국 Depatie-Fr이eng Enterprises 사의 애니메이터로 활약

작품〈Timer〉, <Pink Panther), <Tiny Little Tree), <Bugs Bunny Specials), <Dr. Seuss specials), (Flip Wilson s
Spe이al〉, <Hoot Kloot>, <Dog Father), <Tijuana Toads) 등 제작

1976 영화〈Star Wars) 레이저 겸 특수효과 담당

1979 유럽 TV프로그램〈Dr. Snuggles) 시리즈 감독, 제작

1980〜88 Marvel Productions사의 애니메이션 수석 프로듀서 역임, TV Series <The Transformers> 120편 제작

<New York T이ephone〉으로 제2회 Film and Television Festival 금상 수상

1980 〜 82 Marvel 마ockjctions사의 해외주제 Supervisor 및 감독

1983〜86 Sunbow사와 새arv이 Productions사의 극장용 장편 제작,〈The Transformers The 이ovie〉공동 프로듀서 및 감독

1984 <The Transformers〉로 Golden Reel Award Nomination for Producer 수상

1985 서울에 AKOM Production Co. 설립, 미국에 KOAA Films. Inc. 설립

1986

1990
1991
1992
1993

< The Transformers MT〉로 제29회 Film and Television Festival 금상 수상

< The Transformers Day 3〉로 Golden Reel Award Normination for Producer 수상

< Tiny Toon Advent니res〉로 Emmy Award 최우수 애니메이션 명예상 수상

< The Simpsons〉으로 Emmy Award 최우수 애니메이션 명예상 수상

<Tiny Toon Adventures〉로 Emmy Award 최우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명예상 수상

대통령 수출의 탑 수상

1993-98 Universal Cartoon Studios의 장편 애니메이션 <The Land Before Time> 2〜 4편 Animation Producer
1995 애니메이션 전문 잡지「애니메이둔(ANIMATOON)」발간, 서울 국제 만화 및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자문위원

1996 ASIFA KOREA(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협회) 회장, 서울 국제 만화 및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동아 LG국제 만화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부문 심사위원장, 서울 국제 만화 및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 

춘천 애니타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문위원, Ottawa International Student Animation Festival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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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한국 만화가 협회 공로상, <The Simpson〉와 <Tiny Toon Adventures〉로 Emmy Award 최우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상 수상

단국대학교 산업 디자인 대학원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

동아 LG국제 만화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부문 심사위원장,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춘천 애니타운 애 

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 서울시 애니메이션 지원센타 운영위원, 국산 만화영화 점수 평가단 심사위원장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Arthur〉로 Emmy Award 최우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상 수상

SICAF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 이사, 춤남 테크노파크 이사

연구베号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녤슨 신은 '에이콤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주, 제작 

한 애니메이터이다.

넬슨 신의 본명은 신능균（申能均）이고 한때 시사만화가 시절에는 신능파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1937년에 

황해도 평산군 남천읍에서 태어난 그는 1960년 서라벌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잡지에 만화기고 및 서욜신문 

시사만화가로 활동했다. '신능파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울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기년 도미하여〈핑크팬더〉둥 많 

은 TV시리즈물을 제작, 감독했다.

1985년 서울에 에이콤 프로덕션을 설립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수출 

하였다. 에이吾에서 제작한 주요 작품으로〈배트맨〉,〈코난〉, 미국 TV의 인기 프로였던〈심슨스〉,〈타이니툰 어드 

벤쳐〉,〈공룡시대〉,〈X멘〉등이 있다. 1993년에는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1 천만불 수출탑 을 수상하였다.

1995년부터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문 잡지「애니메이둔」을 발간하고 있고 각종 만화제의 자문 및 심사위원 

둥으로 활동하였다. 1982년 이후 미국의 애니메이션 관련상들을 수상한 바 있는데 톡히 에미상을 4회나 수상해 미 

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매거진 이 뽑은 '국제 애니메이션계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 국적（Ibison K. Shin）을 보유하 그는 에이콤 프로덕션 회장, 애니메이션 저널「애니메이둔」편집인, 

ASIFA KOREA 회장, （주）코아필름 서울대표 이사, 천안애니메이션 단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미주 코아필름 INC 대 

표이사, 단국대 산업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넬슨 신이 미술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고교재학 시절부터였다. 6 • 25전쟁 후 월남하여 대전에 터를 잡은 그는 

보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각종 미술 실기대회에 특선을 차지하여 미술에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다. 그는 상경하여 무작정 신동헌 화백을 찾아갔다. 신동헌의 문 

하에서 만화원고 심부름에서부터 여러 잡일을 하다가 대학진학을 결심하고 그의 곁율 떠났다. 서라벌예대에 지원 

하여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박람회 일울 하고 잡지 만화를 그리면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아리랑」,「학원」,「여원」등의 잡지에 만화룔 그리다가 서을신문사에 입사하여 1면 시사만화룔 담당하 

였다. 그러나 5 • 16군사정권 하에서 올곧은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회의 끝에 신문사를 나와 CF회사인 '신능파 동화 

（動富제작소 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능파 는 이때 만든 그의 필명이었다. 이 제작소는 주로 영화상영 중 막간 

에 들어가는 1, 2분獨리 극장의 약광고룔 주로 제작하였다. 컬러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국내 대부분의 CF를 도맡다 

시피 하였지만 본업이 아닌 광고일에 매진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외국행을 결심하고 1971년 미국으로 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넬슨 신은 숱한 고생과 방황 끝에 '애니메이션 하우스 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영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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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애니메이션일을 하였다. 1973년 LA의 할리우드의 '드패티 프렐렝이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로 이직하였다. 처 

음에는 애니메이터가 원화를 그려주면 다음 동작까지의 연결부분을 그려주는 동화작업(Assistant Animation)을 하 

다가 6개월 후 정식 애니메이터로 승격되었다. 그가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스필버그가 제 

작한〈스타워즈〉를 맡으면서였다. 바로 유명한 '레이저 칼싸움' 장면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마블 프러덕션'의 감독으로 발탁된 그는 라인 프로듀서(Line producer)로서 스크립트 검토부터 성우들의 목소 

리 선정, 등장 인물들의 디자인과 배경, 소도구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감독들을 통솔하고 편집, 효과음, 음악 등 

전과정의 책임을 맡았다. 그러던 중 마블사에서 1백만달러라는 파격적인 제작비를 제공하면서 한국에서 장편영화 

〈나의 조랑말(어y 니ttle Pony)〉을 제작해 올 것을 권유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 영화 제작을 위해 1985년 

11월 에이콤 프로덕션을 설립하였다.

에이콤의 작업은 주로 주문처로부터 스토리보드(스크립트를 그림 콘티로 옮겨놓은 것)를 받아서 잉킹이nking), 

페인팅, 툑수효과, 카메라 편집 등 후반공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다. 주문처는 주로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메이져급 애니메이션 회사로서 에이콤의 제작물은 모두 수출되었다 

수출 물량은 1993년에 1천만 달러에서 1999년 현재 2천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배트맨〉,〈코난〉,〈심슨스〉,〈캐 

스퍼〉,〈타이니 어드벤처〉,〈X멘〉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한〈공룡시대〉등 유명 만화영화들이 바 

로 에이吾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에이콤은 선진기술 도입 측면에서도 진일보롤 멈추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이콤은 1991년부터 애니메 

이션 동화작업 이후의 제작 후반 공정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CAARS SYSTEM(Computer 

Assist Animation Rendering Syste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공정을 줄이고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THE TICK), <G. I. JOE>, (PROBLEM CHILD) 등이 CAARS SYSTEM으로 완성한 작품이며〈CASPER〉A| 

리즈 역시 이 SYSTE애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진 기법의 도입으로 에이吾은 점차 단순하청에서 벗어나 합작 

(Co-Prod나ction)의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화영화 제작 외에 넬슨 신은 국내 최초의 만화영화 정보지「애니메이툰」을 창간하였다.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애니메이둔」은 일반 독자보다는 애니메이션 업계종사자들에게 국내외의 만화업계 소식과 제작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넬슨 신은 2000년 개봉을 목표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왕비 심청〉을 제작 중에 있다. 한국의 고전 '심청전 

을 토대로 국제적 감각에 걸맞게 새롭게 탄생될〈왕비 심청〉은 에이콤이 최초로 자체기획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즉 에이콤이 외국영화의 하청업체가 아닌 창작애니메이션 업체로서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준 

비 중인 것이다. 그리고 천안에 애니메이션 단지를 조성하여 스튜디오, 정보센터, 캐릭터 공원, 전시관을 건설하여 

거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 

해서 ASIFA(비영리 애니메이션 예술인 단체)라는 국제 단체의 회원국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의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와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넬슨 신은 애니메이션 본산지인 미국에서 성공을 하여 한국에 애니메이션의 뿌리롤 내리는데 공헌하였다. 그가 

설립한 에이콤은 단순 하청이 아닌 공동제작의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종래의 외국영화 하청업체 수준 

율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만화영화 제작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우리나라의 만화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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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에이콤의 건물. 에이콤 제작의 웃기는 스퍼히로.

에이콤 제작의 The Land Before Time 旷 .

에이콤사의 작업광경/ 폐인트 제작 끙정.

에이콤사의 녹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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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물 I 영상디자인 (Film & Photography)

惇현시즈; |

신등헌 i 신동우 ! 닒슨신 | 한성학

①驾

貝
［분야］ 애니메이션

［성명］ 한성학(Han Sung-Hak)

［생물연대］ 1938년〜

연보

1938 출생

1961. 1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영화〈개미와 베짱이〉제작

1963 〜 TBC방송 애니메이션 실장, 극동광고 대행사 경영

1968 대형장편 만화영화〈손오공〉제작

현재 애니메이터로 활동 중

연구내용

한성학은 우리나라 만화영화사의 초창기에 만화영화를 비롯하여 극장과 TV 광고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만화 

영화가로서, 최초의 만화영화〈개미와 베짱이〉를 제작하였다.

1938년에 태어난 한성학은 중학교때부터 만화에 소질을 보여 만화잡지「만화친구」와「만화세계」에 20〜30페이 

지에 달하는 양의 만화를 싣고「아리랑」과「신태양」등의 성년잡지에도 몇 컷쒁 그림을 그려 용돈을 벌었다. 대학 

재학시절인 1958년부터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화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부터 TV용 광고가 등장하면서 

총책임자 박영일과 함께 애니메이션 실장으로 발탁되어 TBC방송국에서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후 독립하여 '극동 

광고' 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극장용광고와 TV용 광고 외에 대표적인 만화영화 작품으로〈개미와 베짱이〉,〈손오공〉,〈철인 007〉이 있 

고 미완성에 그친〈이순신〉이 있다.

한성학은 1958년에 대학에 입학하고 이듬해에 국립영화제작소의 기술부 책임자였던 박영일과의 인연으로 국립 

영화제작소에 들어가면서 애니메이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군복무 중 최초의 작품〈개미와 베 

짱이〉를 박영한, 정도빈과 함께 만들었다. 휴가를 얻어서 여관방에서 틈틈히 작업율 하여 3개월만에 5분짜리 영화 

를 제작하였고 완성 후 다시 군대에 복귀하였다.

우리나라에 극장용 광고가 등장한 것은 1961년부터 였지만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광고영화는 오직 만화 뿐 

이었다. 그헣기 때문에 당시의 애니메이터들은 순수한 작품보다도 광고에 더욱 매진하고 광고 애니메이션의 영항 

을 크게 받았다. 당시 한성학을 비롯하여 신동헌, 넬슨 신 그리고 엄도식이 우리나라의 광고영화를 거의 전담하다 

시피했다. 극장에서 제일 먼저 알려진〈칠성사이다〉,〈활명수〉,〈진로소주〉광고는 둘둘 말린 항공필름을 화학제로 

닦아내어 펼쳐서 반으로 잘라서 제작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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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부터 IV용 광고가 등장하면서 박영일과 함께 한성학은 각각 총책임자와 애니메이션 실장으로 발탁되어 

방송국의 광고를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 초기의 광고 역사는 제약회사 광고의 역사였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선전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한성학이 동교동 사무실에서 처음 만들었던 광고도 종근당의 CF였다. 작품은 감기약 

광고로서 영국 근위병듈이 딱딱하게 걸어나가는 장면을 제작하여 만둘었다. 이렇게 그의 화풍이 신동헌이나 넬슨 

신처럼 둥글둥글하지 않고 딱딱한 직각의 느낌이 강했던 이유는 부산 피난시절에 접했던 미국만화로부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TBC근무시절 동교동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였다. 오전에는 직장에서, 오후에는 14명의 직원됼과 함께 독 

립적으로 작업하였다. 당시 그의 사무실은 인기가 많아 TBC에 의뢰되어야 할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제의가 사 

무실로 들어올 정도였다. 결국 방송국측의 부탁으로 모든 제작비를 지원받아 TBC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기도 하였 

다. 그때 동교동에서 함께 일하였던 직원 중에는 지금 CF계에 공헌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TBC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의 수주를 받아〈황금박쥐〉를 제작할 즈음 한성학은 박영일과 함께 TBC방송국 

을 나와 CF가 아닌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에 몰두했다. 대한극장 4충에 자리를 잡고 먼저 1968년에 장편만화영 

화〈손오공〉을 제작하였다. 이미〈손오공〉이 나오기 전에 신동우와 신동헌의〈홍길동〉이 상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 

다. 한성학은〈손오공〉에 이어 그때 유행하던 로보트 태권브이 시리즈 중〈철인 007〉을 만들었는데 본인의 생각으 

로도 일본의〈철인 28호〉의 아류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내걸 

었다. 물론 컷트 수도 틀리고 스롭 모션이 둥장하는 등 실수가 많았지만〈철인 007〉은 대한극장 상영 당시 12만의 

관객을 모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는 광고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위해 '극동광고'라는 광고대행사를 열기도 하였지만 광고대행사가 국내에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매우 선진적인 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미완성 작품인〈이순신〉은 박정회 대통령의 재임시절에 기획되었다. 작품의 촛점을 이순신이 아닌 그의 아들에 

게 맞추어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구성으로 만들었다. 스스로도 자랑할만한 예고편을 만드는 등 자신의 전재산을 털 

어 심혈을 기울지만 박정회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이 영화는 중도하차 하게 되었다. 미완성의 이 작품은 유니버셜 

이라는 회사로 넘어갔고 결국 도산하였다. 당장 금전적으로 다급해진 그는 자신의 소유였던 문화영화 허가권을 팔 

수 밖에 없었고 이후 문화영화 허가권이 없이는 광고영화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어야했다.

한성학은 비록 상영시간 5분의 짧은 분량의 만화영화였지만〈개미와 베짱이〉를 제작함으로써 당시 상업광고에 

서 기법적으로 쓰였던 애니메이션을 독립적으로 작품화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흑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성학.「애니메이션 역사 속의 인물 1 ： 애니메이션과의 40년」. 1■애니메이둔』창간특집호（1995년 8월）.

박암종.「한국디자인 10이년: 한국 만화영화의 선구자 신동헌 화백」.「월간 디자인」1996년 11월호.

444



［분야】 사진

［성명］ 문선호（文善鋼/새。。n Sun-Ho）

［생물연대］ 1923년 8월 27일〜1998년 3월 20일

연보

1923 음력 8월 27일 평안남도 중화군 양정면 문정리 389번지에서 출생

1936 보통학교를 졸업, 평양공립공업학교에 입학

1940 평양 공립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42 일본 동경 가와바다미술학교 서양학과 입학

1943 제23회 조선미술전 서양화부 입선〈강변〉

1944 일본 동경 가와바다 미술학교 서양화과 수료

1947 평안남도 중화군 문화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1948 평양미술대학 조소과 조규봉 교수의 작업실에서 연구생 강용인과 함께 사사

1952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게 됨.

1953 윤중식 유화작품과 문선호 종군스켓为로 대구 USIS화랑에서 이인전（二人展）을 가짐

1953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 단원

1955 대한미술가협회에 가입, 회원전에 조각작품「온일」,「흙인 청년」두 점을 출품

1956〜58 포천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1964 제3회 신인예술상 사진부 최고상〈군동〉, 제13회 대한민국 미술전 사진부 특선〈가을비〉, 제3회 한국사진문화

상 작품상 수상

1964〜66 사진작가협회전 3회 수상

1965 제14회 대한민국 미술전 사진부 특선〈결투〉, 입선〈사양〉

1966 제15회 대한민국 미술전 사진부 문공부장관상〈기다림〉, 호주 멜버른 국제사진전 최고상〈결투〉, 동아사진콘테

스트 가작〈애통〉

1967 제16회 대한민국 미술전 사진부 툑선, 제27회 일본 아사히 국제사진전 4점 입상

1967〜76 문선호 사진 연구소 경영

1967〜80 한국 사진문화상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1968 제28회 일본 국제사진전 입선〈비오는 날〉

1969 제18회 대한민국 미술전 추천작가

1970-80 국전 심사위원 역임（6회）

1971 제21회 대한민국 미술전 추천작가상 수상〈석양〉, 신라문화제 심사위원과 역임, 노동문화제 심사위원 역임.

1972 제1회 문선호 사진전（서울 신문회관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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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제22회 '대한민국미술전' 추천작가로「맥」출품.

1974 제23회 국전초대작가로「환회」출품, 국전심사위원 역임.

1976 노동문화제 심사위원 역임

1978〜88 제2회 문선호 사진전 '女' （서울 동방미술관）

1983 한국 국제사진전, 각종 사진전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문화 야외 미술관 경영（경기도 벽제）

1986 한국 현대사진 50년전 기획, 운영

1987 한국 현대사진 50년전（국립현대미술관, 전국 순회전, 일본 동경, 나고야, 오사카）

1987 제3회 문선호 사진전 '裸' （서울 동방미술관）

1990 제4회 문선호 사진전 '세계의 여정 （서울 동방미술관, 대구, 부산, 광주）

1990 - 98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역임

1991 제5회 문선호 사진전 '인도의 민중'（서울 동방미술관, 전국 순회전）

1992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역임

1993 제6회 문선호 사진전 '운보 김기창 （롯데미술관, 전국 순회전）, 제15회 현대사진문화상 본상 수상

1998 제7회 문선호 사진전 '가난에 굶주린 사람됼 （서울 동방미술관, 전국 순회전）

1998 대한민국 문화훈장 옥관 수상, 사진 영상의 해 조직위원 역임

1998. 3. 20 사망

연구내용

문선호（文善鎬） 사진의 특징은 독특한 개성, 넘치는 의욕, 치밀한 구상력과 빈툠 없는 계산으로 평가된다. 문 

선호의 사진 작업은 폭넓고 확실한 주제의식으로 추구되었음이 제8집까지 간행된 '문선호사진집' 이 말해 준다. 그 

것은 한국인 남녀노소의 삶의 온갖 모습과 그 현실 배경 포착으로부터 외국 여행에서 본 세계 여러나라의 삶의 표 

정과 환경 또는 상황에 집중된 인간에 대한 주제가 중심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인- 한 시대에 이륨을 남긴 

사람들'의 지속적인 촬영이 이루어졌다. 그 연작은 주제가 시사하듯이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기회가 있을 적마다 셔터를 누른 작품들로서 계획적인 노력의 성과였다. 젊은 여성의 나체미의 

무한한 표정을 여러 포즈와 부분적인 단면으로 다양하게 작품화하려고 한 집착도 문선호의 사진세계의 집중적 실 

적으로 남겨졌다.

직접적 시각과 심상적 추구의 사실주의 사진가였던 문선호의 그러한 홭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주축했던 경제적 

생활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철저한 목표의식을 갖고 확연하게 뜻을 성취한 사진가였다. 그 

러나 문선호의 애초의 꿈은 화가였다. 평안남도 중화의 부농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평양에서 공업학교를 다닌 뒤 

동경으로 가서 한인 미술학도들이 많이 다닌 가와바다미술학교에 들어가 양화를 수학했다. 1944년에 제23회 조선 

미술전 서양화부에 유화〈강변〉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45년의 민족해방 직후 고항의 중학교 미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문선호는 조각에도 관심을 가지며 1947년에 

개교한 평양미술전문학교（지금의 평양미술대학 전신） 조소과의 조규봉 교수실에서 한때 조소기법을 익힐 수 있었 

다. 그리하여 고항 중화읍 네거리의 분수조각을 맡아 제작하던 중 6 • 25전쟁 발발로 신혼의 아내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올 기회를 가졌다. 전쟁 중 서울을 거쳐 대구로 간 문선호는 고향 선배의 사진가 김진욱의 도움으로 속성증명 

사진을 손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사진생애를 예고한 셈이었다. 그는 때마침 국방부 정훈국에서 모집한 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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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도원이 되어 중부전선에서 전장 기록사진 홯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림과 조소도 다시 

시작했다. 1952〜1953년에 대구와 부산에서 열린 수차의 월남미술인작품전（윤중식, 이중섭, 홤유엽, 한묵 등이 참 

가）에 그가 유화와 조소를 출품한 사실을 당시의 전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전 후 i960년 무렵부터 그는 그 

의 눈에 비친 가난한 환경의 천진스런 어린이들을 주제로 한 첫 단계의 집중적 사진작업으로 작가의식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확실하게 사진작가로 변신하기 위해 그는 41세의 중년의 나이를 무旨쓰고 1964년의 제3회 문화공보부 신인예술 

상 공모전 사진부에 응모하여 흑백사진〈군동〉으로 최고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강한 목표의식의 1단계 성 

공이었다. 그해 제13회 국전에 신설된 사진부에도 응모한 원색사진〈가을비〉가 일약 특선에 올랐다. 1968년의 제 

16회 국전까지 특선 및 수상을 거듭하고 나서 추천작가가 됨으로써 마침내 뚜렷한 사진작가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뒤로 그는 추천작가상을 수상하고 1974년부터는 초대작가가 되어 심사위원도 거듭 역임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사진작품 홭동은 더욱 활발하게 추구되었다. 1972년 첫 사진개인전과 함께「문선호 사진작품집』제1집이 간 

행되었다. 내용은 앞에 언급한 어린이 주제의 시리즈와 본격적 누드작품 연작, 그밖에 홍콩과 마카오 여행지의 삶 

의 모습 등이었다. 그 첫 작품집에 사진계의 원로 임응식은 '문선호의 화가 수업에서 영항된 사진조형과 사진미학 

은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는 찬사를 썼다. 사실 문선호의 화가 수업의 바탕은 그의 사진 앵글과 구상 및 

순간의 이미지 포착 등에 작용했다. 그는 못이룬 화가의 뜻을 사진작업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속마음과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화가의 시각과 표현의식으로 사진예술을 추구하려고 했던 셈이다.

화가로 출발한 사진가였던 만큼 문선호는 고향인 평양 출신의 화가들과는 물론, 전체 미술계 작가들과의 친교가 

사진계 이상으로 많았다. 그래서 그는 그 미술가들의 각기 개성적인 모습을 포착한 수없이 많은 사진을 남기게 된 

것이다. 1995년 '미술의 해'에는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인 160인의 모습전'을 대대적인 구성으로 꾸 

미기도 했다. 문선호는 미술가들에 대한 동료적 애정이 강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도 미술계를 움직인 작가들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사진에 담으려고 들었던 것이다. 특히 배우나 연극인 이상으로 표정과 개성의 모습이 두드러지 

고 강렬한 '최고로 멋있는 미술가 모델'인 화가를 그는 매우 좋아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한국화가로는 김기창, 천경자, 양화가로는 김홍수, 권옥연 등이었다. 1991년에 간행된 사진 

작품집 제6집의「운보 김기창의 반생』은 그런 연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술의 해' 때 종합전시된 사진들은 

「한국 미술인의 모습: 1970〜1995」（작품집, 8집）으로 출판되었다.

문선호의 사진 작품집은 1■女』（제2집, 1974）,「裸』（제3집, 1986）,「세계의 여정: 유럽편」（제4집, 1987）,「세계의 

여정: 인도의 민중』（제5집, 1990）, 그리고「가난에 굶주린 지구촌 난민듈: 방글라데시편」（제7집, 1993） 등으로 이 

어졌다. 총체적으로 인간 주제로 일괄된 사진작품들이 그렇게 묶여졌다. 한국인의 여러 모습 외에 세계로도 눈을 

돌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가난하고 굶주린 삶의 인간 모습을 순수한 사랑과 연민과 구원의 염원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작품들이다. 그처럼 정신적 젊음과 체력을 스스로 과시하던 그였지만 결국 노령의 지나친 과로로 느닷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98 사진 • 영상의 해' 특별 기획전의 하나로 예정되었던 '한국인- 한 시대에 이 

름을 남긴 사람들 의 전시와 그 작품집집으로 계획） 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된 그 집착 

과 열정은 문선호 사진인생의 보람찬 종착으로 기록되게 하였다. 그는 줄기차게 유명, 무명의 모든 한국인을 진심 

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한 극명하고 일관된 사진예술가였다. 그로써 문선호 자신도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한 

국인 사진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작심한 뜻을 향해 직선적으로 도전하며 실현시키려 했다. 그의 마지막 열정은 '98 사진 • 영상의 

해 에 때맞추어 자신의 사진 생애의 한 부분이었던 한국인 주제의 40년 지속 작업을「한국인：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1958〜1998』이란 작품집으로 묶어 출판하고, 아울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하려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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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것은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인물들과 문화예술계를 빛낸 얼굴돌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여러 기회 

에 순간적으로 포착한 사진들이었다. 그 계획의 인화작업에 몰두하며 건강과신의 밤샘까지 하다가 끝내 과로가 지 

： 나쳐 카메라 셔터가 멎듯이 문선호의 사진생애는 마감됐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사진예술 열정과 업적도 역사 속 

에 남으며 재평가와 재인식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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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 '二 소속 김한용 사진연구소

、竇7■同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가 552

■■ 演二숴^［전화］ 02-2266-5969

■， t ■闕1..................................................................
연보

1924 평안남도 성천 출생

1947 국제보도연맹의 월간지「국제보도」로 사진기자 입사

봉천성 주최 방화포스터공모전에서 3등으로 입상

1952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전 출품

1954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국제사진 살롱에서 입선

1959 전문 스튜디오인 '김한용 사진연구소 설립

1962 '프리마 제1회 대상 수상

조일광고대상 1회 대상 수상

1966, 68, 69 '프리마 3회, 5회, 6회 대상작품의 사진 담당

1967, 69 상공미전에서 특선을 공동 수상

1969 한국관광공사 주최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

1970 오사카에서 열린 'EXPO '70' 참관

1972 제4회 FAPA총회 참석

1980 서독에서 2년마다 열리는 '포토키 14' 참관

1982 제1회 대한민국 사진 전람회 심사

1984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 사장

「김한용 작품집』출간 및 기념전

1986 한국대표로 대만 FAPA 참석

1988 중앙문화센터 사진강사

1989 김한용사진연구소 대표

1989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관리자 과정 수료

1992 광고사진부문 국내 최초로 대통령 표창

동아국제사진살롱 심사위원, 서울시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국제 사진협회 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고문 역임

중앙일보 문화센터 카메라 전임강사,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초대작가 및 김한용 사진연구소 대표

1994 「한국의 얼』출간 및 기념전

1998 중앙일보 문화센타 카메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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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한용 사진연구소 대표

연구내용

김한용（金漢鎌）이 사진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24세이던 '47년 국제보도연맹 사진기자로 입사하면서였다. 국제 

보도연맹은「국제보도」라는 월간지를 발햄하고 있었는데 보도사진 뿐만 아니라 연극무대, 산업시설, 인물, 행사 등 

다방면의 사진을 玛었다. 그는 처음에 화가가 되려고 했지만 3 ・ 8선이 생기면서 북에 있던 재산을 잃게 되자 그 

꿈을 사진으로 돌리게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보처럼 간직해 온 그림도구듈을 팔아 카메라를 구입했다. 그가 제 

일 먼저 码은 사진은 그의 어머니 '이춘수'여사였다고 한다.

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시선을 오랫동안 멈추게 할 수 있는가를 터득하여 체질화시킨 것은 '47년대부터 국제 

보도사의 사진기자로 있는 십년 남짓한 동안이었다. 그 당시에 여가만 있으면, 사진을 잡지에 실어 편집하는 방법 

을 1■〈라이프（니FE）〉」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무슨 책이든 손에 쥐면 편집디자인부터 보게 되고 

한면을 넘길 때마다 마처 영화를 보듯 편집디자인의 표현을 통해 편집자의 사상까지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가 우 

리나라 출판문화의 초창기에 삼화인쇄, 유유산업,「여원」등의 기업과 함께 인쇄와 광고사진 분야에 적극적인 관 

심을 갖고 기여한 것도 우연한 출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석탄공사 사진을 찍으며 부산일보에 사진원고를 투고하다가 부산일보사가 역 앞으로 이전 하면서 '52년에 

정식 사진기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는 6 • 25동란 중 국군이 진격을 하자 종군사진기자로 평양을 거쳐 영변까 

지 올라갔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 시찰을 취재하기도 했다. 동란이 끝나갈 무렵인 '53년에 용두산 화재로 아침 

에 출근하니 직장인 부산일보사가 잿더미로 화한 재난을 당하였다.

서울 수복 후에도 1년 남짓 부산일보 서울지사에서 일을 했다. '50년대 말 광고사진 상홤은 이정강（李正綱）이 

허바허바 사진관에서 광고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고, 한국일보 기자 겸 디자이너와 사진가로 이추길이 활동하기 시 

작했다. 당시 전란의 피해에서 막 벗어날 무렵이라 사진재료도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했고 칼라 현상도 활발苗지 

못했다. 몇개의 텅스텐 램프와 형편없는 암실장비로 꾸려나갔고, 필름도 미군 PX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쓰는 실정 

이었다. 1957년에는 한국 최초로 '국제보도연맹 의 1958년도 캘린더가 원색분해되어 인쇄되었는데 이 첫 시도는 

바로 김한용（金漢鑄）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때에 독자적인 개인 연구소를 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한용은 과감히 '59년 9월 

15일 충무로 3가 스타다방 앞에 세를 얻어 사진세계로의 첫발인 '김한용 사진연구소'의 간판을 걸었다. 처음에는 

종군작가 신분으로 육군본부에서 발행하는 대외육군 화보촬영을 담당했다. 그후 영화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 

의 소개로 영화 스틸사진을 찍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가 차린 상업사진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일로 

서 상업사진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그가 사진연구소를 개설해 막 활동하던 '60년대 초에는 전창순, 남상준, 이형록, 임석재, 손규문, 정도선, 김회수 

등이, '60년대 중반에는 한영수, 안종칠, 이용정, 60년대 말에는 문선호, 김기순, 고동빈, 이중식 등이 활동하기 시 

작했다. 이 기간에는 사진작가의 도입으로 광고디자인이 세련되기 시작하였다.

좀 더디긴 했지만 사진 현상기술도 항상돼 나갔다. '60년 초 독일사람 그룬트（Grunt）가 장충동에서 최초의 칼라 

사진 현상을 했으며, '60년에 새한칼라현상소 및 '61 년 원남동의 아그파칼라 현상소 등이 설립돼 칼라사진 현상의 

선구적 역활을 수행했다. 개인으로는 '61 년 김한용이 국내 최초로 ECKTACHROME E-2를 현상했다. 아울러 상업사 

진 분야와 인쇄기술, 제판시설도 발전해서 광고표현 기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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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 둘어서면서 시작된 경제개발 정책은 광고계를 발전시켰고 인접분야인 인쇄술, 디자인, 광고사진 등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때부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조금씩 국산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제품 카타로그 및 안내책자 

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 제약회사에서는 경쟁이 夭I열해지면서 광고에 눈뜨기 시작하여 광고사진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61 년에는 OB맥주의 카렌다와 당시로는 드문 비락우유의 칼라광고 원고도 제작, '62년 여성지인 월간 

『여원』의 칼라표지를 1월호부터 7월호까지 표지촬영, '63년 동아일보 게재 OB맥주의 8단 광고 등 대형광고의 일도 

활발해졌다. 한편으로 당대 최고의 배우들인 김지미, 엄앵란, 최무룡, 김진규, 도금봉, 태현실 등 유명 연예인을 등 

장시킨 기성업체의 카렌다 촬영일도 많이 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에 힘입어 그의 나이 40에 드디어 충무로 3가의 셋집에서 벗어나 충무로 2가 

50-2에 번듯한 스튜디오를 새로이 개설하게 되었다. 1충은 암실과 사무실, 2충은 스튜디오, 3층은 살림방으로 꾸몄 

다. 40세였던 그는 이곳에서 많은 작업과 활발한 작품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보다 천정이 높고 조명을 마음대로 설犬!할 수 있는 공간의 완벽한 스튜디오가 항상 아쉬웠 

다. 약 1이년 쯤 후인 1973년 이러한 점을 보완해 완전한 기능을 갖춘 3층짜리 스튜디오를 설계했다. 1층은 스튜디 

오와 사무실, 지하는 암실, 2, 3충은 살림집으로 그해 5월 5일 착공했다. 4개월 뒤인 9월 1일 드디어 완공했는데 

충무로 2가 52의 3번지를 주소로 둔 지금의 '김한용 사진연구소이다.

60년대 듈어 광고의 활성화와 그 기반이 되는 상업사진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조선일보사는 '64년 국내 언론 

계 및 광고계 사상 최초의 창작 광고상인 '조선일보 광고대상'울 제정했다. 이 상은 그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광고 

산업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앞당겼고, 광고 창작인들의 기량을 항상시켰다. '조일광고상' 응모 첫해 과제광고는 한 

독약품 '훼스탈'과 조미료 '미원' 등으로서 웅모 작품은 무려 238점으로 당시 광고계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 

다.

1회 조일광고대상은 김한용이 찍은 사진으로 '프리마로 건강체질'을 제작한 이효일（李孝一: 당시 동아제약 근 

무）이 수상했다. 이어 2회에는 이추길이 찍은 사진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3회에는 당시 동양맥주에 근무하던 이태 

영과 양승춘 그리고 김선생 3인이 합작한 작품 '계절을 마시자'라는 캐为플레이즈의 OB맥주로 대상을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그의 촬영기술이 돋보인 작품으로서 크리에이티브면에서 당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또한 4회에는 그 

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등장시켜, 한일약품에 근무하는 부수언, 이동근과 3인이 합작한 '금성 FM 라디오'로 대상 

을 수상하였다. 이어 6회에도 이영회, 유추식과 함께 제작한 '오리엔트 시계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조일광고 역사 

상 대상을 4번이나 수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대상 외에도 부문별 수상 또한 적지않을 정도로 조 

일광고대상전은 그의 역량을 무한대로 발휘했던 발표장이었다.

'66년 상공부 주관의 상공미전 또한 광고사진의 부각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 전시회는 그래픽분야 중에서 물감 

으로만 그리던 것을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동기를 기성인 및 디자인전공 학생듈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시대변 

화로 인해 김한용도 '67년 이효일, '69년에는 박재진과 공동제작한 작품을 상공미전에 출품해 각각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67년은 광고사진의 활성화를 촉진시킨 광고대행사들이 설립된 해이다. 만보사를 출발로 제일기획, 

연합광고 등이 생겨나면서 광고의 질적 • 양적 팽창은 새로운 광고사진세대를 필요로 했다. 이때부터 도제적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사진가들과 신문, 잡지사의 사진기자들, 그리고 대학의 사진과를 졸업한 정규교육세대들이 대 

거 광고세계로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하였다.

이같이 60년대 들어 광고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 광고사진이 정착되기 시작하자 '68년에는 '한국상업사진 

협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김한용이 적극적으로 결성을 주도한 끝에 이용정, 문선호, 한영수, 이정강, 김기순, 

남상준, 안종칠, 손규문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74년까지 3회의 단체전을 치르며 국내 상업사진 발전을 선도하 

였다. 당시 그는 총무를 많아 초기의 어려운 환경에서 광고사진의 영역확보와 일반인에게 광고사진의 필요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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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추상같은 지시와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도 2명의 제자가 배출되었다. 그가 배출한 대표적 사진가가 바로 박 

상훈와 김광부다. 박상훈（박상훈 사진연구소 대표）은 실무에서 탄탄한 중진 작가로서 활약하고 있고 김광부（서울 

예전 사진과 교수）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대학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상훈이 정통파 사진작가라면 김광부는 디 

지탈 사진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일 만큼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정통에 입각 

해 진실되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 김한용의 면모를 두 작가는 나눠가진 것이다. 김한용은 1992년 한국광 

고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박암종.「프로정신으로 50년을 달려온 사진작가 김한용」.『월간 디자인』199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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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용. （주）국제보도인쇄의 1958년 캘린더 사진좌）, 
「여원」1962년 1월호 표지 사진（우）.

김한용. 진로소주 현상포스터 
■두꺼비룰 찾으세요•편 사진. 1960.

김한용. 제1회 조일광고대상 수상작 사진. 1962.

김한용. 코카콜라 1962년 포스터 사진.

김한용. 최난경을 모델로 하여 찍은 금성사 광고. 
1964.

김한용. 쥬단학 '새로본 바캉스 크림' 사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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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진 •

뚠선호 i 為힌总। 이용정 । &영수

田2囲

［분야］ 상업사진

［성명］ 이용정（李容正/Lee Yong Jong）

［생몰연대】 1929년~ ［소속］ 이용정사진연구소 대표

［주소］ 자택/서울시 성북구 정릉 1동 181-40

직장/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1 아세아 빌딩 101호

［전화］ 자택/02-914-6104 직장/02-2275너028, 2266-6098

［FAX］ 직장/02-2266-6098

연보

1929 함북 회령 출생

1951 배재중고등학교 졸업

195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59 공보부 방송관리국 방송문화 연구실 촉탁근무

1960 방송사진전 2회 개최

1966 「어깨동무」,「세대사」사진부장

1968 홍익전문학교 사진학 강사

1969 숙명여대 대학원 사진학 강사, 조일광고 대상 사진부문 수상

1973〜89 FAPA（아시아연합 사진예술가협회） 총회 한국대표로 2회 참석

1983 MBC프로야구 사진전 심사, 현대칼라 portrait 사진공모전 심사

1984 중앙광고대상 심사

1985 MBC광고대상 심사, 코닥칼라 사진공모전 심사, 86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지정 사진작가단 단장

1987 KBS사진대전 심사（3회）

1988 88올림픽 미스 우정사절단 공모 심사, 88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정 사진작가, 88올림픽 사진꽁모전 금상 수상

한국 사진작가 협회 자문위원, 한국 광고 사진작가협회 고문

1989 동화 사진 콘테스트 심사

현재 이용정 사진연구소 경영

연구내용

한국 사협의 자문위원이며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고문인 원로 사진작가 이용정（李容正）은 광고사진계에서 크게 

명성을 떨친 사진작가이다.

1929년에 함북 회령에서 태어난 이용정은 1951년에 배재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59년에 공보부 방송관리국 방송문화 연구실 촉탁근무를 하였고 1966년부터 잡 

지 1■어깨동무』와「세대사」에서 사진부장을 지냈다. 1969년 조일광고대상 사진부문 수상하였고 88서울올림픽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다수의 사진전과 공모전에 심사위원올 역임하였다. 1983년 MBC프로야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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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1983년 현대칼라 포트레이트 사진공모전, 1984년 중앙광고대상, 1985년 MBC광고대상, 1985년 코닥칼라 사진 

공모전 , 1987년 KBS 사진대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아시아연합 사진예술가협회 (FAPA) 총회 한국대표로 

참석한 그는 86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지정 사진작가단 단장을 지내고 88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정 사진작가가 되었 

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과 한국광고사진작가협회 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이용정 사진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이용정이 본격적으로 사진계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후 교 

육에 관심을 갖고 모교인 배재 중고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이용정은 가지고 다니던 카메라로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몇 컷 찍어 두었다. 이튿날 대통령 수행사진반의 사진이 잘못 码혀 경무대에서 그가 찍은 사진을 찾았고 그 사진 

이 보도용으로 크게 다루어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교장선생이 사진반을 마련해 주었고 그는 그 사진반에서 부장 

을 하면서 사진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그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학도의용군에 입대, 종군사진반으로 활동하다가 제대 후 서울대학 미대 응용미술학과 

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하였다. 서울대 재학시절, 이용정의 작품을 보고 사진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 

장의 지시로 서울대 최초로 사진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졸업 후 방송사, 잡지사 등에서 사진부장으로 활동하였으 

; 며, 충무로에서 '이용정스튜디오'를 개설, 운영하면서 홍익전문대, 숙명여대의 강사로 홭동하였다. 또 미개척분야 

i 인 광고분야에 투신하여 한국사진계에서 처음으로 사진에 미술을 접목하여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예술 

: 적 감각과 재능을 발휘하였다.

조선일보광고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당시의 슈퍼스타 윤정회, 장미회, 등의 인기 연예인들이 그의 렌즈를 

' 거쳐갈 정도로 상업사진에 활발한 홭동을 벌였고 그만큼 인기를 누렸다. 또한 광고사진작가로서의 명성에 못지 않 

i 게 누드작가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용정은 당시의 한국사단에서 몇 안되는 전공인으로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장 상업적이면서도 

'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이다.

참고문헌 — _____

정운봉 • 이용정.「정운봉 • 이용정 2인 누드 사진선집』. 한국사진문화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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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 1972년 제9회 조선일보광고대상 특별상 
（조선일보사장상） 수상작 사진.

이용정. 19거년 제8회 조선일보광고대상

의약 • 화장품부문상（보건사회부장관상） 수상작 사진.

이용정. 금복주 달력사진.이용정, 1975년 제12회 조선일보광고대상 

전자 • 기기부문본상 수상작 사진.

이용정. 진로 위스키 로얄 광고사진.

이용정. 기아산업 기아오토바이 달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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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업사진

［성명］ 한영수（韓榮洙/Han Young-Soo）

［생몰연대］ 1933년〜1999년 1월 9일

연보

1933 경기도 개성 출생

1966 광고 사진 스튜디오 설립

1973 스위스『포토그라피스 연감』에 작품사진 게재

1999. 1. 9 사망

연구내용  

한영수（韓榮洙）는 한국 광고사진계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서 1960년대부터 광고사진을 찍어 온 상업사진가이다.

1933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난 한영수는 6 • 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였고 이때의 전쟁 경험을 토대로 

1956년에 창립된 신선회에서 사실성과 기록성에 입각한 리얼리즘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이후 상업사진의 길을 

걷게 된 그는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1966년 퇴계로에 광고사진 스튜디오률 설립하고 초창기 

우리나라 광고사진계를 개척해왔다. 1973년 스위스「포토그라피스 연감」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사진을 게재하여 

1970년대 한국 영상을 세계에 전함으로써 국제적인 상업사진작가로도 활동하였다. 1■우리강산』과 50년대 신선회 활 

동 시기의 사진을 모은「삶』이라는 두 권의 사진 작품집을 출판한 바 있으며 1999년 1월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영수가 처음 사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전쟁으로 엄청난 비극을 맞았던 1950년대 현역으로 최전방을 누비면서 

시작되었다. 몸소 체험했던 참담했던 순간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종전후 전쟁이 할퀴고 간 폐허와 쓰라린 상처 

투성이 한복판에 서게된 그는 민족의 비극과 격동의 이 시대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일념으로 카메라률 손에 들 

었다. 그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잘 정리하여 1■삶』이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첫번째 작품집인「삶』에는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충격, 좌절과 슬픔의 그 시대상황, 또한 그런 허탈감 속에서도 끈끈히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모 

습이 리얼하게 잘 그려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한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순수 창작사진만 계속해 오다가 사진작업을 하 

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수입도 있으면서 순수 창작사진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광고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내 최초로 칼라인쇄를 하였던 을지로의 한 인쇄소의 촉탁으로 홍보용 칼 

라사진을 찍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광고사진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여타의 창작사진이나 순수사진과 달리 광고 

주의 치향을 염두하고 玛어야 하는 광고사진의 속성을 간파한 그는 테크닉과 창의적인 면에 더 충실하여 상업사진 

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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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관련한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스승도 없던 당시 한영수는 미국부대에서 나오는『파리 마犬!』와 같은 해외 

잡지듈을 구해 스크랩하면서 조명이나 산업과 연관된 광고사진의 본질을 체득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73년에 전세 

계 사진작가됼이 선망하던 스위스 1■포토그라피스 연감』에〈손 위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진을 싣게 되었고 그 뒤로 

도 여러 차례 스위스「그라피스포스터 연감』과 일본 1■세계사진연감』에 작품을 게재하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광고사 

진작가로 인정받았다. 자신에게 사진은 영원한 테마라고 말해오던 그는 작고할 때까지 국내 각종 사진전의 심사위 

원을 역임하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고문을 지내면서 한국 광고사진계를 이끌어 왔 

다.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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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서양의상 한국의 상

최경자 진태옥 I 이신우

田 筌. ［3］ ［지 因

［분야］ 서양의상

［성명］ 최경자（催敬구/Ch이 Kyung-Ja）

［생몰연대】 1911년~

［소속］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원장

［주소］ 직장/（100-392）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28

［전화］ 직장/02-2275-6031

［FAX］ 직장/02-2275-5178

연보

1911 함경북도 안변 출생

1927 루시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32 무사시노 음악학교 입학

1937. 3 '은좌옥 양장점 개업

1938 함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양재학원인 '함홍양재학원 설립

1955 디자이너 모임인 '대한복식연우회 를 창립, 초대회장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패션화보를 시도, 최초의 기성복 쇼롤 개최

1961 우리나라 최초로 스타일화를 도입, 복제복장학원에 스타일화과를 개설

1965 한 • 미 • 일 합동 스타일화 전시회를 개최

1963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패션쇼인 한 • 일 친선 패션쇼를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국제무역박람회의 한국관에서의 패션쇼, 미국 순회 패션쇼 개최

1964 우리나라 최초로 차밍스쿨 개최

1968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전문지「의상」지를 창간

디자인센터 이사, 국제복장기술학교 교장,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성경제인협회 명예회장 ,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이사장

1971 「복식 디자인」저술

1975 문화공보부 장관 표창 한국잡지문화상 수상

1978 r양재교본」（전3권） 저술

1981 「패션 50년 자전교감」저술

1985. 11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산업포장 수상

1989. 7 국무총리 표창 '모범여성 경영인상 수상

1990 「패션과 함께 한 나의 사랑」저술

1993 국제적인 패션 전문지「WWD」지의 한국어판을 발행

현재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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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최경자（崔敬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패션계의 살아 있는 역사다. 그녀는 고향인 함경남도 안변에서 17살까 

지 지내다가 1927년 원산에 있는 루시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루시학교를 졸업하자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동경으로 유학을 계획하였다. 1932년 1월 동경에 도착한 그해 3월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무사시노（武藏野）'음 

악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양장이 제법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가면 

여러 종류의 스타일 북이 갖추어져 있었고, 옷감을 산 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고르면 마름질을 해 주었다. 그러 

나 학교를 다니면서 일일이 옷을 사입을 형편이 못되었던 이들 남매는 결국 그의 솜씨로 지은 옷을 입어야 했다. 

그때 이웃에 살던 요코하마씨네 재봉틀을 빌려서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 집 부인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의 솜从I를 칭찬해 주었다.

동경 유학생활에 익숙해지고 음악 공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무렵 이돌 남매는 고향집에 불이 나서 모든 

가산이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더 이상 유학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그는 양재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결국 음악 

학교 사범과 2년을 수료함과 동시에 동경 '오차노미즈（御茶之水）' 양장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진로를 전격적으로 바 

꾸었다. 아끼던 피아노를 팔아 재봉틀을 사서 본격적으로 양재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하였다.

양장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귀국하여 고항집 근처의 함홍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만해도 서울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한창 신홍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던 터였음으로 회망을 걸어 볼 만했다. 그는 가 

게터를 물색한 끝에 1937년 3월에 '은좌옥（銀座屋）' 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양장점을 개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 

성들은 양장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신여성율 제외하면 손님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당시 

함홍에 양장점이라고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까즈키（三日 月）'라는 양장점과 은좌옥 밖에 없었다.

당시 함홍시에는 매년 점두장식 경연대회가 열렸다• 지금으로 보자면 일종의 디스플레이 경연대회인 셈이다. 함 

홍 시내의 유명 상점들이 모두 참여한 이 대회에서 은좌옥은 당당히 2위로 입상을 했다. 1위에는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인 '미나까이（三中井）' 가, 3위에는 '스에히로 제과점이 입상했으며 4위에는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영미옥' 

이라는 양복점이 입상했다.

입상한 상점 모두가 함홍에서는 내노라 하는 유명 상점들이었음으로 개업한 지 얼마 안되는 은좌옥의 입상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은좌옥은 이 대회를 통해 일약 유명상점이 되었고 선생의 첫 패션 사업도 성공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1938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재학원인 함홍전문양재학원을 설립하였다.

잘 진행되던 함흥에서의 양재학원도 6.25로 그 동안 이뤄 놓은 모든 것을 뒤로 한채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에 먼저와 정착하고 있던 오빠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집 옆에 작은 가게터를 마련해 '양재연구소' 라는 간판을 

내걸고 찾아오는 학생들울 한 둘씩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그녀는 1948년 4월 아 

현동 로터리 부근에 '국제양재전문학원 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성황을 이루던 남한에서 

의 학원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또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대구였다. 그러나 그는 피난처 

에서의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국제양장사를 다시 열어 점차 안정된 기반을 닦아 나갔다. 전쟁의 상 

처가 아물자 아쉽지만 모든 것을 정리한 채 환도하여 1954년 12월 문화와 패션의 거리인 명동에 국제양장사와 최 

경자 복장연구소를 개설하였다.

그 즈음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일본군과 미군들의 군수물자에 영향을 받은 밀리터리 스타일이 유행을 했 

다. 또한 광복 이후 외국에서 돌아 온 교포들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영향을 받아 어깨에 패드를 높게 

넣은 군복풍의 롱스커트와 슈트도 크게 유행되었다. 특히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개버딘이나 낙하산감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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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비로드로 만든 최신 스타일의 한복이 최고 멋쟁이 여성들이 입는 의상으로 꼽혔으며 플래어 코트 또 

한 뻐 놓을 수 없는 유행 품목이었다. 이처럼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기술을 갖고 싶다는 여성의 자각도 뚜렷해진 덕분에 학원은 나날이 번창해 나갈 수 있었다. 바야흐로 우리 

나라의 의복과 여성의 의식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때맞춰 그녀 안에 잠재했던 패션디자인에 대한 안목과 능력이 발휘되게 된다. 1950년대만해도 우리나라 여성 잡 

지에서는 패션화보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국제양장사가 날로 번창해 가던 어느날, 그녀는 당시「여원」사의 

박상기 기자로부터 홍미로운 제안을 받게 된다. 잡지난에 패션에 관한 고정란 집필을 요청받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1955년 11월호에 실린 여성 모드란은 그야말로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 잡지가 발매되자 마자 여성들은 매 

우 큰 관심을 보였고 선생은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잡지에서 사진을 오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여성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스타일화를 처음으로 가르犬!기 시작한 때는 1961년이었다. 그녀는 외국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던 길 

에 비로소 복식연구에 스타일화라는 독립적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후 학원을 열면서 패션을 시 

작한 이래 복식연구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스타일화룔 도입하였다. 그러나 스타일화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형편에서 이룔 가르칠 강사를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 

종하 화백이 본래부터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김화백에게 학원에서 스타일화 강의를 

부탁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최준호와 유병찬 등이 스타일화를 교육하였다 얼마 후에는 대학의 의상학과에서도 스 

타일화를 가르치게 되었다. 어렵게 강사를 구해 스타일화과를 운영해 나가던 중 드디어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1964년 5월 신문회관에서 한 • 미 • 일 합동 스타일화전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 

로 열린 이 스타일화 전시회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전국 순회 전시회까지 

열 수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패션디자인계의 체계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1957년 10월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첫 개인 패션 쇼를 열었다. 이때 

출품한 작품은 모두 50여 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무대에 올려진 첫 패션 쇼는 신문마다 대서 특필 되 

면서 호평을 받았고, 여러 작품이 화보로 실리는 둥 주목을 끌었다.

최경자는 양장을 하면서도 언제나 한국적인 미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무꽃, 배추꽃과 청자화병 등의 모티프 

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보라색 시폰 드레스에 무꽃이 하나 가득 달려 바람이 날 때마다 아래로 뚝 뚝 떨어지는 느 

낌과 노란색 시폰 드레스에 배추꽃이 가득 달려 있는 모습을 표현하여 의상을 제작하였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 

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굳이 장미나 백합과 같은 꽃을 택하지 않고 소박한 우리 정서가 담긴 무꽃, 배추꽃을 택 

한 것이 돋보인다「는 평을 싣기도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갈 즈음인 1966년, 태국에서 동남아 박람회가 열렸다. 그곳에서 패션 쇼를 개 

최한 후 여행기간 중 그는 의상 전문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양장이 결코 특수충 여성이 입는 호화 

스러운 옷을 만드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본 생활 가운데 의생활울 좀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1968년 12월 의상전문지가 의상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 

지고 어려움을 무릅쓰고「의상」지를 창간했다.

창간호인 12월호의 표지모델은 당시 가수로 활동하고 있던 윤복희, 의상은 박윤정이 맡았다. 창간호 기사 가운 

데 미래성 좌담으로 '미니가 좋다!'라는 타이틀 하에 젊은 여성들의 패션의식에 대한 좌담회를 실었다. 또 원단에 

서 복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기사, 가위의 발달사, 유병찬 선생의 스타일화 교실 등 일반인도 관 

심있게 읽을 수 있는 패션 교양 기사와 함께 패션 지망생이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 기사까지 다양 

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상 전문지인「의상」지는 1982년 12월 결국 송별호를 내고 그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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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보사에서 인수하여「멋」이라는 제호로 패션 전문지로서의 명맥을 유지시켜 갔지만 십수 년만에 휴간되고 말았 

다.

그러나 의상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1993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페어차일드사에서 발행하 

는 국제적 패션 전문지인「wwd」지 한국판을 발행하였다.「의상」의 맥을 이어 발간되던「멋」이 폐간된 것이 1993 
년 3월이고, 다시 rWWDj 한국판을 창간한 것이 같은 해 4월이니 비록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의상」에 이어「멋」 

그리고 이제 다시「WWD」가 패션 전문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60년대부터 해외여햄을 통해 패션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제고등양재학원 에서 '국제복장기술 

학교' 그리고 '국제패션디자인학원 으로 이어지는 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참고문헌

「한국 패션디자인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자 선생」.「월간 디자인」214호（1996년 4월）.

최경자.「최경자 자전년감 패션쇼 50년」,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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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迎2図141 1

최경자가 개업한 양장점 '은좌옥 앞에서. 1937. 「여원」1955년 1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화보로서 최경자가 디자인한 의상이다.

최경자의 초기 패션쇼의 모엘돌. 1957.신문회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한 • 미 • 일 스 
타일화 전시회에서 선보인 최경자의 스타일화. 1964.

최경자. 제2회 패션쇼에서 선보인 이브닝 드레스. 최경자.〈청자화병〉. 1962.
세계 17개국이 참가한 패션쇼에 출품한 작품. 

옷 위에 이세득 화백이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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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田12

; 서양의상 11 한국의싱

최경자 i 진태옥 이신우

［분야］ 서양의상

［성명］ 진태옥(Jin Tae-Ok)

［생몰연대］ 1934년~

［전화］ 직장/02-511-0022

［FAX］ 직장/02-542-8791

연보

1934 출생

1965 '프랑소와즈' 설립

1983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력션 참가

1990 SFAA 초대회장 역임

1993 파리지사 설립

1999 무역의 날 대통령상, 황금바늘상, 제1회 섬유진흥 대상, 상공부 장관 최고 디자이너상 등 수상

서울올림픽 유니폼과 아시아나항공 유니폼 디자인

현재 '베베 프랑소와즈 , '프랑소와즈 옴므' 경영

연구내용

1934년에 태어난 진태옥은 패션브랜드 '프랑소와즈'를 설립하여 활동한 패션디자이너이다. 198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참가하기도 한 그는 1993년 파리에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왔다. 1990 

년 SFAA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무역의 날 태통령상을 시작으로 황금바늘상, 제1회 섬유진홍 대상, 상공부 장관 

최고 디자이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프랑소와즈' , '프랑소와즈 옴므 를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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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J.I②

진태옥. 네크웨어 디자인. 진태옥. 네크왜어의 흉보 브로셔.

467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 서양의상 J J 한구의상 j
최경자 | 否태옥 | 이신우

□ 2 a a

［분야］ 서양의상

［성명］ 이신우

［생몰연대］ 1941년〜

［소속］ （주）이신우 대표

［전화］ 직장/02-333-2211

1941 출생

1960. 2 경기여자중고등학교 졸업

196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중퇴

1965. 4 국제복장학원 연구과 졸업

1968. 10 오리지날 리 창설

1968 국제디자이너클럽（KDC） 패션쇼 12회 참가

대한방직협회 주최 목화 아가씨 초청 코튼쇼 총 15회 참가

1972. 4 제1회 이신우 작품발표회 개최（조선호텔）

1974. 4 제2회 이신우 작품발표회 개최（타워호텔）

1977 파리 프레타 포르테（Paris Pret-a-porter） 6회 참가（단독 4회, 공동 2회）

1977. 4 대한 잠사회 주최 상공부 후원 '파리 국제여자기성복 박람회' 참가 기념 실크 패션쇼 개최（조선호텔）

1977-82 뉴욕의 의류 회사 The Silk Farm'에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똑같은 디자인료（한 디자인당 300달러）를 받고 디자인

공급. 그 디자인으로 The Silk Farm'은 미국 굴지의 의류 회사로 성장

1978 미국의 메이시즈（애acy's）, 로드 앤 테일러（Lord & Taylor） 백화점 등에서 바이어쇼 수차 개최

1980 세계패션그룹 한국협회 주최 자선 패션쇼 3회 참가

1982. 3 뉴욕의 파슨스 스쿨에서 이신우 작품 발표회 및 바이어쇼 개최

1982. 5 주니어 정장 '영우' 창설

1983. 3 (주)이신우 설립(ICINOO CO., LTD. KOREA & NEW YORK)
1983. 12 모멜라인 주최 제1회 패션피날레 참가（롯데호텔）

1984. 1 동아일보사 제정 제회 '올해의 돕 디자이너상 수상

1984. 4 재무부 주관 C.C.C. 총회 협찬쇼 개최（예지원）

1984. 8 LA올림픽 기념 패션쇼 개최（LA올림픽회관）

1985 월간섬유, 상공부 제정 '공로기업가상 패션 부문 금상 수상

1986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SIFF） 2회 참가

한국하이패션협회 주관, 상공부 • 섬산연 후원 뉴욕 프레（New York Pret） 2회 참가

미국의 블루밍데일즈（Bloomingdales） 백화점을 위한 패션쇼 개최（신라호텔）

1987. 10 럭키금성의 섬유쇼（Fabric Show）를 위한 패션쇼 개최（뉴욕, 파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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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1 국제양모사무국 주최 울 컨벤션 트렌드쇼 개최（힐튼호텔）

1987. 11 서울 올림픽 나이트쇼 개최（밀라노 힐튼호텔, 이태리）

1987. 12 현대미술의상전 참가（ 국립현대미술관 ）

1988. 3 럭키금성의 섬유쇼（Fabric Show）를 위한 패션쇼 개최（파슨스 스쿨, 뉴욕）

（주）쥬리아 초청 패션쇼 개최（롯데호텔）

1988. 4 서울올림픽 프로모션 나이트쇼 참가（플라자호텔, 뉴욕）

1988. 9 서울올림픽을 위한 패션 페스티발 개최, 서울올림픽 위원회 주최（88올림픽공원）

1989. 4 주니어 오리지날 리 '쏘시에' 창설

1990. 3 브랜드 이름 'ORINGINAL LEE BY I이N00'로 일본 와쇼（WASHO） 그룹과 넥타이 로얄티 계약（외국에서 한국 디자

이너가 로얄티（디자인료）를 받은 최초의 패션사）

1990.11-92.4 '도쿄 컬렉션' 참가（총4회）

1990. 11〜 SFA컬렉션 참가（총6회）

1991. 3 에스모드서을 초대 이신우 도쿄 컬렉션 서울전 개최（에스모드서울 아르누보흘）

1991. 6 제1회 '한국섬유대상 디자인 개발 부문 수상

1991. 9 제9회 일본 '마이니처 패션대상 수상

1991. 11 섬유의 날 상공부 제정 '모범디자이너상 수상

1992. 1 동아일보 제정 제8회 '올해의 돕 디자이너상 수상

1993. 3〜 '파리 컬렉션' 참가

1993. 3 '이신우 옴므' 창설

1993. 8 이신우 콜렉션' 창설

연구내号

패션디자이너 이신우는 1941년에 태어났다. 1960년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두고 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하여 1965년에 연구과를 졸업하였다. 그가 자신의 브랜드를 가 

지고 활동한 것은 1968년 '오리지날 리 를 창설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조선호텔과 타워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작 

품발표회를 열면서 패션디자이너로서 이름울 알렸다. 그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은 1977년부터 뉴욕의 의류 

회사 The Silk Famf 에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와 똑같은 디자인료（한 디자인당 300달러）를 받고 디자인을 공급하 

면서였다. 이신우의 디자인으로 The Silk Fann'은 미국 굴지의 의류 회사로 성장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 

다.

그가 만든 의류 브랜드는 1982년 주니어 정장 '영우'를 시작으로 이듬해 （주）이신우롤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 

고 1989년 주니어 오리지날 리 '쏘시에'와 1993년에 '이신우 옴므 와 '이신우 콜렉션'으로 이어졌다. 톡히 일본에 

서 'ORINGINAL LEE BY ICINOO'는 와쇼（WASHO） 그룹과 넥타이 로일티 계약을 맺어 외국에서 한국 디자이너가 

로얄티（디자인료）를 받은 최초의 패션사가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컬렉션에도 다수 참여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후원으로 1977년부터 파리 프레타 포르테（Paris 

Pret-a-porter） 6회에 걸쳐 참가하였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총 4회 '도쿄 컬렉션' 에 참가하였고 1993년부터 현 

재까지 '파리 컬렉션' 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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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87년 현대미술의상전 참가하기도 한 그는 패션계에 공헌한 공로로 동아일보사 제정 

올해의 톱 디자이너상 을 두 차례 수상하였고 1991년 제1회 '한국섬유대상 디자인 개발 부문 수상, 제9회 일본 

마이니치 패션대상' 수상, 섬유의 날 상공부 제정 '모범디자이너상 등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이신우.「이신우: 25주년 이미지북』. （주）안그라픽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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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신우 작품. 이신우 작품.

이신우 작품. 이신우 작품.

이신우 작품.이신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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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人 2丿사 ■产m或，^^^■

이리자 I 5영회 석주선 I
□ 12 13 ［조

［분야］ 한국의상

［성명］ 이리자（李利子/Lee U-Ja）

［생몰연대］ 1935년 6월 5일〜

［소속］ 이리자한복연구소 대표

［주소］ 직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74

［전화］ 직장/02-734-9477, 02-732-5454

［FAX］ 직장/02-736-9449

연보

1935. 6. 5

1955. 3

충남 논산군 두마면 항한리 32-3 출생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1958. 3 충남대학교 영문과 수료

1964. 3 이리자 한복연구소 개점

1971. 10 범국민 복장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종합대상수상（무임소 장관상）

1974. 7 Miss Universe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 수상（필리핀 마닐라）

1975. 3 제1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무대의상, 조선호텔）

1975. 5 새마을 여성상 수상（한국 명예위원회 회장상）

서iss Asia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 수상（필리핀 마닐라）

1976. 10 광복 30주년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Hawaii, L.A., S.F., 재미 한국일보 초청）

미국독립 200주년 기념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어awaii, L.A., S.F., Dallas. Washington D.C., N.Y.,

Toronto 재미 한국일보 초청）

1977. 7 Miss Universe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 수상（도미니카）

1978. 5 제2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베옷, 조선호텔）

1979. 3 한국역대왕조 관중의상 제작（삼국시대〜조선말기）

1980. 5 주（駐）일본 한국문화원 개관 1주년 기념 한국역대왕조 관중의상 및 현대의상 발표회（주일본 한국문화원 초청）

일본문화여자대학 여름학기 강좌 중 관중의상 및 현대의상 발표회（일본문화여자대학 초청）

1980. 9 한일 복식비교 작품발표회（동경 뉴오다니 호텔, 일본 기모노 협회 초청）

1981. 8 아iristian Dior, Celline, Givenchy 바이어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L.A., 미국 NBC TV 초청）

미국 NBC TV의 *Art of Asia 프로그램에 출연（미국 NBC TV 초청）

1981. 9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L.A. 앰버서더 호텔, 재미 한국일보 초청）

1981. 12 6 • 25 참전용사롤 위한 기금모음 자선 한복작품발표회（샛별 라이오네스 협회 초청）

1982. 9 Swiss 한제무역박람회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한국무역진홍공사 초청）

1983. 5 대전 걸스카우트 회관 건립기금모음 자선 한복작품발표회（대전 걸스카우트 초청）

1983. 9 제53차 ASTA, IPU 외빈을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서울 리틀앤젤스 예술회관, 올림픽조직위원회 초청）

1983. 11 제3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평상복 및 속옷, 롯데호텔）

1984. 4 제9회 전승공예전 직물공예부분에서 남여수의（壽衣） 작품으로 특별상 수상（문화예술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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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9 한 • 중 • 일 예복 및 생활한복작품발표회（사단법인 우리옷협회 초청）

1985. 6 남미 7개국（자메이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순방 한복작품발표회（브라질 대통령 영

부인 초청, 자메이카 총독 초청）

1985. 9 제10회 전승공예전에서 애기색동 손누비옷으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1986. 4 제4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눈으로 보는 한복의 역사와 앳비단, 롯데호텔）

1987. 5 제5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역대 어린이옷, 롯데호텔）

1987. 9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미국 달라스 힐튼호텔, 달라스 부인회 초청）

1988. 1 한• 인도네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인도네시아 싸리퍼시픽호텔, 인도네시아 정부와 주한국인도네시

아 대사관 초청）

1988. 8 한 • 중 문화교류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중국 하얼빈 조선문화관, 흑룡강신문사 초청）

1988. 9 '88 올림픽 개최 기념 VIP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힐튼호텔, 올림픽조직위원장 부인 초청）

1989. 4 제11차 세계 도로연맹총회 주최 한복작품발표회（교통부장관부인 초청）

1989. 5 헝가리 부다페스트 화보촬영（여성동아 후원）

1989. 9 연변 TV방송국 초청 한복작품발표회, 백두산정상과 장백폭포에서 한복 촬영

1990. 5 제1회 우리옷 공모대전 개최

일본 오사카 엑스포 '90 꽃 박람회 참가 기념 한복작품발표회（한국무역진홍공사 초청）

1990. 10 필리핀 무역박람회 한국관 개관 기념 한복작품발표회（필리핀 마닐라）

1991. 5 제2회 우리옷 공모대전 개최

1991. 7 한 • 소 친선 백야축제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소련 레닌그라드 옥자브스키 콘서트흘, 레닌그라드 시장 초청）

1992. 6 제60차 세계비료공업인협회 초청 한복작품발표회（올림픽공원 특설무대）

1992. 7 한국무역관 개관 기념 한국작품발표회（Guam Pacific Hotel, 괌한국부인회 초청, 괌한국대사관 후원）

1993. 10 제18회 전승공예전에서 남여수의 일습 출품으로 특별상 수상（문화재위원장상）

1994. 10 제19회 전승공예전에서 부인누비바지 출품으로 특별상 수상（문화재위원장상）

1995. 4 광복 50주년 기념 한복작품발표회（L.A., 재미 한국일보 초청）

1995. 7 제78차 라이온스 세계대회 참가자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세종문화회관）

1995. 10 제20회 전승공예전에서 남자어린이 오방장두루마기 출품으로 장려상 수상

1996. 6 「이리자한복』작품집 발간

1996. 9 이리자기념전시관 개관

1997. 4 한 • 중 수교기념 한복작품발표회（중국 상해 • 남경 • 양주, 문화체육부 후원）

1998. 9 일본 오사까 부인회 창립 50주년 기념 한복작품발표회（오사까 부인회 초청, 로얄호텔）

연구내용

이리자（李利子는 충남대학교 영문과 수료하고 1964년 3월에 이리자 한복연구소룔 개점하였다. 19기년 10월 범 

국민 복장（服裝）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종합대상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97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 

스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을 수상하였다. 1975년 조선호텔에서 제1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를 통해 무대의 

상을 발표하였고, 1975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스 아시아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을 수상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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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1976년 광복 30주년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Hawaii, L.A., S.F., 재미 한국일보 초청）,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Hawaii, L.A., S.F., Dallas, Washington D.C., N.Y., Toronto 

재미 한국일보 초청）, 1977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최우수 민족의상상을 수상（도미니카）하기도 했다.

1978년 제2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 1979년 삼국시대에서 조선말기까지 역대왕조 관중의상 제작, 1980년 주 

（駐）일본 한국문화원 개관 1주년 기념 한국역대왕조 관중의상 및 현대의상 발표회, 1980년 일본문화여자대학 여름 

학기 강좌 중 관중의상 및 현대의상 발표회, 일본 동경에서 한일 복식비교 작품발표회, 198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에서 Christian Dior, Celline, Givenchy 바이어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6 • 25 참 

전용사（參戰勇士）를 위한 기금모음 자선 한복작품발표회, 1982년 스위스 한제무역박람회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위 

한 한복작품발표회, 1983년 대전 걸스카우트 회관 건립기금모음 자선 한복작품발표회, 제53차 ASTA, IPU 외빈（外 

貧）을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제3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에서 평상복 및 속옷 발표, 1984년 제9회 전승공예전 직 

물공예부분에서 남여수의（壽衣） 작품으로 특별상 수상, 한•중•일 예복（禮服） 및 생활한복작품발표회, 1985년 남 

미 7개국（자메이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순방 한복작품발표회, 제10회 전승공예전 

에서 애기색동 손누비옷으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1986년 제4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눈으로 보는 한복의 역사와 

앳비단）, 1987년 제5회 이리자 한복작품발표회（역대 어린이옷）, 미국 달라스 힐튼호텔에서 재미동포를 위한 한복 

작품발표회, 1988년 인도네시아 싸리퍼시픽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초청으로 한 • 인도네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한 

복작품발표회, 중국 하얼빈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88 올림픽 개최 기념 VIP를 위한 한복 

작품발표회, 1989년 제11차 세계 도로연맹총회 주최 한복작품발표회, 연변 IV방송국 초청 한복작품발표회, 백두산 

정상과 장백폭포에서 한복 촬영, 199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 '90 꽃 박람회 참가 기념 한복작품발표회, 필리핀 마 

닐라에서 필리핀 무역박람회 한국관 개관 기념 한복작품발표회, 1991년 소련 레닌그라드 옥자브스키 콘서트홀에서 

한•소 친선 백야축제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1992년 제60차 세계비료공업인협회 초청 한복작품발표회, 괌의 

Pacific Hot이에서 한국무역관 개관 기념 한국작품발표회 등을 통해 한국전통의상의 우수함을 국내 외에 알렸다.

1993년 제18회 전승공예전에서 남여수의 일습 출품으로 특별상 수상, 1994년 제19회 전승공예전에서 부인누비바 

지 출품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1995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한복작품발표회, 제78차 라이온 

스 세계대회 참가자를 위한 한복작품발표회 등을 열었고, 같은 해 제20회 전승공예전에서 남자어린이 오방장두루 

마기 출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에는『이리자한복』작품집을 발간하고 이리자기념전시관을 개관하였다. 1997년 한•중 수교기념 한복작품 

발표회를 중국 상해와 남경, 양주에서 선보였으며, 1998년 일본 오사까 부인회 창립 50주년 기념 한복작품발표회 

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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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리자. 연꽃그림의 연회복（생모시） 
1978년 제2회 작품발표회 출품.

이리자. 조각 연회복（생명주）. 1993.

이리자. 조각한복（중국모시）.

1995년 제78차 국제 라이온스 대회 

초청 작품 발표회 층품.

이리자. 여자어린이 들복.

이리자. 화관함과 화관.

이리자. 모시 색동 조각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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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①i：2

I 入

이리자 I 이영회 ;I 석주선 I

［분야］ 한국의상

［성명］ 이영회(Lee Young-Hee)

［전화］ 직장/02-547-0630

［FAX］ 직장/02-517-3540

연구내용

이영회는 1977년 '이영회 한국의상'이라는 간판을 걸고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한복디자이너로서 길을 걷기 시작 

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 의상협회가 구성되면서 주최한 의상발표회에 참가하면서 이륨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고 

서를 뒤지고 의상박물관이나 염색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얻어 의상을 제작하였다. 발표회에서 까만 양단에 십장생 

손수를 놓은 작품과 노방에 횐 안개꽃을 수놓은 웨딩드레스는 그 당시 전통만을 고수한 밋밋한 작품듈 중에서 단 

연 돋보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1981년 단독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첫번째 패션쇼의 성공 이후 그는 국내에서 가 

장 많은 패션쇼를 연 디자이너로 기록되었다.

그의 독특한 패션세계는 색상과 소재에서 비롯된다. '디자인은 색에서 출발한다 는 신념을 가지고 옛날 옷들이 

갖고 있던 색감을 재현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색상의 배합을 시도하였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색은 회색이다. 우주 

의 모든 색을 받아듈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의 독창성은 작품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의 의상발표회는 일종의 퍼포먼스의 구성을 가자고 세인의 시선 

을 끌기 충분했다. 1983년 이방자 여사의 집에서 열린 자선 패션쇼에서는 열악한 조명시설에도 불구하고 밤에 야 

외 패션쇼를 시도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모델없이 나무 위에 옷을 걸쳐놓아 미 

술 전람회 형식을 빌려 발표회를 가져 패션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1986년 한불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패션쇼의 대성공을 계기로 이영회는 세계무대에 진출하였다. 1994 

년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친 컬렉션을 통해 매번 전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 

보인 그는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복의 현대화에 앞장선 디자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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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의상디자인 I 한국의상 I 이영회 I

주요작품

이영회 작품. 이영회 작풍

이영회 작품. 이영회 작품.

이영회 작품. 이영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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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磔
이리자 j 미양희 : 석주선 |

LD 2 ［3］

，二—茎羅 ［분야］ 한국의상

曦「士 ［성명】 석주선（石宙善/Seok Joo-Sun）

I - 4 ； ［생몰연대】 1911년〜1996년

.二^^ ［전화 석주선박물관/02-709-2188

产 ■ ［FAX］ 석주선박물관/02-517-3540

玄郡，....... ..........
연보

1911 출생

1940. 4 동경 일본고등양재학원 졸업（제609호）

1940〜45 동경 일본고등양재학원 교원

1945-50 국립과학박물관 공예연구실장

1952〜55 수도여자사범대학 강사

1955〜58 수도여자사범대학 부교수

1958-65 동덕여자대학 부교수

1965〜76 동덕여자대학 교수

1970 하와이 전

1972. 11. 15 해외특별전시회 일본전

1973. 10. 8 r한국복식사』（경항신문사）로 제1회 양서출판문화상 저술부문 금상 수상

1974. 8. 31 제21회 교육공로상 수상（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76. 9〜96. 2 명예 이학박사 춰득（영남대학교）

1978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 단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장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장

1980. 8〜91 한국민속문화대 백과사전 편찬위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80. 2. 8 「흉배』（한국일보사）로 제20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1981. 7〜86. 11 방송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1981. 9 국제기능올림픽 한복부 심사위원장（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 ）

1981. 10. 27 「장신구」제14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선정

1981〜96 개관기 념 특별전시회 （14회 ）, '86아시안게임 （석주선박물관）, '88올림픽기념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1982. 8〜83. 2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강사

1983. 3 경찰관 복제개발연구회 기술전문위원 （치안본부）

1983〜95 한국전통미술인회 자문위원 및 고문

1983〜95 영정심의위원 （문화부）

1984. 10-85. 10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장 역임

1986. 11-95 민속자료 평가 심의위원（국립민속박물관）

1968. 5. 27 10주년 근속 공로상（동덕여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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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②⑶

연구내용  

1988. 8〜89. 2 서울여자대학 대학원 강사

1989. 5 세종대왕 일대기 자문위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9 제1회 으뜸주부찾기 자문위원（한국방송공사）

1990. 11 한국종교의 례복식 전 자문위원 （전통공예 관）

1991. 1~93 우리 고유의 색상및 색명 정하기 자문위원（국립현대미술관）

1991. 10. 19 제2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문화부문 은관문화훈장 수훈（문화부）

1992 한국전통생활의 미（뉴욕IBM GALLERY）

1995 근대백년 민속풍물전

1996 사망

난사（蘭斯） 석주선（石宙善）은 1911년에 출생하여 1940년 동경의 일본고등양재학원을 졸업하고 1945년까지 그 

학교의 교원으로 있다가 해방된 후 국립과학박물관 공예연구실장으로 1950년까지 재직하였다. 1952년부터 수도여 

자사범대학에서 강의하였고 나중에 부교수가 되었다. 그 후 1958년부터 1976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 

면서 1961년부터 1977년까지 문화재 제2분과 위원으로 일했다.

1980년에서 1991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속문화대 백과사전 편찬위원과 1981년에서 1986년까지 한국 

방송공사의 방송자문위원, 1981년 국제기능올림픽 한복부 심사위원장으로 일했다. 1984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장을 역임했으며, 1989년 세종대왕 일대기 자문위원, 1990년 한국종교의례복식전 자문위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 고유의 색상 및 색명 정하기 자문위원, 1983년에서 1995년까지 한국전통미술인회 자문위원 및 고문, 1983년 

에서 1995년까지 문화부의 영정심의위원, 1986년에서 1995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자료 평가 심의위원을 역 

임했다. 별세 전까지 단국대학교에서 대학원 교수와 민속학연구소장, 석주선기 념 민속박물관장으로 있었다.

1972년「한국복식사」로 제1회 양서출판문화상 저술부문 금상을, 198이년에는「흥배」로 제20회 한국출판문화상 제 

작상을 수상했다. 1981년에는 1■장신구」가 문화공보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제23회 대한민국 문화 

예술상 문화부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을 연구한 권위자로 널리 알려졌는데, 23년간의 유물수집과 문헌고증을 통해 발표된 

r한국복식사」는 당시에 황무지나 다름없던 민속복식 연구의 기틀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복식유물은 대부분 그녀가 지정하였다고 할 정도로 한국 전통복식에 관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녀는 자비로 전국을 돌며 유물을 수집하는가 하면 궁중유물과 상류가정의 문중유물을 비롯하여 분묘에서 출 

토된 유물을 복원하였다. 1981년 단국대학교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 복식전문 박물관으로 이를 통해 

매년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학술지인「한국복식』을 발행해오고 있다.

찹고문헌

:「한국복식학자 고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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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 의상디자인 I 한국의상 I 석주선 I

주요작품

Il 21 ⑶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제1진열실.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의 소장품을 손질하는 
석주선의 모습.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제2진열실.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제3진열실.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제4진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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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론 • 평론(Theory and Criticism)

이론 평론

신인섭 I 임영주

①7区®

［분야］ 이론

［성명］ 신인섭伸宣變/Shin In-Sub)

［생몰연대］ 1929년〜

연보

1929

1949

1952

1965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5

1977

1978

1983

1983

출생

평양 교원대학 국문과 졸업

육군 통역장교 임관

일요신문, 현대경제일보 광고부장

현대문화공사 전무

미국, 뉴욕에서 광고연구

호남정유 영업부 차장(광고담당)

「ABC란 무엇인가」번역

디AC 견적기준가」라는 모 번역 소개, ABC연구회를 위해「ABC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쳐「세계의 ABCj> 냄 

서강대에서 광고학 강의,「포지셔닝 시대」번역

r에드버타이징 인 코리아(Advertising in Korea) 1973」를 영문으로 출간

r에드버타이징 인 코리아(Advertising in Korea) 1975j 증보판과「광고핸드북」,「세계의 광고비」재판을 냄

148페이지의「광고 카피라이팅』을 펴냄, 오길비의「어느 광고인의 고백」중의 일부분을 번역

회성산업 광고담당이사 취임, 제임스 웨브 영의 책「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펴냄

양겔로비:치 • 스켈리 & 와이드의 조사 결과룔 묶어「기업광고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으로 냄

「인쇄매체 지면을 어떻게 살 것인가:그 계획과 평가」냄

2월 회성산업 이사

중앙대학교 광고학과,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광고학 강의, KSVD 명예회원, 카피라이터즈 클럽 초대회장,

「국제광고의 기준과 판례」첫 발행,「한국광고발달사」, r국제광고론: 이론과 실제」냄

연구내용

신인섭(申寅變)은 번역과 저술활동을 통해 국제광고의 관례와 동항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광고의 낙후성 

； 을 쇄신시키고자 노력한 광고 관련 서적 번역가이자 저술가이다.

1929년에 태어난 신인섭은 1949년 평양 교원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1952년 육군 통역장교로 임관하여 1963

년에 소령으로 제대했다. 1965년 일요신문과 현대경제일보 광고부장과 1968년에 현대문화공사 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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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미국 뉴욕에서 IAA본부와 CLIO 등을 찾아가 광고 공부를 한 후 귀국해서 1970년 호남정유 광고담당 영업 

부 차장직을 맡았다. 잠시 럭키그룹 홍보실에 있다가 1978년 회성산업에서 광고담당을 시작으로 1983년에 회성산 

업 이사가 되었다. 시각디자이너협회아＜SVD) 명예회원이며 '한국카피라이터즈 클럽 (SCC)'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코래드 고문 상담역을 하였고 한국 ABC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하였다. 1973년 서강대에서 광고학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83년 중앙대학교 광고학과,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광고학을 강의하였고 현재 한림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광고실무론」,「국제광고 pr론」, r광고학입문」,「중국의 광고」,「일본의 광고」, r광고매체계획」, 

r한국광고발달사」등이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신인섭은 1965년 36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광고계에 진출하였다. 현대경제일보와 일요신문의 광고부장을 맡으 

면서 광고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그는 일찌기 미국의 광고잡지 등을 통해 외국의 광고환경을 파악하고 있었 

다. 당시 낙후된 국내 광고계의 상황을 인식하였고 이때부터 광고를 공부하면서 광고관계 글을 싣고 번역을 하였 

다.

가장 먼저 펴낸 책인「국제광고의 기준과 판례」는 몰이해 속에 큰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1967년에 시작한 

'ABC연구회' 를 위해 1971년에 SBC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번역하였고 이를 수정하여「세계의 ABC」라는 이름으 

로 펴내 ABC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매체가 발행부수 공사(公査)를 하지 않은 채 광고 

지면을 파는 관행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려 하였다. 또한 극장커머셜제작비 속에 기획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 

해서도 디AC견적기준가」를 모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극장용 커머셜 제작비에도 기획료를 받아야한다는 인식을 보 

편화시키는 데에 노력하였다.

신인섭은 번역 뿐 아니라 해외에 처음으로 우리 광고계의 현황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 1973년에「Advertising in 

Korea 1973」률 영문으로 출간하였다. 신인섭은 함께 IAA회원이었던 김용한(金龍漢)과 존 C. 스티클러(J아in C. 

Stickler)와 공저로 36페이지의 작은 소책자의 형태로 이 책을 발간하였다. 한국 광고에 관한 영문 간행물로서는 

최초인 이 책은 2년 뒤에 136페이지로 늘어난 개정판「Advertising in Korea 1975」로 다시 출간되었다. 이 두 책자 

는 한국광고계를 외부세계로 알리는 데에 일익을 담당 하였다.

1975년에 '매일경제 광고연구소'의 창립 1주년을 맞아「광고 핸드북」을 펴냈고 1975년에「세계의 광고비」재판 

과 1977년에「광고카피라이팅」을 펴냈다. 그리고 오길비의「어느 광고인의 고백」중의 일부분을 번역하여「훌륭한 

광고주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책을 통해서 횡포가 심한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의 실제와 광고 

대행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역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에는 제임스 웨브의「광고 아이디어률 내는 방법」을 번역하였고 양켈로비치 • 스켈리&와이드의 조사 결과 

를 묶어「기업광고에 대한 조사」를 출간하였다. 당시에 국내 각 기업들이 국제광고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업 PR 

에 관련 부분이 미비했는데 이에 기업광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UPA(우일문화사)와 타임지의 협조를 얻어서 위의 

책을 펴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기업광고에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인쇄매체 지면을 어떻게 살 것인 

가: 그 계획과 평가」를 저술하였다.

1980년에「한국광고발달사」의 출간은 프레스브레이(Presbrey)의「광고의 역사와 발전(The history & Dev이opment 

of Advertising)j 1929년도판과 덴츠에서 나온「일본광고 발달사(日本廣告發達史)」를 읽고 자극을 받은 것이 그 동 

기가 되었다. 국내 광고에 대한 역사서가 전무한 것에 신인섭은 책임감을 느끼고 저술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 책 

은 1986년에「한국광고사」로 나왔고 1988년 다시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신인섭은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국제광고에 대해 강의를 하였는데 그 강의 내용을 묶어 1983년에「국제 

광고론: 이론과 실제」를 펴냈다. 국내에 비교적 많이 소개된 일본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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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료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제광고 부문에 관한 본격적인 저서로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 

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인섭은 광고와 관련한 번역과 저술을 통해서 국내 광고계의 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힘써왔 

다. 당시 그가 소개한 국제광고의 관례와 동항 등은 우리나라 광고계의 질적 수준을 항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신인섭.「한국 광고의 과거와 전망」.「꾸밈』20호서979년 10월）.

「디자인 인터뷰 광고의 국제화를 실현시키는 신인섭」.「월간 디자인』198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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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신인섭 번역.「ABC란 무엇인가』의 표지. 
국내 최초의 ABC에 관한 간행물.

신인섭 저.『Advertising In Korea」(1973)의 표지. 
한국 광고에 대한 최초의 영문서적.

Effectiveness
企業廣皆 効果에『한 ■査

by YaAkdovich, 
Skelly and 
White, Inc.

a： •責*

Prepared for TIME Magazine
♦•戍等一文化社(UPA)

신인섭 저.「광고 카피라이터式1977)의 표지. 
국내 최초의 카피에 관한 전문서적.

신인섭 저.「기업광고 호과에 대한 조사』의 표지.

성공적인
7］업광金를 위하여

신인섭 저. 1■성끙적인 기업광고률 위하여」의 표지.

신인섭과 서범석의 공저인『한국광고사」(나남출판,

1988) 개정판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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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평론

신언섭 ! 임영주 I

［분야］ 이론 ［성명］ 임영주（林永周/Lim Young-Ju）

［생몰연대］ 1943년~ ［소속］ 민학회 회장

［주소】 자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87

경성그린빌라 2동 102호

직장/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57-1, 자하문공예전시관

［전 화］ 자택 /032-671 -4426 직 장/02-3216-8223

［FAX］ 02-3217-4865

연보

1973
1979-80
1983
1986. 7
1988
1989
1991. 3

1992
1993
1995. 3
1996. 6
1997. 1
1997. 6
1997. 12

1998. 9
1998. 12

「한국의 도자문양: 고려 • 조선도자편」76, 78호（공간사）

r세계도자전집: 고려 • 조선도자 문양도판」서8, 19 일본 小學館）

「한국문양사」（미진人｝）

r한국문양자료집」（미진人｝）

「한국문양사전」（일본 河出書房新社）

r중앙무형문화재 해설 :공예기술편」（문화재관리국）

「단청」대원人K大院社）

「한국문양」대한교과서（실업계고등학교 교재, 교육부） 공저

「한국의 고판화: 菱花板」（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문화재수리기능 교재「단청」（문화체육부 교북재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조사보고서 :「옥공장（玉工匠） 장주원」（문화재관리국）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조선장（造船匠）」,「칠장（漆匠」 

「종이공예문화」（대원사）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나전장（螺鈿匠）, r 석연 장（石硯匠」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교육용도서「한국의 문화유산」공동집필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교육용도서「한국의 전통 공예기술」

r한국전통문양」（예원출판사）

홍성 고산사 대웅전 단청모사（丹靑模寫） 보고서（홍성군청）

연구내용

임영 주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원과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전통공예미술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주요저서로는 1973년의「한국의 도자문양」과 1983년의「한국문양사」, 1991년의「단청」, 1997년의「종이공 

예문화」, 1998년의「한국전통문양」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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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고려편」에서 그가 정리한 
도차 문양들. 청자양각연화문투각향로（상）, 청자양각연 
화문투각침 （하）.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고려편」에서 그가 정리한 

도자 문양들 청자상감운학문대접（상）, 
청자상감연어문매병 （하）.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고려편」에서 그가 정리한 

도자 문양듈 청자상감진 사포도동자문주자.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근세편」에서 그가 정 

리한 도자 문양들. 분청사기 철화어문병.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근세편」에서 그가 정 

리한 도자 문양들. 청화백자월하초화문전（왼쪽）, 

청화백자권점문 （우）.
임영주 저「한국의 도자문양: 근세편」에서 그가 정 

린한 도자 문양들. 청화백자포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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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톤 평론

이경성

ffl gj 13] is

［분야】 평론

［성명】 이경성（李慶成/Lee Kyung-Sung） 

［생몰연대］ 1919년〜

연보

1919 인천 태생

1939 와세다대 법과에 입학

1941 와세다대 법과 졸업, 동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미술사 전공

1944 미군의 본토 일본 폭격으로 중도 귀국

1945 인천군청의 요청으로 인천 시립박물관장에 취임

1951 6 • 25사변으로 부산 피난시 '전시미술전'을 보고 '우울한 오후의 생리'라는 제목으로「민주신보」에 첫 비평문을 

발표하고 등단 

1956 김영주, 최순우, 한묵, 김중업, 정규 등 6인이 함께 최초로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결성해 간사 맡음

1957 이화여대 교수

1962 홍익대학교에서 이론과목을 맡아 후학을 양성

1967 홍익대학교 내에 현대미술관을 창설하고 초대 관장이 됨

1971 다시 박물관을 창설

1972 한국미술협회 고문, 국제박물관협회 회원, 대한민국 예술상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1973 대학원에 미술사학과를 창설하고 초대과장이 되어 근 20년간 홍익대 발전에 기여,「공예개론」과「공예통론』저술

1978 중화민국 학술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1982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

1983 국전 문제로 관장직에서 물러남, 워커힐미술관을 설립하고 초대 관장이 됨

1984 보관문화훈장 수장

인천시 립박물관 명예관장, 홍익대 명예교수, 석남미술문화재단 이사장, 호암아트홀 자문위원 , 우경문화재단 이사, 

김세중 문화재단 이사, 김수근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1985 국립현대미술관 후임관장 김세중의 작고로 다시 관장을 많음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국전 심사 및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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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한국의 디자인계를 고찰할 때 주목해야 할 사람으로서 평론계의 원로인 석남（石南） 이경성（李慶成） 선생이 있 

다. 그는 공예를 비롯한 순수미술에 대한 왕성한 비평활동 뿐만 아니라 60년대 중반 이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발전 추이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 선각자였다. 이러한 관심과 애정 

으로 수많은 디자인 비평문을 남겼음은 물론 공예와 디자인에 관한 최초의 이론서인「공예개론」과 1■공예통론』을 

저술하여 디자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미술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도 반드시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할애했던 

그는 국내 디자인의 역사적 발전에 직간접으로 크게 기여한 미술평론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경성은 '39년 2월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유학을 갔다. 그는 동경에서 재일 

한국 미술가 이남수（李南壽）와 사귀어 화랑순회를 하면서 서서히 현대미술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법률 

공부를 계속하여 한국에 돌아온 이듬해인 1941년 9월에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무 

렵부터 동항출신 10년 선배인 미술사학자 고유섭（高裕變: 1905〜44년, 미술사학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 

에서 미학과 미술사 전공）의 권유로 미술사를 전공하기 위해 다시 동경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에서 당시의 많은 미술가들과 생활하고 또한 미술사를 전공하려고 와세다대 문학부에 입학하면서 본 

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다. 해방이 되기 직전에 귀국하여 해방되면서 국립박물관에서 일하였다. 그후 인천시립박 

물관을 창설하게 되고 이 시기에 '조선미술건설본부（약칭 美建）'를 창설하게 된다. 당시에 좌우익이 대립하던 상황 

에서 그는 더욱 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평의 목소리를 가 

다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51 년 9월 6-25 사변 중 부산에서 개최된 '전시미술전'을 보고 '우울한 오후의 생리: 

전시미전을 보고（'51. 9. 26）라는 제목으로「민주신보』에 첫 비평문을 발표하였다.

그런 가운데 '56년에는 김영주, 최순우, 한묵, 김중업, 정규 등 6인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결성해 미술비평이 제자리를 찾는데 일조하였다. 그의 비평활동은 '55년 시립박물관을 사임하고 홍대 강사에 이어 

'57년 이대 교수로 옮기고 난 후가 가장 활발한 지상활동을 전개한 시기였다. '62년 이대에서 홍대로 적을 옮기면 

서 그의 생활은 홍대가 중심이 되었다. 홍대의 독특한 미술환경 풍토는 그를 학문적인 연구에 몰입하게 하였다. 

이대에서 서양미술사를 가르치다가 흥대 공예과（당시 과장 유강열）에 오자 이론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음으로 

그는 서양미술사를 비롯해서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미학, 공예론, 공예사 등 미술에 관한 모든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

'67년에는 홍익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현대미술관을 창설하고 그곳의 초대 관장이 되었다. 그러자 홍 

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기년에는 또 다시 홍익대학교 박물관을 창설하고, '81 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 20년간 홍대박물관의 확충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후 '60년대 부터 '70년대를 거쳐서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공직과 업무를 담당했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으로 ‘73년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미학미술사학과'（후 

에 미술사학과로 개칭）를 창설하고 초대 과장이 되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 문예진홍원미술회관 자문위원 , 대한민국국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 한국미술협 

회 국제위원, 한국박물관협회 상임위원, 국제박물관협회 회원 등을 역임하면서 직간접으로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75년에는 한중예술협회 상임위원이 되어서 한중 양국의 현대미술교류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 

한 한중 양국간의 미술교류의 공을 인정받아서 78년 중화민국 학술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하나 

국제적인 관계로서는 홍익대학교 자매교인 오오사카 예술대학과의 인연을 맺고 강사로서 여러 번 특별강연을 통해 

한일 현대미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홍대 재직시 그는「디자인 포장』지에 갖가지 디자인 관련 글을 통해 디자인계에 많은 조언과 채찍질을 아끼지 

않았다. '포장은 상품의 옷이다', '시각공예', '디자인 포장 2題', '한국의 디자인', '한국디자인의 좌표', '공예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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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의 산업디자인사' 등이 70년대 말까지 기고했던 글이다. 또한『꾸밈」,「월간 디자인』, 

「공간』등에 '올바른 공예의 길', '강창원, 한도용, 황종례의 작품세계', 하국 현대 공예의 방향 설정'에 관한 글이 

라든지, '산업미술가협회 40년사 등과 같은 글들을 발표하여 우리 디자인계의 좌표와 방향설정에 앞장 섰다.

특히 그는 일찍이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홍대에 같이 재직하고 있던 한홍택을 비롯해서 자신이 

창설한 대한산업미술가협회의 주요 회원돌인 이완석, 조병덕, 조능식 등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큰 격려자가 되었다.

그는 그동안 평론 뿐만 아니라 많은 저술을 남겨 놓았다. 이둘 저술돌은 한결같이 우리 미술학계의 빈 곳을 메 

워주는 꼭 필요한 내용둘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r미술입문」（문화교육출판사, '61 년）,「한국미술 

사」（문화교육출판사, '62년）, 1■공예개론』（수학사, '64년）,『공예통론』（수학사, '67년）,「근대한국미술가논고（近代韓 

國美術家論孜）』（일지사, '74년）,「미술이란 무엇인가』（일지사, ‘75년）, 1■미술감상입문」（박영사, '76년）,「미술의 세 

계』（계몽사, 7기년）,「교양을 위한 미술』（우일문화사, '78년）,「한국근대회화」（일지사, '80년）,「교양미술강좌』（우석, 

'81 년） 등을 됼 수 있다.

그가 최초로 저술한 책은 '56년 문화교육출판사에서 미술잡지「신미술』이 나올 무렵부터 당시 발행인 이항성과 

주간인 김영주와 자주 만나면서 맺어진 연유로 '61 년 동 출판사에서 발행한 1■미술입문」이다. 이 책을 저술한 때인 

'61 년에는 이대에서 홍대로 적을 옮기고 그의 생활은 홍대가 중심이 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이경성은 김환기를 비 

롯하여 많은 미술가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차츰 평단의 일선에서 물러나 미술교육에 몰입하였다. 이후 그는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과제인 한국현대미술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예술원지나 몇몇 전문지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1년만에 두번째 저서인「한국미술사』를 출간하게 된다.

이 외에 그의 저서 중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연 1■공예개론」과「공예통론」을 들 수 있다. 디자인 

계의 스테디 셀러인 이 두 권의 책은 6, 70년대를 통털어 한국인이 쓴 유일한 디자인 교과서였다. '67년에는 그 

내용을 개정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쓴「공예통론」이 출판되었다. 현재는 전문적이고 세분화해서 쓴 1■공예개론」보다 

「공예통론』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r공예통론』을 보면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공예개론, 제2장 디자인론, 제3장 공예사, 제4장 현대 

공예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론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개념, 요소, 원리 그리고 디자인사（사실 제목은 공 

예사）를 기록함으로써 디자인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공예통 

론』은 현재 매년 1,000부 이상 30년 동안 판매되고 있다.

그는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초대 관장이 되어 국립현대미술관울 건립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관장직을 수행 

하기도 했다. 현대미술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도 반드시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디 

자인의 역사적 발전에 직간접으로 크게 기여한 미술평론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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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대 교수 시절 자주 만났던 장욱진, 정규, 정순우 
와 함께 찍은 사진. 책을 보고 있는 이가 이경성 
이다.

1950년 5월 완공된 이화여대 박물관 전경. 이 박물관 

은 이경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1956년 창간된 '■신미술」의 발행인 이항성과 주간 김 
영주와의 만남으로 이경성은「끙예개론」과 r끙예통 

론」올 출간하였다.

이경성이 흥익대 재직시 평필을 날릴 때 공예 및 디 
자인계의 조언자로서 수많은 글을 기고했던 '■긍간」과 
「월간 디자인」.

이경성 저.「공예개론」의 표지. 이경성 저.『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의 표지.

이경성의 고회률 맞아 발간된 기념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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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기업

연합광고

[ 그래픽디자인 )

조홍은행 

진로소주 

유한양행 

신세계백화점

0B 맥주

( 포장디자인 ]

태평양화학 

서울우유 

해태제과 

럭키화학 

애경 

삼양라면 
농심라면 …

시각디자인
.. . 롯데제곽「二二二二

[ 광고디자인 )

두산그룹 
삼성그룹 

쌍용그룹 

대우그룹 

SK：! 률

[ 광고대행사 )

애드코리아

합동통신사광고기획실 

만보사 

오리 콤 

제일 I 획

제품디자인 ~]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 운송기기디자인 ]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산업 디자인 하동환자동차 

신진자동차 

시발자동차 
대우자동차:

[ 가구디자인 ]

한국가구 

보르네오 

한샘 

윤씨농방

1 공예디자인 1I [ 산업도자 )

밀양자기

1 二二 행남자기] 二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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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기업 j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조홍은행 | 진로소주 丨 유한양행 | 신세邦밴화점 | 0B펵주 |

□ ［31 —

［분야］ 그래픽디자인

［명칭］ 조흥은행（朝興銀行）

［설립연도］ 1897년 2월 19일CHB
연혁

1897. 2. 19 한성은햄 창립

1897. 3. 25 한성은행 영업관련 광고（3. 25 〜 4. 24 독립신문）

1898. 1. 18 한성은행 고본（주금） 이식 첫 배당 광고（독립신문）

1905. 9. 20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행명을 주식회사 한성은행으로 개칭

1905. 10. 24 휘장 제정

1912. 3. 25 휘장 개정

1941. 9. 30 （주）경상합동은햄 흡수합병

1943. 7. 26 （주）동일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조홍은행을 설립하는 합병계약 체결

1943. 8. 28 휘장 제정

1943. 9. 27 주식회사 조홍은행 창립총회 개최

1947. 5. 6 휘장 개정

1948. 12. 7 휘장 개정

1983. 2. 19 사료실 '홍사실' 개관, 상업광고（TV, 라디오） 실시

1985. 11. 16 본점 옥탑간판 교체（CIP작업 일환）

1988. 2. 27 조직개편. 신설 - 홍보실（업무기획부 부속）

1990. 2. 22 조직개편. 신설 - 홍보실（독립실）

1993. 4. 1 자회사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통일

1995. 3 축구선수 차범근을 모델로 옐로우카드 TV광고

연구내옹

조홍은행（朝興銀行）은 1897년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다. 순수 민족은행으로 출범한 한성은햄 

은 1903년 공립 한성은행으로, 1905년 주식회사 한성은행으로 개편되었다. 1943년 10월 1일 한성은행은 동일은행 

과 합병하여 "이 나라 조선을 부홍케 한다” 는 뜻이 담겨 있는 조홍은행으로 햄명을 바꾸었으며, 당시 국내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1945년 광복과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북한 소재 14개 지점을 상 

실하는 시련을 겪었으나 60년대 경제 개발의 관건인 저축증대와 내자동원에 크게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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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해 왔다.

1990년 종합온라인 시스템의 성공적 이행으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91 

년 세계 잼버리 대회, '93년 대전 엑스포, '94년 한국 방문의 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공식 후원으로 참여하였다. 

문화학술재단인 조홍백년재단 설립, 조홍금융박물관 설립,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과 같은 다양하면서도 의미있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

1985년 CIP를 적극 추진하여 은행 이미지를 쇄신하였으며, 업세 만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88년 이후 3년 

연속 우수저축기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조흥은행은 1985년 7월 1일부터 3개의 태양이 수평 

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새 심볼 마크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때 바뀐 심볼마크는 

조흥은행이라는 행명이 갖는 의미를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조형적으로 3개의 떠 

오르는 태양은 전체적으로 3각의 형태를 이루어 안정된 바탕 위에 풍요함을 나타내며 찬란하고 영원하고 회망에 

찬 동적인 해돋이의 표현은 진취적이고 힘찬 성장을 의미한다. 이 이작업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권명광 교수를 

주축으로 한 서을그래픽센터 연구팀이 제작했다. ,

조홍은행은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을 합병하면서 1999년 다시 새롭게 CI를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한 심벌마크는 

영문 이니셜인 'CHB'를 근간으로 한 국내 최초의 영문 마크로財 국제적인 이미지 경쟁력울 확보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는 '기둥의 느낌을 제공하여 '든든하게 고객을 받쳐주는 신뢰감있는 조흥은행'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 

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또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직한 사각형태에서 느껴지는 대 

표성과 더불어 국내 기존 은행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고급스러운 컬러인 '주홍색(Vermilion)'과 '청록색(Teal 

Green)'을 채택함으로써 새롭게 변신한 조홍은행의 참신함과 고객을 항한 서비스 마인드를 담고 있다.

First 이ain C이。r인 청록색(Teal Green)은 21세기 조홍은행의 미래지항적인 의지를 제시하는 색상이다. 청록 계 

열 칼라의 속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우주를 담아내는 듯한 장대함과 

절제되고 세련된 첨단감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격식올 갖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Second 시ain C이。r인 

주홍색(Vermilion)은 흔히 알고있는 빨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풍부한 만족, 환회, 기쁨 등을 대변하도록 하였다. 

그 의미로는 고객이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상징하는 동시에 조홍인의 고객지항적 비지니스 마인드와 따뜻한 감성 

을 나타내고 있다. Red계열은 생명과 열정 둥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마크에 활용하면서 그 외 주요 부 

분에 Accent C이or로 적용할 때 사용하게 된다. Sub C이or인 Black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힘든 색으로 대 

부분 원색 중심의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됨으로써, 조흥은행의 주체적 이미지 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한 C이or 

To이이며, 현 CI의 C이or Scheme전체의 보완적 C이or Balance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부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진으로 보는 조흥100년」, 1997.

「조흥은행 90년사」, 1987.

「조흥은행 100년사」, 1997.

「조흥은행 새 심볼마크 사용」.「월간 디자인』(198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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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한성은행 최초의 휘장〉1905. 10. 24부터 사용（위 • 좌）.
〈한성은행 휘장〉1912. 3. 25-1943. 9. 30（위 • 우）.
〈조흥은행 휘장〉1943. 10. 1 〜 1947. 5. 5（아래）.

〈한성은햄 시대의 영업안내장〉. 1941.

大••民包献務部

Z4U52295

428M 託*
추 첨 을. 89. 6. 6
저3가占 조舊 든 엉

〈애국복권〉. 1956년 발행. 〈복금무궁화적금 포스터〉. 1971.

〈심볼마크〉（1985-1999）

皿

朝興線行

H 烹； 조흥은행

〈최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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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5噩函헤■卜 三장中、阳 .

조흥은행 | 진로소주 | 유힌양행 ； 신서用백화점 | 08먹주 | 

田⑵I3J困［S矗⑦遛

JIN RO

［명칭］ 진로소주

［창업주］ 장학엽（張學璋）

［설립연도］ 1924년 10월 3일

［전화］ 02-520-3114

［FAX］ 02-520-6596

연혁

1924. 10. 3 평남 용강에 진천양조상회 창립

원숭이 상표 소주 진로 생산 판매

1927. 11 진천양조상회 폐업

1928. 1. 7 장학엽, 조동식과 2인 동업으로 진지동의 기양양조장 인수, 다시 진천양조상회 설립

1929. 1. 2 장학엽, 진천양조상회 단독 경영

1951. 3 6 • 25사변으로 남하, 부산 동화양조로 상호변경 및 •금련'' 생산

1954. 6 서광주조（주）로 상호 변경

1954. 7 서광주조（주）, 두꺼비 상표의 소주 진로 생산

1958 종로화신앞 네거리에 두꺼비 네온사인탑 건립

1958. 12. 20 서광주조（주）, 200만원 경품부 대매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선전 • 광고 개시

1959. 4. 15 서광주조（주）, 부산 문화방송국 개국과 함께 최초의 선전 방송

1959. 11 서광주조（주）, 국내 최초로 ©내송을 이용한 선전 방송 시작: '아야야 차차차'로 시장우위 확보 계기마련

1963. 6. 29 서광주조（주）, 비행기를 이용한 전국 일주 광고 시행

1965. 4 소주 생산방법을 증류식에서 회석식으로 전환

1966. 12. 23 진로주조（주）로 상호 변경

1974 제일기획과 광고대행계약（82년까지）

1974. 8. 8 진로주조（주）, 상하주조（주）와 삼화양조（주） 인수

1975. 3. 11 （주）진로로 상호 변경

1975. 7. 13 （주）진로, 고려조선（주） 인수

1976. 1. 24 （주진로, 위스키 JR 개발, 생산 개시

1976. 3. 8 （주）진로, 성미 쥬리아 인수, （주）쥬리아로 상호 변경

1976. 10. 27 （주）진로, 토닉워터, 진저엘, 카린스믹서, 프레인소다 시판

1976. 11. 15 주진로, 신제품 위스키 JR 춯하 기념

1977. 7 （주）진로, 위스키 제조면허 취득, 위스키 길벗 생산 시판

1977. 12. 1 주진로, 국내 최초 버어번 위스키 시판

1978. 3. 20 （주）진로, 신제품 매실주 홍실 출하

1978. 6. 9 （주）진로, 78년도 한국품질관리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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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21 （주）진로, 신제품 길벗 로얄 시판

1978. 11. 30 （주）진로, 78년도 다액 수출 유공업체로 선정, 수출의 날에 대통령상 수상

1979 진로소주 로진스키로 15회 중앙매스컴광고대상 신문부문 장려상 수상

1979. 4. 9 （주）진로, 보드카 로진스키 시판

1979. 9 （주）진로, 로진스키 광고 중앙광고대상 신문 부문 장려상 수상

1980 진로 쥬니퍼진 16회 중앙매스컴광고대상 수상

1980. 4. 17 （주）진로, 런던 드라이진 쥬니퍼 시판

1980. 10. 10 （주）진로, 쥬니퍼 광고 제16회 중앙매스컴광고대상 신문 부문 대상 수상

1980. 11. 14 （주）진로, 신제품 대중 위스키 길벗 올드 시판

1982. 7. 22 주진로, 30년 소주 진로 드라이 시판

1982. 9. 24 （주）진로, 진로 드라이 제18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1982. 12. 23 진로위스키주식회사 설립

1983 코래드와 광고대행계약 체결（85년까지）

1983. 9. 24 진로위스키（주）, 위스키 로얄 광고 중앙광고대상

진로위스키 VIP 20회 중앙광고대상 신문부문 우수상

1984. 7. 1 진로위스키（주）, 100% 정통 스카치 위스키 VIP 출시

1984. 12. 20 진로위스키（주）, 그레인 위스키 원액 생산 개시

1985. 1. 4 （주진로, 창립 60주년 기념주 640ml 25도 소주 생산

1985 고급와인 •몽볼르” 개발 • 출시

1986. 8 디럭스（관광） 소주 개발 • 출시

1985. 9. 2 （주）진로, 최고급 화이트 와인 사또몽블르 시판

1986. 1. 11 （주）진로, 30도 디럭스 소주 개발, 일본 수출

1986. 8 나라기획과 광고대행계약 체결（89년까지）

1986 진로 와인쿨러 23회 중앙광고대상 일반부문 신문 우수상

1987 •와인쿨러'' 개발 • 출시

1987. 3. 2 진로위스키（주）, 특급위스키 다크호스 출시

1987. 6 진로그룹 진로광고 대상（JAG） 제정

1988. 9 계열광고회사 새그린 설립

1989. 9. 20 200ml 종이팩 소주 출시

1989. 9 풍원양조（주） 인수

1989. 9 진로팩소주 26회 중앙광고대상 영업일반부문 신문 우수상

1991 보리소주 •비선', •고량주골드'' 개발• 출시

1990. 2. 1 진로위스키（주）, 풍원양주（주） 합병

1990. 10. 10 （주）새그린, 진로팩소주 제26회 중앙일보광고대상 우수상 수상

1991. 4. 23 그룹 홍보 실무 위원회 발족

1991. 11 진로-COORS합작 맥주회사 설립 조인

1992. 3 진로위스키（주） 합병

1992. 10 "EXPO소주1' 및 •매심'' 개발 •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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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진로골드소주 중앙광고대상 우수상

1993. 7. 29 （주）진로, 진로골드 시판

1993. 7 ■진로골드소주'' 개발 • 출시

진로골드소주 한국광고대상 금상（잡지）

1993. 8. 4 진로쿠어스맥주（주）, 광고대행사 엘지애드 선정

1994 광고대행은 인터막스와 MBC 애드컴과 복수거래

1994. 1. 20 "올드 Premium" 개발 • 출시

1994. 4. 28 주진로, 국내 최초 12년산 프리미엄급 스카치 위스키 임페리얼 출시

1994. 6. 1 진로쿠어스맥주（주）, CASS 출시

1994. 5 프리미엄위스키 "IMPERIAL CLASSIC" 및 "CHERRY, LEMON 소주” 개발 • 출시

1994. 8 （주）진로위스키 합병

1994. 9. 1 （주）진로, 부드러운 소주 나이스 출시

1994. 11 FA애ILY와인 "DUET" 개발 • 출시

1994. 12 특급 위스키 "FIRST CLASS" 개발 • 출시

1995. 11 진로 올리고당 소주 춤시

1995. 12 진로 올리고당 관광소주 출시

1996. 6 프리미엄급소주 •참나무통 맑은소주'' 출시

1996. 10 프리미엄급 위스키 •칼툔힐” 출시

1997. 5 ••산뜻"소주 개발 • 출시

1997. 8 매실 와인 진 출시

1997. 12 •순하고 부드러운 진로" 개발 • 출시

1998. 3 "순한진로” 출시

1998. 10 •참反이슬露” 출시

1999. 3 "기（氣）'' 출시

1999. 5 ''통소주 3.6L PET 출시 올드 Premium" 개발 • 출시

연구내용

한때 애주가들에게 소주가 '두꺼비'라는 애칭으로 불리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진로（眞毫）소 

주는 소주의 대명사로 통했다. 진로소주는 1924년 태어난 이래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장수한 술이다. '진로' 상표 

의 '진'은 참되고 옳으며 거짓이 없는 진정을 뜻하는 것으로 진천양조가 창설되었던 평안 용강군（龍岡郡）의 진지 

동（眞池洞）이란 지명에서 따온 글자이다. 또한 로 는 소주룔 증류할 때에 술방율이 이슬처럼 맺힌다는 의미에서 

예로부터 소주를 로주（髭酒）라고 일컫던 데서 따온 글자이다.

그런데 진로의 대명사인 두꺼비는 처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원숭이가 원래의 상징물이었다. 원숭이는 얼 

굴은 사람과 비숫하고 몸은 개를 닮았다는 고대 중국 설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로서 인간의 말을 이해할 줄 

알고 술을 즐겨 영물로 여겨왔던 데서 착안하여 캐릭터화한 것이다. 또 술의 기원설에 따르면 이 원숭이는 인간이 

술을 만들기 이전부터 과실을 이용하여 움푹 패인 바위 따위에 술을 빚었다고 한다.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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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소주의 라벨은 6 • 25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간 이북지방 사 

람들의 요구에 의해 부산을 중심으로 소주산업이 재개되었고 진로소주 역시 25년간이나 해왔던 양조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다른 양조회사들과 합작 형태로 출시했던 '금련, 

낙동강'등의 소주가 그것이다.

이때부터 진로소주에 두꺼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남지방의 소주시장 성장에 힘입어 서을을 중심으로 '서광 

주조' 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진천양조상회를 모체로 했기 때문에 진로라는 상품명은 그대로 쓰기로 했던 것 

이다. 옛날의 영광 때문에라도 '진로'라는 이름은 고수할 필요가 있었고 또 같은 맥락에서 라벨까지도 기존의 것 

을 그대로 적용하려했지만 심벌마크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석연为 않은 점이 있었다.

원숭이를 영물로 여기는 이북지방과 달리 이남에서는 두꺼비가 영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고대소설 '콩쥐팥쥐전 

, 두껍전 에서 보여지듯이 두꺼비는 인간을 도율 줄 아는 슬기를 지녔고 언제나 믿음직하고 정의로운 동물로서 아 

침 • 저녁으로 이슬을 받아먹으며 사는 불로장생의 영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기존의 라벨 디자인을 그대 

로 쓰되 캐릭터는 두꺼비로 교체했는데 그것이 '두꺼비 신드홈'의 효시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두꺼비는 지금의 두꺼비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하나의 독자적인 심벌이라기보다는 주위에 

벼가 두러져있는 타원형의 공간에 적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회화적인 요소로 표현되었는데, 이 두꺼비는 서광주조 

시절에 라벨 디자인이 두 번 더 바뀌는 동안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단지 바라보는 방향만 바뀌었다. 디자인이 두 

번 바뀐 것도 벼가 단순화되었다는 점, 영문 상품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로 특기할만한 변 

화는 없었다.

라벨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소주의 생산방법이 전환된 것과 때룔 같이한다. '64년말까지 진로소주는 

회석식（稀稈式） 소주가 압도적이던 시장에서 증류식（蒸溜式）울 고집하면서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 말부터 이듬해까지 정부에서 증류식 소주의 제조를 금지하는 법령을 두 번 연속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생산방법 

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아예 상호를 진로주조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라벨까지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라벨 기본 모양은 모서리를 둥글게 한 사각으로 전체적으로 상품명의 크기를 확대시켰는데 무엇보다 두꺼비 모 

양을 보다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작은 원 안에 묶음으로써 두꺼비가 심벌로서의 독자적인 위大!를 확보하게 되었다 

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뒤 라벨 전체를 파란 바탕으로 바꿀 즈음에는 두꺼비의 윤곽은 훨씬 더 심플 

해지는데 거의 현재의 모습울 갖추기에 이른다.

바람에 혼들리는 듯한 보리의 윤곽을 흰색으로 표현한 지금의 라벨은 '83년 경기도 이천에 본격적으로 대단위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라벨 디자인의 발전에 보다 주목해서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라벨들과 

비교할때 가장 세련된 모습이라는 평가룔 받고 있는데 황금색 바탕은 보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사각형의 적색은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상표는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구도가 잘 짜여져 안정감을 주었는데 그 특징은 두꺼비가 등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1955년 3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사용한 상표의 특징은 디자인이 매우 복잡했으며 상표에 영문자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순곡주를 상징하는 벼가 좌우 3포기쒁 모두 6포기가 상당히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등록 상표 '진' 자 

는 다이아몬드 도형이 정방항에 가까운 모앙올 보이고 있다. 서광주조의 상표는 후기로 가면서 디자인이 단순화되 

어 갔으며 처음의 분위기를 살린 현대적인 상표로 모습을 바꾸었다. 서광주조 후기의 상표를 전기의 것과 비교해 

보면 영어가 등장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jin-ro' 라는 상품명과 함께 주질을 표시하는 White 니quor' 라는 영문이 '순량소주 방항절가' 라는 한자어를 

대신하여 상표의 좌우에 버젓이 자리룔 잡았다는 것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한국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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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순곡을 상징하는 벼포기도 3포기에서 2포기로 줄 

었으며 '진로 라는 한글 표시가 사라진 대신 '증류식 소주' 라는 제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어 회석식 소주와의 차 

별화를 시도했다.

서광주조 시기의 상표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재미있는 특색은 진로의 상징인 두꺼비가 모두 상표의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서광주조와 평천양조（平泉釀造）의 회석식 소주에서는 예외없이 두꺼비가 왼쪽을 

보고 있으며, 포도주, 인삼주 등에서도 항상 왼쪽을 보는 통일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이후 상표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다가 1974년 진로주조주식회사（眞露酒造株式會社）의 회석식 소주에서는 획 

기적으로 바뀌어 완전히 사라지는 등 현대적인 모습의 세련된 상표로 발전해 나갔다. 현대적인 매체의 등장에 따 

라 서광주조의 광고는 만화영화, 네온사인에 의한 옥외 광고, 비행기를 이용한 공중 광고 등 매체의 다양한 이용 

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 고도화 되어 진로 제품의 직접적인 선전과 함께 서광주조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유감없이 창출했다.

발전을 거듭해 가던 1950년대 말에서 I960년대 초만 해도 국민들은 영화를 관람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고 즐 

기는 것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화관은 항상 만원이었고, 스포츠로는 축구와 프로 복싱, 프로 레 

슬링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런 국민 정서에 눈을 돌린 진로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종목에 착안하여 극 

장의 선전 영화를 이용한 광고 선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극장의 선전 영화를 통한 광고 선전도 씨엠송과 마찬가지 

로 진로가 최초로 시작했는데, 주로 시사성이나 유행성울 감안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 중에서 런던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주인공 '진로 두꺼비가 선진 각국의 대표 선수인 양주와 중거리 경주를 

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만화영화로 방영한 것과, 한국의 두꺼비 선수가 외국의 곰 선수 또는 호랑이 선수 등 

과 권투 및 레슬링 시합올 벌여 승리하는 장면을 만화영화로 방영한 것 등이 가장 인기를 끈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만화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된 것에 그;치지 않고 안방 극장인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되어 진로의 광고 활동에 커다 

란 몫을 차지했다. 또 이러한 코믹한 만화영화는 대중의 정서 생활을 한결 명랑하게 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소주의 선전과 함께 서광주조의 기업 이미지를 높였으며, 대중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데도 적지 않게 공 

헌했다.

시각을 이용한 광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네온사인 광고는 당사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이었 

다. 1958년에는 종로 화신백화점 앞 네거리에 네온사인 탑을 세우고 진로 소주롤 선전했다. 당시 서을의 가장 번 

화가였던 화신 앞 네거리에는 통행인이 매우 많아 진로의 네온 광고탑은 선전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고 밤이면 서 

울의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 기능을 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 1962년에는 남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자 여기에 소주병 모형의 대형 입체 네온사인 탑을 건립했는데, 이것 

역시 서을의 명물로서 시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 네온사인 탑은 동작식, 점멸식으로 설계되었고 그 높이가 25미 

터, 병 둘레는 15미터의 크기로 당시 국내 최대의 광고탑이었다. 이 네온 광고탑의 동작과 점멸에 소요된 변압기 

만도 240개였으며, 그 건립 비용이 무려 3,000만원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초대형 규모의 옥외 광고탑이었다.

1963년에는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시했다. 민간인 소유의 단발 경비행기를 임대해 비행기의 

몸체와 양날개에 '고급 소주 진로'라는 선전 문구를 붙이고 비행기 꼬리에는 진로 소주의 병 모형을 매달고 전국 

을 일주하는 방식도 적지 않은 광고 효과를 거두었다. 비행기로 제품 광고를 한 예는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가끔 

있었지만 주류 제품의 경우는 진로 소주가 최초였다. 비행기를 이용한 광고는 특히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진로의 선진적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 매체를 이용한 광고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초기의 광고와 선전 및 판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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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구 오장동에 있었던 서울사무소에서 관장했으며, 1963년 9월부터는 관리과에서 광고와 선전을 관장했는데, 

과장 오익수（吳益洙）와 전문 디자이너 봉상균（奉相均）이 이 일을 전담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응용 

미술을 전공한 봉상균은 진로의 광고 제작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1966년 서광주조는 진로주조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진로 광고의 특징은 카피에서 반복 기억형 회상 상 

징 언어를 빈도 높게 사용해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유도한 기법을 썼다는 점이다. '소주라 하지 말고 진로 

라 불러 주세요', '진미의 진로' 라는 카피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진로를 소주의 대명사로 상징한 '진로라 불러 

주세요'라는 어구는 다시 발전해 두꺼비가 소주의 대명사로 전환되는 데 크게 기여한 명카피였다. 또 '진미의 진 

로 라는 카피에서 진미의 진 과 진로의 진 은 같은 진자로 반복해서 진로를 소비자의 뇌리에 기억시킨다는 점에 

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진로소주의 광고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발행 부수가 많았던 일간지에 주로 게재되었다. 광고의 크 

기는 전 5단이거나 전 8단 등으로 대형에 속했다.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컴퓨터 사식이나 전산 사식 둥과 같은 현 

대적 활자 이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활자체를 그려야 했는데, 진로 광고의 우아한 글자꼴 

은 다른 업체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우수한 것이었다.

또한 진로의 트레이드 마크인 두꺼비가 배를 쑥 내밀고 앉아 진로 소주병을 안고 있는 약화 심벌은 매우 유머 

러스한데다 이미지 전달력도 강해 두꺼비 상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진로만의 자랑이었다. 진로의 신문 광고 내 

용도 증류식 소주의 장점울 홍보하면서 은근히 회석식 소주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진짜 소주의 맛은? 술맛이 달다고 좋은 소주로 아시면 큰 잘못입니다. 소주의 참맛은 백% 순곡으로 만들어진 

진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애주가 여러분!

소주를 선택하실 때는 병 이면에 첨부된 세무서검사필증에 유의하시어 증표에 '증류식소주 라 쓴 것만이 재래 

식 순곡소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애주가 여러분의 귀중한 위장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증류식 순곡소주 진 

로를 권하고 싶습니다.''

광고에 이러한 문구가 장황하게 들어간 것은 1965년부터 시작하여 1970년 초반까지 이어진 삼학과의 사활을 건 

소주 전쟁의 전초전이 이미 이 무렵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밖에도 신문과 잡지를 통한 광고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인기 연예인들이 등장해 '진로가 제일 이라는 동작을 취하는 광고도 자주 등장했다.

진로소주는 1970년대에 들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주업계를 제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 

이고 다양한 광고 활동을 전개했다. 진로주조가 광고와 선전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전파 매체였다. 

진로주조의 성장 기간 중에는 업계가 극도의 경합 상태로 为달아 각 회사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광 

고 • 선전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진로주조는 라디오로는 부산문화방송을, 텔레비전으로는 동양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시작한 후, 연이어 개 

국한 전국의 각 상업 방송망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전개했다. 19기년 9월에는 전국의 24개 상업 라디오 방송과 

11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진로의 CM송과 CF 방송이 일제히 전파룔 타게 함으로써 진로의 우수성이 시청자듈 

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했다. 또 동양 FM 방송의 개국을 시작으로 대구 F애 방송 등 F어 상업 방송국이 차례로 개 

국함에 따라 진로주조는 이를 이용한 광고 방송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전파 광고와 인쇄물 광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시각 선전물과 판촉물의 배포였는데, 진로주조는 

연간 광고 • 선전 예산의 약 50%를 여기에 투입하여 우리나라 어느 기업보다도 다양한 시각 선전물과 판촉물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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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배포했다. 진로주조가 이용했던 많은 시각 선전물과 판촉물 중에서 특이한 것만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주조는 진로 두꺼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동일한 형태의 견고한 

두꺼비탑을 제작하여 서울 근교, 송추(松湫), 일영 유원지와 강화도 입구, 온양과 수덕사 입구에 설치해서 관광객 

의 시선을 끌었다.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일부가 개통되자 진로주 

조는 각 고속도로변에 모두 7기의 대형 야입 간판을 설치했다. 1969년부터 빌 보드 간판이 유행하자 진로주조는 

서울 본사 앞에 있던 개인 소유의 3층 빌딩 옥상에 처음으로 빌 보드를 세운 데 이어 전국 주요 도시에 총 13기의 

선전용 빌 보드를 세웠다. 또한 진로주조는 1972년에 일본 제작사의 기술 협조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인 

보드 광고물을 제작하고 처음에는 소주 선전에, 나중에는 포도주 선전에 활용했다. 전국에 모두 43조가 설치된 사 

인 보드 광고는 우리나라 광고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진로주조는 20년 가까이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에 수천 동의 천막과 수만 개의 비为 파라솔을 배포 

했다. 당시 각 해수욕장, 특히 부산의 해운대, 송도, 태종대 등에서는 진로를 선전하는 비처 파라솔이 유원지 전체 

를 오색찬란하게 뒤덮어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아크릴 간판은 이미 1964년 서광주조 시절부터 광고 선전물로 본 

격적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진로주조는 1970년부터 선전 도안을 통일하여 규격화하고 실크 인쇄와 성형을 도입함 

으로써 아크릴 간판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와 함께 진로주조는 1970년에 들어와 시각 선전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던 아연 간판의 대량 제작을 계기로 전국의 간판 도형을 통일시키기 위해 본사에서 아연 간판을 실크 인쇄 

로 일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아연 간판의 쇄신을 가져왔다.

진로주조는 경품 판매, 포도주 판매, 인삼주 판매와 수출, 인삼주 칵테일의 보급 등에 따라 수십 종의 다양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특히 1972년에는 진로주조가 우리나라의 상품광고 포스터로서는 처음으로 전지 크기의 대형 

포스터를 표구까지 해서 전국 업소에 배포하여 대호평을 받았으며, 1974년에는 인삼주 칵테일의 개발과 보급에 따 

라 몇 종류의 화려한 칵테일 선전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이 밖에도 진로주조는 달력, 낚시 트로피와 낚시 안내판, 거울 외에도 다양한 판촉물과 시각 선전물을 제작 배 

포하여 거래처와 소비자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판촉물로는 두꺼비 마크와 선전 도안을 삽입한 부채, 손 

거울 보자기, 쟁반, 앞치마, 런닝셔츠, 손수건, 바구니 등이 있었으며, 시각 선전물로는 국도변 야입 간판, 시계탑, 

교통 정리대, 담배 선전 판매 세트 등을 설対 운영함과 함께 방문객에게 주는 선물과 미려한 선물용 포장, 팜플렛, 

카드 편지, 선전용 인쇄물 등을 홭용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로주조의 광고 선전이 얼마나 다양했는가를 증영 

하는 것이었다.

진로의 초기 광고를 맡았던 사람은 중구 오장동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과장 오익수와 서울미대 응용미 

술과 출신 전문디자이너 봉산균이었다. 그후 서울광연 사장인 이병인, 동아투위활동을 하다가 해고되 진로에 입사 

한 뒤 다시 한겨레신문사로 간 최학래, 새그린 탄생시 대표직을 맡았던 차석환 등이 있다. 그리고 전홍에 가 있는 

소민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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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픽디자인

： 9코소주 유한양행 ： A芯苍먹함점 | ■沖즈 |

口］更区国肩亩⑦

［명칭］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柳一韓）

［설립연도］ 1926년

［위치］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62-7

［전화］ 02-828-0079

［FAX］ 02-828-0180

연혁

1926

1928

1936

1937

1938

1938.

1941

1943

1947

1953

1954

1958

1961.

1961.

1962

1962.

1965

1966

1967

1968

1968.

1969.

1970

1972

1974

유한양행 창립, 의약품 및 농기구의 수입 및 판매업으로 시작

동아일보에 약품 등 광고활동 시작

최초로 본격적인 광고인 네오토닉 광고 개시

안티푸라민 등장

GV 사이드 판매 개시와 함께 모엘중심광고의 효시인 GV 사이드 광고

10. 29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전면기업 광고 게재

유한무역공사 설립 , 유한무역공사를 유한상사주식회사로 개칭

사명（社名）을 유한제약공업주식회사로 개칭

유한상사주식회사를 유한산업주식회사로 개칭

본사 및 공장이 재건（6 • 25로 쇠약）되면서 한국유수의 제약기업으로 새출발

고려공과기술학원 설립

디자인 전문가률 채용하여 광고과 보강

1 국내 최초의 이내인「가정생활」발간

12 문화방송의 연속극〈왕자호동〉과 오락프로〈쌍쌍파아티〉제품광고

유한対약 생산 개시, 한국 제약업계 최초로 증권시장에 주식 상장, 옥외설치물 확대

1 당시까지 현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광고탑인 한강 광고탑 설치

비타민 B 복합제 삐콤 광고

유한공업고등학교（柳韓工業高等學校）에 유한중학교 병설

KBS TV에 방영된 Willow Show의 의사드라마 Dr. Ber Casey에 광고 게재

삐콤, 맘마드몸, 콘택600 광고

유한対약 생산 중지

비네몬500 미네칼, 비타홈 광고

3 미니광고 강화를 위해「버들 불리틴」발간

1 본격적인 DM인「건강의 벗」간행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설립 데카리스, 오로라크림, 사릭스 광고

폰탈 광고

버막스 쎄레스톤지크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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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유한양행과 그 상징인 버들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에 있어서 신용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50여 년에 

걸쳐서 유한양행이 이 사회에 심어놓은 기업이미지이며, 유한의 제품과 함께 광고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광고의 효시였고, 광고산업의 개척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1930년대 민족기업으 

로서 활발한 광고활동을 해왔고, 그 광고의 내용면에서는 광고를 통한 민중의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유한의 약광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몽광고였으며, 또한 1960년대에 한국 최초의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로 

서『가정의 벗』을 창간하기도 했다. 창업자 유일한（柳一韓） 박사는 다른 어느 기업인들보다 광고의 효율성을 남달 

리 먼저 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한의 창업당시 손수 광고문안을 쓸 정도의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 

의 열성은 바로 초창기 광고에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부서의 훌릉한 인적 구성을 이루게 했다.

유한의 기업광고는 창업 당시에서부터 해방 전까지 주로 유한양행이 왜 창설 되었으며, 왜 제약업을 했는가 하 

는 창업이념과 약이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민중에 대한 계몽광고였다. 그후 1960년 후반까지는 주로 유한양 

행의 '버들표'에 대한 상표광고를 실시하였는데, 버듈표가 바로 '신용'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놓기 위한 광 

고들이었다. 그러나 19기년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타계한 후부터 유한의 기업광고는 약간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유한의 기업정신은 유일한 박사가 타계하자 각 매스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고 그가 사회를 위해 그동 

안 일해온 여러가지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유한양행 최초의 광고인은 창업자 유일한 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광고표현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광고와 관련된 그의 일화에 의하면 인쇄매체광고의 경우 글자체는 절대 고딕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 

다고 한다. 고딕체는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품회사 이미지와 맞지않다는 것이었 

다. 이같은 그의 지시는 불문율이 되어 오랫동안 지켜져 왔다.

유한양행이 최초로 내놓은 광고는 약광고가 아니라 염료광고였다. 1928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 그것 

이다. 유한은 1926년 12월 10일 서올 종로 2가 45번지 덕원빌딩에서 창립되었지만, 처음엔 염료 • 양품 등의 수입 

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의약품광고로서 최초의 것은 금계납 • 장충경（金鶏納 • 腸蟲敬） 광고물로서 '28년 7월 9일 동아일보에 실렸다. 그 

이후 유한양행의 티저광고가 '28년에 게재돼 각종광고 기법이 일码 도입됐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유한의 광고는 광고를 통하여 약에 대한 인식과 약의 사용방법을 사회와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자 하는 목적을 뚜렷이 한 하나의 생활계몽의 메시지와 같았다. 1930년 10월 30일자 동아일보 지상에 게재된 광고 

는 "의사는 당신의 친우''라는 제목의 문장으로 꽉 차 있다. 이 광고는 어떤 특정의 약품을 팔기 위한 선전도 광고 

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한의 선전이 전혀 없는 광고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광고의 경우 유한의 선전은 문 

장의 끝 부분 즉 전체 문장의 6분지 1에 해당하는 적은 부분에만 듈어있을 뿐이다. 6분지 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장은 병든 사람을 위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년간 연구와 실제対료의 경험이 많은 신뢰할 

만한 의사인 까닭에 약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반드시 그러한 의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계몽성 

이 짙은 내용인 것이다.

유한의 광고가 그 내용이나 형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妻은 1930년대에 듈어서면서 

부터이다. 우선 유한은 광고를 통한 계몽작업을 시작하여 1930년 10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의사는 당신의 친 

우''라는 제하의 광고뿐만 아니라 이보다 15일 앞선 10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네오톤토닉 광고에도 ''의사를 찾 

아 상의하시고 복용하시요”라는 글귀가 빠지지 않고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유한은 이 시기의 광고 내용을 계 

몽기사로 작성함으로써 유한이 기업정신의 일면을 광고룔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형태상의 특성으로는 문안의 횡서 사용을 들을 수 있다. 이 무렵 모든 광고의 문안은 종서가 철칙처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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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으나 유한만이 횡서（그것도 종서의 개념에 따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횡서처럼 왼 

쪽부터 시작하였다）를 사용함으로써 획기적인 광고를 내놓아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당시 유한의 광고 규 

격은 거의 반 5단이었으며 원고는 전부 유한이 직접 작성하였다. 디자인면에서는 아직도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버들표를 광고면 중앙에 놓음으로써 상표에 의한 유한의 이미지 부식에 노력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기업의 정신 및 자세를 공개 • 주지시키고 기업 PR을 이미 1930년에 내놓은 유한은 바로 그 기업광고에 

서 천명한 바와 같은 계몽광고를 밀고 나가 한약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던 대중에게 제도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와 

뛰어난 효능을 지닌 신약（양약）의 존재를 인식시킴으로써 실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뜻깊은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창업기 말인 1935년에 이르기까지 유한의 광고에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의사의 지도를 바드 

시라！"등의 문구가 제품명을 도외시하고 회사명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박혀 나왔던 것이다.

창업기 유한의 주제 품은 네오톤토닉이었으며 광고매체는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시대일보•경성신문 

등이 전부였다. 광고관리는 매우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광고면 하단에 작은 활자로 일일이 일련번호를 매겨 매체와 

게재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담당부서는 학술과였으나 모든 광고의 문안이나 구성은 

유일한 사장의 아이디어가 원천이 되었으며 그 실무는 전항섭（全恒變） 지배인이 주관하였다.

유한이 네오톤토닉의 광고 도안을 새롭게 하여 선전효과면에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은 성장기에 들어선 1936년이 

었다. 이때의 광고내용은 인체내부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광 

고로써 네오톤토닉의 효과는 시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광고로서 상당한 호과와 반응을 불러 일으켰 

다.

한편 포스터광고가 시작된 것은 1938년부터이다. 이때 제작된 것은 인체해부도 도안에 의한 네오톤과 엄지손가 

락을 펴 든 GU사이드의 포스터이다. 네오톤에는 "세계적인 강장제'', 그리고 GU사이드에는 ''종래의 그것과는 전연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따랐다. 이어 1940년에 접어들어서는 이드렌과 유톤 등의 포스터가 제작 보급되었고 이 

러한 화려한 포스터는 당시 약국 미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밖에 활발히 추진된 광고활동은 옥외광고물 설対이다. 전신주에는 포스터와 전단을 붙였고 옥상과 도로변 등 

에는 입간판을 세웠다. 이러한 광고활동은 국내에서보다 주로 국외 즉 천진 • 봉천 • 대만 등지에서 더 많이 실시되 

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고속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크기와 같은 유한의 입간판들이 당시 만주대륙의 요소마다 즐 

비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되자 커다란 광고매체를 잃은 유한 

은 국내에서의 옥외광고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당시 서울시내를 운행하던 360대의 전차에 광고물 설치를 단행하기 

도 하였다.

당시 광고업무는 학술부 광고과가 담당하여 광고관리 및 제작을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난기가 시작되는 

1941년부터 유한의 광고활동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약 

업계는 일제가 가한 갖가지 혹심한 통제의 압박과 원료수입의 두절로 완전 붕괴상태를 면처 못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경영의 위축으로 유한의 광고활동이 둔화현상을 나타낸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유한은 일제의 세금탄압으로 서울 본사를 소사공장으로 옮긴 1942년까지 GU사이드 • 슈퍼 GU사이드 • 안티푸라 

민•코푸시럽•하리후마루도•오르키몬•유톤•이드렌 등의 제품광고를 국내에서는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통해서 

하였고, 천진 • 봉천 • 대만 등지의 국외지역에서는 현지의 총 16개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나, 이듬해 1943년 

일본군부로부터 강제로 군수공장으로 지정받은 후에는 사실상 광고활동은 거의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뒤 8 • 15해방 후의 혼란과 6 • 25동란을 겪는 동안에 완전히 중단되었던 광고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은 소사공장의 복구작업이 시작되는 1955년이다. 그러나 이때의 광고 규모는 해방전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소사공장의 복구작업이 착공된 직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광고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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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들이 아직은 성숙처 못했던 것이다. 광고활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했다. 

소사공장에서 항생물질을 생산하게 된 1957년을 지나 본격적 생산단계에 접어든 1958년에 유한은 디자인전문가의 

채용 등으로 광고과를 보강하여 비로소 광고활동을 본궤도에 올려 놓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광고의 주요품목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네오톤 • 유톤 • 이드렌 • 안티푸라민 등이었다. 광고의 규격은 

일정치 않아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디자인은 시각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성장기에 이미 개척한 바 있는 

인물사진 및 그림사용의 기법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인물 등장의 광고는 제품별로 구별되는 수요대상 및 수요충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유한의 광고가 실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세가 고조된 1960년부터였다. 이해에 네오톤 • 

유톤•이드렌•안티푸라민 등의 기존제품 외에 비타나인•미네비•이소짓•헥사비론 등의 신제품이 대폭적으로 증 

가됨에 따라 광고활동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한은 특히 I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하게 확대된 인쇄 • 전파 • 옥외선전 • DM매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기초로 한 광고활동을 벌였다.

1950년대 전반기의 광고매체는 신문과 옥외선전물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광고형태나 정책은 8 • 15해방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으며 주요 신문매체는 동아 • 조선 • 서울 • 경향 • 한국 등 5대 중앙지였다. 이 무렵 신 

문광고의 크기는 대체로 반 5단 혹은 3단 등이 많았다. 그후 1950년대 후반기에 약업신문 등이 발간되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속 약사 및 의사에 관련된 전문지가 속출하면서 이러한 매체를 통해 犬!료제가 광고되기 시작한 

다.

이어서 1960년대초에는 민영상업방송이 등장하여 전파광고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TV가 생긴 것은 민 

영 라디오방송이 등장하기 이전인 1950년이다. 이때에 나타난 것이 HLKZ TV로서 당시 수상기는 서울의 400대에 

불과했다. 이때에 이미 TV광고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수상기 400대를 상대로 한 것이었던 까닭에 결코 본격적인 

것은 못 되었고 1960년대 초부터 전개된 민영 라디오방송에 의해 종전의 인쇄매체에 의한 광고는 그 기반이 혼들 

리게 되었다.

유한은 민영라디오방송이 등장하자 재빨리 그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광고활동을 벌였다. 1961년 12월 문화방송의 

연속극〈왕자호동〉과 오락프로〈쌍쌍파아티〉를 통해 제품광고를 시작한 이후 62년에는 서울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 

송이 방영한〈사랑은 파도처럼〉,〈주유천하〉,〈악인은 없다〉,〈비상선을 쳐라〉,〈붉은 장미의 추억〉등 수많은 연 

속극을 틈타 전파광고에 집중적인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듬해 1963년에는 서울 • 부산 • 대구 등 대도시의 방송 

망을 일원화하여 전파광고의 합리적인 효율화를 기하였다.

TV방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1964년이다. TV의 등장과 함께 유한은 즉시 이 새로운 매체에 의한 광고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TV광고는 지금과 같은 CF제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멘트 위주였다. 따라서 유한 

TV 광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6년에 KBS TV에 방영된〈Willow Show〉와 의사드라마〈Dr. Ber Casey〉를 듈 수 

있다.

한편 1963년에 동아방송이 개국되고 1964년에 동양라디오가 개국되자 라디오 CM은 문화방송을 합친 3개 상업방 

송국을 통해 나갔으며 따라서 전파매체에 의한 광고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 TBC TV가 개국 

하고 1969년에 MBC TV가 개국되면서 유한은 본격적 CF를 제작하여 주요제품의 TV광고에 나섰다.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광고매체로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한은 이 무렵 일반대중광고가 가능한 일련의 신제품 개 

발의 배경을 업고 TV를 통한 가장 폭 넓은 대중광고에 주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라디오 및 TV광고 이외에 유한이 이 무렵에 벌인 광고활동에는 극장광고 및 DM, 그리고 옥외선전 

물 설치 등이 있다. 극장광고가 시작된 것은 국산영화가 융성을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 초였거니와 본프로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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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기 전에 스크린에 비쳐내는 제품광고는 상당한 소구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극장광고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으로는 '62년에 제작한 총천연색 기록영화 "이것이 유한이다”률 돌 수 있다. 물론 이밖에도 비네몬 500 • 헤가톤 

등의 주요제품을 천연색 필름에 담아 극장 스크린에 상영하였다.

전파광고는 신문 • 잡지 등에 의한 인쇄매체보다 그 위력이 월등하여 이때부터 모든 기업의 제품광고는 점차 종 

전의 인쇄매체로부터 전파매체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인쇄매체에 의한 광고가 제품의 구체적인 설명, 즉 

정확하고 자세한 제품지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계속 중요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73년부터 유한양행은 기업광고의 방항을 바꾸었다. '유한양행의 기업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헤 

드라인에다가 바위에 새겨진 버들표률 보여주었다. 또한 '유한양행은 기업이윤의 41%를 사회에 되돌리고 있습니 

다'라는 카피가 눈에 띄는데, 이러한 기업광고돌은 마침내 기업의 사회윤리성이 크게 강조되었던 '70년대 후반의 

상황에 부합하여 사회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유한양행은 여기에 끝내지 않고 그 기업이념이 항상 

사회와 함께 한다는 내용의 '믿음으로 맺어진 53년 이란 기업광고를 계속했다. 이러한 기업 PR은 특히, 사회의 식 

자충에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다.

유한양행은 기업 PR 광고를 중심으로 ' 78년부터 조선일보 • 경항신문 • 중앙일보 • 한국일보 • 한국방송공사 등으 

로부터 각종 광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용택 차장, 김동국 과장, 박현보 과장 등이 '74년이후 개인 혹은 공동출품 

하여 광고상을 수상했다 '79년에는 '건강을 심어왔고 건강을 심고 있으며 건강을 심어갈 것입니다 라는 기업 PR 

광고를 조선일보에 제출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이 역시 회사광고로 이용되었다.

1979년 유한 광고팀의 면모를 보면 광고부를 매체관리와 기획을 하는 광고과와 제작을 하는 제작과의 2개 파트 

로 나뉘어져 있는데, 광고과에서는 모든 광고조사통계 외에 매체기획을 주관하고 있고, 제작과에서는 모든 광고의 

판촉물의 제작을 전담하고 있었다. 제작팀의 인적구성은 아트워커 3명, 카피라이터 및 편집요원 3명, 사진요원 1 

명, 디렉터 1명 이었다.

아트워커 3명은 모든 광고물의 제작은 물론 패키지, 옥외광고탑, 기타 판촉물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카 

피 및 편집 파트에서는 각기 간행물 한 개씩 즉, 사내보（社內報）인『유경」, D애으로서 고객용인「건강의 벗」, 병 

원 • 약국용인「버들불리틴」의 편집을 맡고 있으며 또한 라디오 CM, 광고제작물의 카피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자 

체 내의 사진요원은 사내 편집홍보용 각종 사진과 광고사진의 촬영을 전담하고 있어서 퍽 짜임새 있는 구조였다.

유한은 1960년대까지 회사에 회사공식기구로서 광고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이것은 유한이 광고활동을 얼마나 중 

요하게 비중을 두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듈 수 있겠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광고운영위원회는 급변하는 시장 

의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케팅담당 상무 주관의 마케팅회의로 이관되었다. 마케팅전략에 맞춰 광고를 보 

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마케팅회의에서는 유한광고의 제작에서부터 광고의 활동개시 타 

임, 광고물량의 종합적인 점검을 하게 되고 이 광고가 마케팅 여건 아래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 

당하였다.

80년대에 둘어오면서 초기에는 오리콤에 광고대행을 의뢰했다가 코래드와 엘지애드에 분할 의뢰했다. 즉, 코래 

드는 콘택600, 유한락스 등 기존제품을, 엘지애드는 리카바, 그랑페롤 등 신제품을 중심으로 광고회사 홛동시대를 

맞게 됐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광고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초창기（1930년 전후）에는 판매고의 약 20%를 광고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줄어서 '60년대 후반에는 12%로 내려왔고, '70년대에는 6%를 차지하여 한 자 

리수를 유지했다. 광고금액은 '65년 7천4백46만원에서 '92년 69억3천5백60만원에 이르기까지 93.1 배가 늘어났다.

매체 이용면에서 보면 신문매체의 경우 '65년경 31.2%의 높은 점유비를 나타냈으나, 70년초에 가까와지면서 

17〜20%로 낮아지다가 '80년 후반 다시 3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86년 이후 다시 내림세를 보여 '9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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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의 점유비를 나타냈다. TV의 경우 초기 '65년경 15%에서 점차 그 비중을 높여 ‘92년에는 61%까지 높아졌 

다.

유한양행은 국내처음으로 DM（Direct Mail） 방식을 채택하여 이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광고매체로 활용하 

고 있다. '61 년 1월 초에 내놓은「가정생활』이 그 효시이다.「가정생활』은 4X6배판 1백면의 여성교양지였다. 여성 

잡지로서 본격적인 내용을 갖춘데다 유한제품의 광고률 삽입하여 1부당 200원의 가격으로 시판했다. 호률 거듭할 

수록 발행 부수가 증가하여 제작비 충당을 위해 타사（약품 제외）의 광고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끝내 제작비 부담 

을 이기지 못해 '64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69년 1월을 기해 유한은 타블로이드판 8면의 '■건강의 벗』을 간행하 

였다.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10만 가정에 무상배포하면서 본격적인 DM 활동을 전개했다. 건강상식, 교양, 제품설명 

을 담은 이 책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며 유한양행제품 구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68 

년 3월부터 의사, 약사를 상대로 한『버들 불리틴』이라는 또 다른 DM 매체를 발행했다. 4X6배판 아트지 4면으로 

시작했다가 '76년에 신제품개발의 증가와 거래약국 및 병원의 증가로 학술적인 디테일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국배 

； 판 모조지 24면 체재로 쇄신했다.

유한양행의 실질적인 광고인 1호는 한홍택이었다. 그는 60년대초부터 유일한 회장과 개인적 친분관계 탓에 덕성 

여대와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한양행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광고 고문을 겸임했다. 유한양햄은 직접 광고를 

제작해오면서 우수한 광고인을 확보했고 이들은 퇴사 후 우리나라 광고계와 교육계 등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 

:다.

광고관리를 담당하던 광고부 과장 출신들 중 문용구는 강릉문화방송 사장, 최광림은 유한싸이나미드 사장, 유도 

재는 유한양행의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김도순은 동구약품 사장을 역임했다. 또 손영동은 종근당 사장직을 맡았다.

대부분의 디자이너 출신들은 현재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는데 정린은 서울교대, 강회수는 청주대, 윤병구는 단 

! 국대, 방재기도 단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정대길은 광고회사 대보기획 대표직을 맡았으며 최경권 

: 는 잠시 제일제당에서 일했다. 카피라이터 출신으로서는 박영한이〈머나먼 쏭바강〉,〈왕릉일가〉등의 작품을 통해 

' 소설가로 활약 중이며 조능식은 섬유신문사 이사, 최청일은 제일기획에서, 김상기는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일 

했다. 1993년의 유한광고부는 박한섭 부장 퇴임 후 김한양 차장을 주축으로 이용택 차장（제작）, 김동국 과장（광고 

: 관리）, 박현보 과장（편집）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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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SHINSEGAE

［명칭］ 신세계 백화점

［설립연도］ 1930년 10월 24일

［전화］ 02-727뉘092

［FAX］ 02-727-1180

연혁

1930. 10. 24

1937

1963. 11. 11

1989

1991. 8. 1

1993. 11. 12

1994. 10. 7

1997. 8. 29

일본 삼월（三越）백화점 경성지점으로 개점

우리나라 최초로 화신백화점이 설립

상호 （주）신세계 백화점으로 변경

개점 27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CI를 도입

디자인신세계 별도회사로 독립

E-Mart 1호점 창동점 개점

PRICE-CLUB 1호점 양평점 개점

WBSS 전문점 개설

연구내용

신세계 백화점의 역사는 일제시대인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 10월 24일 일본의 미스코시（三越） 백 

화점의 경성（京城）지점으로 개점된 신세계 백화점 현재의 본점은 개점 이후 일본인의 손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해 동화백화점으로 재개점 되었다. 그 후 1950년 한국동란 당시에는 미군의 PX건물 

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종전후에는 다시 동화백화점으로 재개점 되었다. 1963년에 삼성（三星）그룹이 동화백화점을 

인수하여 삼성그룹으로 편입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독자 경영을 해왔으며, 

1997년 4월부터 법적으로도 완전 분리돼 유통전문 업체로서 도약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할인 

점 사업인 E-시art를 국내에 선보여 가격파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중국 상 

해에도 점포를 출점하는 등 국제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의 유통산업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하는 신세계백화점은 '62년 동화 백화점을 신세 

계로 상호를 바꾸면서 명동에 자리잡은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며 유통업계의 선두자리를 꾸준 

히 지켜 왔다.

1937년 우리나라 최초로 화신백화점이 설립된 이래로 백화점의 발달속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오늘날 백화점의 큰 특징을 하나든다면 점차 대형화되고 체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에 대한 백화점 간의 为열한 판매전략은 실로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각 백화점은 CIP도입 등 적 

극적인 디자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소비자 혹은 사회에 대하여 기업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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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기업이미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백화점에 CI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중반으로 신세계 백화점이 그 효시를 이룬다. 그후 새로 

설립된 백화점마다 독특한 자기 이미지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여 84년말 동방플라자가 이P를 도입하면서부터 본 

격화도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이미지전략은 종합적인 디자인 정책의 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 

에 쇼핑백이나 포장지의 디자인개발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쇼핑백은 내용물의 손쉬운 운반을 위한 것으로 상품을 넣는 케이스에 손잡이가 달린 캐리어 팩(carrier pack)을 

주로 의미한다. 이 쇼핑백은 상품을 일일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싸거나 묶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는 이유로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에서 특히 선호하고 있는 포장수단에 속한다. 

또한 포장지(wrapping paper)도 그 기능을 보면 상품을 보호하고 그것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기능이 그 주를 이룬다. 그러나 요즈음 백화점의 쇼핑백이나 포장지의 기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 

손쉬운 운반과 상품을 보호한다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기업이미지의 전달과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시키는 움 

직이는 광고매체로서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국내 백화점돌에서는 이의 중요성 인식, 자체 디자인 

팀 혹은 외부 디자인팀을 최대한 동원하여 쇼핑백 및 포장지 디자인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백화점의 쇼핑백 및 포장지 디자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크게 컬러와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988년 

의 경우를 보면 신세계 백화점은 짙은 마젠타컬러 위에 검은 색과 흰색의 커다란 체크무늬를 사용하여 패턴화시키 

고 있다. 신세계는 특히 본점뿐 아니라 영등포점, 미아점 등의 체인점올 갖고 있어서 특히 이미지의 아이덴티티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점차 대형 백화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신세계는 1989년 말에 개점 27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CI를 도입하는 것 

으로 종합적인 기업변신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결정에는 지금까지 신세계의 이미지를 오히려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이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뒤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변화를 추진한 것은 시대적인 

당위성에 의한 것으로 신세계 측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백화점 디자인은 크게는 백화점 외형에서부터 매장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동선 구성, 소비자들의 편익시설의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고도 다양하다. 더구나 백화점의 판매촉진이나 이미지 제고 등 시각적 • 공간 

적 디자인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백화점의 디자인 역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매장의 외형이 변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부문이라고 한다면, 매장 구성이나 디스플레이, POP 등의 시각물들은 

백화점 매출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対는 소프트왜어 부문으로 빠르고 손쉽게 변화가 가능하여 다양한 연출을 

시도할 수 있는 부문이다.

모든 상행위가 그러하듯이 신세계백화점의 목적도 매출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획은 판매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디자인 연출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또 이러한 디자인 전락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며 백화점 경영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 관리 

는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신세계와 같이 유통업계의 선발업체로 오랜 동안 선두자리를 지켜온 입장에서 

는 그 전통을 유지시켜 주면서 그것에 더해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 제안 등 첨단 정보도 수용하여 어느 한쪽으로 

为우침 없이 적절히 조화시켜 보여줘야 한다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신세계는 이러한 문제들은 다점포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본점은 최고의 하이패션 매장으로 정착시킬 계획 

하에 세계의 최신패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방퓰라자는 샐러리맨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 

어 대형 문구점을 운영하는 등 편의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미아점과 영둥포점은 중가의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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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점포 전략의 하나로 창동에 새로운 매장을 계획하고 있어 

9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다점포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매장을 적은 디자인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매장연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전통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신의 정보와 신선감을 부여하는 일에 신세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디자인 매뉴얼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양 

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 아래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의 각 백화점들의 디자인 파트는 조직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고 조직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신세계백화점 

의 경우는 1989년의 경우 판매촉진부에 디자인 파트가 속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디스폴레이, 광고, 인테리어, 

그래픽팀으로 각각 독립 운영되어 오다가 인테리어팀이 독립하고 광고팀은 광고디자인팀으로, 그래픽과 디스플레 

이가 합해져 연출과로 개편되었다. 개편되기 전에는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고유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어 보 

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작업이 가능했다면, 편제가 바뀐 후에는 처음 아이디어 회의에서부터 디자인팀 모두가 

참가하게 되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팀원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모티브 안에 

모임으로 해서 이미지의 통합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이너들이 양쪽 업무를 모두 익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의 양이 많아져 업무의 질이 떨 

어질 염려도 있었다. 백화점 연출은 크게 이미지 연출과 판매에 직접 연결된 연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둘 

모두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됼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 

세계만의 고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타 백화점과의 차별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본점 1충에 

마련된 메인 스테이지다. 이곳은 백화점 내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며 약속장소로 이용될 만큼 유 

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듈은 이런 장점을 십분 이용해 이곳을 신세계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전략적인 공간으로 운 

영하고 있다.

1989년의 CIP의 기본 추진 내용은 VI, Ml, M/DI(meithandising identity), SKstore identity) 등 크게 4개 부문에 

걸쳐 추진된 것인데 지난 1987년 창립 25주년을 기점으로 기업체질의 개혁을 결정하여 '88년 1월 새 이P를 도입하 

기로 하고 '89년 3월부터 10월까지 CIP 사무국을 발족시켜 각 분야별로 추진하였다.

이 이미지의 타겟은 신한국인을 선도하며 고객의 눈과 귀와 손이 되고 마음이 되어 새로운 생활문화를 제안하고 

봉사해 나가는 자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컨셉트를 근거로 하여 디자인 작업에 착수하여 1차로 500여 

종의 심볼 시안을 디자인하였으며, 이 중 컨셉트에 가장 근접한 총 9종 83개의 시안을 CI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하 

여 반응이 가장 좋았던 2개 안을 다시 주부고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최종적으로 기본 심볼을 결 

정하였다. 이 작업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당시 세계적인 추세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이 일원화된 워드마크 시스 

템을 도입함으로써 동양권에서 탈피하여 향후의 국제화, 선진화된 초일류 백화점으로서의 변신을 위한 사전 포석 

의 의미률 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응용항목을 요구하는 백화점 CI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워드마크 시스템을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본색상의 결정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형용사를 가지고 연상되는 단어를 요소별로 구분한 언어이미 

지 범주와 색상을 가지고 구분한 자료를 마련한 결과, 높은 연령충일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호하며 젊 

은충의 기호와 국제적인 흐름은 깨끗하고 단순하며 세련성이 느껴지는 차가운 색상을 선호하는 추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21세기 신%계백화점의 다각화, 다양화를 예측할 때 국제적 감각과 물의 흐름과 같은 유통의 의미를 위 

해 아울러 삼성의 기본색조를 배경으로 한색계열의 청색을 기본색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제1 보조색상은 빨강과 녹 

색으로 하고 단색은 회색과 검정으로 하는 등 색상 간에 상관관계를 갖도록 했다. 응용항목을 풀어나가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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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추진해야 했기 따］문에 VI추진팀을 二1래픽，자힌, 패키지전담부저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했 

다.

그래픽부문의 디자인 의도는 다점포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양식 등에 점포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대 고 

객 중심의 디자인을 전개했는데 적용항목은 업무양식, 차량, 백화점 내 식당, 커피샵의 잡기 등 총 300여 종에 이 

른다.

사인부문에서는 각 점포별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상태를 과감히 정리하여 시각적 통일화를 추구하였으 

며 대 고객의 CI효율도를 고려하여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디자인 작업에 앞서 백화점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사인류 전개도를 만듈고 이를 토대로 부서사인 4종, 유도사인 6종, 안내사인 10종, 게시판 3종, 주차장 사 

인 10종을 비롯 각종 POP등을 디자인했다. 디자인방향은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사인물을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면 

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삼았다.

패키지 부문의 디자인은 횐색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품별 개성화를 추구하여 색상 

과 형태에 강약을 주어 조화를 꾀했다. 적용항목으로는 포장지, 쇼핑백, 패키지류, 액세서리, 라벨, 태그, 각종 설 

명서와 보증서 등 500여 종에 걸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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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祈世界

〈과거에 사용했던 신세계 심볼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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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T 989년.

진세 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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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성격의 신세계백화점 광고〉.

SHINSEGAE 

SHIN 요施 

Shinsegae 

〈새로운 심号마크〉.

〈스포츠관용 쇼핑백〉.

〈신세계백화점의 저꽁해 비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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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픾디자인

歪흥은행 I 小코소주 : 유친잉对 I N炭为븐화점 I 0B맥주 !

山堡亩国序而

오비맥주
Oriental Brewery

［명칭】 0B맥주 

［설립연도］ 1952년 

［설립자］ 박승직 

［전화］ 02-3398-5259 

［FAX］ 02-3398-5259

연혁

1933. 12. 8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 창립（박승직, 김연수 주주로 참여）

1948. 2. 27 상호를 동양맥주주식회사로 변경, 상표를 "0B맥주"로 변경

1952. 5. 22 동양맥주주식회사 창립

1955. 5 생맥주 시판（통생맥주, 병생맥주）

1955. 7 몰트비어 시판

1955. 9. 18 필젠비어, 복크비어 시판

1956. 5. 24 0B 시날코 생산, 시판

1963. 2. 5 처음으로 맥주를 미국 밀턴 S. 크론바임사에 수출

1966. 8. 8 캔맥주 생산 설비 완공

1974. 6. 1 동양맥주 연구소 발족

1977. 5. 7 신제품 와인 마주앙 시판

1981. 12. 3 하이네켄 맥주 생산 시작

1982. 8. 3 알콜 없는 맥주 개발, 수출

1986. 4. 22 0B 라이트 맥주 개발, 시판

1987. 7. 1 신제품 버드와이저 맥주 시판

1988. 3 레벤브로이 맥주 시판

1989. 7 0B 수퍼 드라이 시판

1992. 5 OB SKY 시판

1993. 9 OB SOUND 시판

1994. 3 OB ICE 시판

1994. 10 NEX 시판

1995. 7 CAFRI 시판

1995. 7 OB LAGER 시판

1996. 3 0B맥주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1966. 6 World beer cup 국제콘테스트 금상 수상

1997. 10 두산음료 흠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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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0B맥주는 1896년 박승직이 서울 종로에 박승직 상점을 세워 화장품인 박가분을 생산하여 재력을 키운 후 일본 

인의 소화기린맥주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 후 이를 불하받아 상표를 0B로 바꾸고 회사 

명도 동양맥주주식회사로 고치는 한편, 박승직 상점도 두산산업으로 바꾸었다.

1934년 4월 13일 첫제품을 생산해 낸 소화기린맥주는 기린맥주의 '기린 비루' 상표를 붙여 4월 20일부터 소비 

자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맥주 소비충은 중류 이상의 일본인둘과 일부 부유층에 드는 한국인들이었다 매 

년 상승세를 유지하던 맥주시장은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는 시기인 1939년에 67만 3585상자로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쟁도발로 물자가 궁핍해지면서 판매고는 하강세로 돌아섰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일본인돌이 물러간 뒤, 소화기린맥주가 미군정청의 관리하에서 박승직의 큰 아듈인 박두병 

이 민간인 관리지배인이 된 후 동양맥주주식회사(動陽麥酒株式會社)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다. 새로 상호를 변경하 

면서 상표의 도안은 조능식(趙能植)에게 맡겼다. 이 도안은 가로가 긴 타원형에 바탕색을 금빛으로 하고, 빨강색 

의 가는 선을 가장자리에 둘러 매끈한 마무리와 함께 금빛이 돋보이게 하였으며, 바탕색 가운데에는 흰색의 마름 

모꼴을 넣고 그 위에 짙은 갈색으로 'OB' 두 글자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ORIENTAL 

BREWERY CO., LTD'라고 영문의 회사명을 뚜렷하게 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기 하루 전인 1948년 7월 16일, 박두병은 동양맥주주식회사 대표 취체역에 취임했다. 과 

도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귀속재산 관리제도'률 폐지하고, 새 체제의 정부 관리 기업체를 운영할 기업가를 공모 

했는데, 이에 응모한 박두병이 동양맥주의 대표로 선정되었다.

1951년 8월에 박두병은 정부귀속 관리업체인 동양맥주를 인수하게 된다• 첫 제품이 1953년에 출하되면서 먼저 

제품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기 위해 레이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1948년 조능식의 도안 상표는 이미 시대감각에 

뒤떨어지고 색감도 투박한 감이 있어, 새 회사 새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강하게 심어줄 수 있고 0B맥주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당당한 레이블이 될 만한 새로운 감각의 독창적인 상표가 필요했던 것이다.

1953년 가을, 이를 위해 몇몇 상업디자인 전문가됼이 위촉되었는데, 그 즈음 동양맥주에 특별 채용된 젊은 디자 

이너 노수영(盧壽英)의 활약이 돋보였다. 경영진은 '새롭고 파격적이며 독창적'인 그의 디자인을 새 상표의 디자 

인으로 채택했다.

새 상표는 가로로 퍼진 타원형 바탕에 역삼각형이 어울려 기본도안을 이루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전진에의 기원을 담았다. 삼각형의 세변은 진 • 선 • 미를 의미하여, 그 안의 하얀 바탕은 청결을 상징했다. 

삼각형의 배경색인 금빛은 보리 빛깔을 나타냄과 아울러 광명을, 타원형의 붉은 띠는 정열을 말하는 것이었다. 

1954년 3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0B 병맥주 상표는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가해지면서 1970년대 초까지 사용되 

었다.

새 제품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동양맥주는 상호를 두산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후 동양맥주는 처음에는 

주로 보통의 라거 비어(Lager Beer) 한 가지만을 생산해 왔는데, 1955년 7월에는 알코올 함량 1%의 청량음료성 

맥주인 몰트 비어(애alt Beer)를, 이어 9월에는 단물과 담색 맥아를 사용한 필젠 비어(Pilsen Beer) 및 향기와 색 

깔을 강조한 복크 비어(Bock Beer) 등을 개발 판매했다.

동양맥주와 맥주시장에서 현재까지 처열한 경재을 벌이고 있는 조선맥주의 광고와 판매전략은 두 회사의 발전 

과 큰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맥주는 해방전부터 판매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1954년에 들어서면서 동양맥주 

는 시장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개시했다. 박승직상점 시절부터 선전용으로 활용해온 캘린더 

를 최고의 호화판으로 1만부나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캘린더는 '대중이 보아서 잘 알 수 있고 호감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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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담아야 한다 는 박두병 사장의 更에 따라 미스코리아• 유명 무용가 등 인기인을 모멜로 삼았다. 8-9도의 

원색 사진으로 된 이 캘린더는 큰 인기률 끌면서 소비자들에게 0B맥주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여세를 몰아 1955년 초에는 선전과를 신설하고 0B의 참신한 이미지 부각에 가일층 매진했다. 생맥주 조끼 • 재 

떨이 • 유리컵 • 성낭 • 부채 • 라이터 등의 물품, 암등（暗燈） 간판과 함석 • 철판으로 제작한 각 업소 간판을 지원하 

고 그 간판에 0B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 선전 시설물, 그리고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이는 조선 

맥주의 경쟁을 촉발시켰고 점점 더 과열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광복 이후 만성화된 인플레 현상과 1956년의 

달러 환율 인상 조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극도로 저하시키면서 양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1956년 무렵부터 스탠드바나 카바레 등 유홍업소가 생기면서 맥주 소비량은 대량으로 늘어났다. 종로와 명동에 

생맥주 판매업소가 호황을 누릴 이 무렵 종로 3가에 '0B장 이 문을 열었고 이듬해에는 부산에도 '0B하우스 가 

개업했다. 동양맥주는 이듈 0B 전문 소비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1957년 초 여름부터는 품질 우수 

성의 부각에 초점을 맞춘 TV 광고를 개시하였다.

1954년부터 배포한 캘린더 효과가 그러했듯이 TV광고 역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광고를 통해 맥주 

가 '영양음료이자 건강음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성도 마실 수 있음을 선전했다. 무엇보다 맥주의 영양가 분석対 

를 제시하여 과학적인 설득력을 높였고 맥주에 대한 지식의 보급이라는 건전광고의 선례도 남겼다. 여기에 1956년 

5월부터 생산되던 '0B시날코'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가정음료라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오렌지 • 파인애플 • 딸 

기 등 10여 종의 과즙을 원료로 한 OB시날코는 그 신선한 맛으로 호평 속에 대량 판매되었으며, 1957년 11월, OB 

맥주와 함께 국산음료로는 유일하게 유엔군에 납품되기도 하였다. OB시날코는 1950년대 후반 동양맥주의 자금조 

달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맥주 판매 부진에 따른 침체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여 

동양맥주는 맥주시장에서 우위 확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조선맥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과당경쟁은 줄어 

들게 되어 이후 동양맥주의 우위는 한 동안 지속되게 된다. .

1969년부터 동양맥주는 '맥주 대중화운동 을 벌인다. 이를 위해 구사한 전략이 생맥주의 대량공급이었다. 동양 

맥주는 생맥주 자동주입기를 설치해 생맥주 생산능력을 확충시키는 한편 유통과정에는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형 냉장차를 도입하고 전국 업소에 대한 생맥주 기기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맥주 취급업소의 대형화, 각종 매스미디어 특히 TV를 통한 광고를 강화함으로써 '밝은 생활 속의 OB가 

족' 이미지를 심어나갔다. 맥주의 대중화 전략의 한편으로 '계절을 마시자, OB맥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일간지 

광고를 통한 '맥주의 사계화（四季化）' 전략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 광고는 그동안 맥주 소비가 여름철에 국한되 

었던 성항을 크게 일신시키면서 1966년 제3회 조일광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의 혹독한 불황은 애주가들의 음주습관에까지 변화를 일게 하면서 소비자돌이 소주, 탁주 등 보다 

값싼 술을 선호하는 쪽으로 음주패턴이 바뀌면서 맥주시장의 불황이 오게 되었다. 동양맥주는 과거의 불황 때마다 

구사했던 대로 생맥주 판매롤 강화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전략을 바꾸어 상황에 대처했다. 그것이 1980년의 'OB베 

어'의 등장이었다. 이 전략은 그 절정을 이루었던 1981년 9월까지 전국에 1243개 업소가 개설되는 폭발적인 호응 

을 얻었다. 동양맥주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82년부터는 종전 10평 안팎이던 OB베어의 규모를 50-100평으 

로 확대한 'OB광장 으로 변모시키면서 맥주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후 동양맥주의 생맥주 판매장은 1986년 

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OB호프어OF）'로 맥을 이으면서 생맥주 시음장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서 감소된 맥주 소비량은 쉽사리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국내시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맥주판매를 생맥주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품질향상을 통한 수 

요확대와 해외시장 개척뿐이었다. 이에 동양맥주는 자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맥주 메이커인 하이네켄（H티NEKEbD사와 1981년 5월 기술 및 상표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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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2월부터 국내 시장에 출하된 하이네켄 맥주는 예상 외의 호응을 얻으면서 고급맥주로 빠르게 자리를 잡 

았다. 이듬해부터는 홍콩, 미국 등지로 수출도 시작했으며, 특히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뉴욕 • 로스 

엔젤레스 • 시카고 등은 0B맥주의 미국시장 확대거점으로 삼아 1985년까지 차례로 지사를 설치했다. 하이네켄과의 

기술제휴로 품질에 자신을 갖게 된 동양맥주는 알코올 없는 맥주(NAB： Non Ale아K)lic Malt Beverage)로 개발하여 

1982년 8월부터 중동지역에 수출, 0B상표를 세계에 알리는 夭깊은 계기를 만들었다.

이 무렵,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국내 맥주업계에는 맥주 수입개방이라는 새 

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길고 혹독했던 불황을 이겨내고 수출시장까지 넓혀가던 동양맥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1985년 7월 조선맥주가 덴마크의 칼스버그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수입개방 대처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때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메이커인 안호이저 부시(Anheuser Busch)사도 한국 기 

업과의 합작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조선맥주와의 경쟁을 도외시할 수 없던 동양맥주는 안호이저 부시와의 합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률 열어 가기로 결정했다.

이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계약조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동양맥주로서는 외국산 맥주와 대결할 기술 확보면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온 터였다. 이리하여 모든 면 

에서 하이네켄보다 휠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안호이저 부시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버드와이저를 출하하기 

시작한 것이 1987년 7월부터였다.

동양맥주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고장 맥주를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1987년 12월 독일의 레벤브로이 

(LOWENBRAU) 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이듬해 3월부터 생산 • 시판에 듈어갔다. 이로써 동양맥주는 생산 경쟁업체 

는 물론 수입업자의 맥주 판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한충 다양화 • 고급화된 소비자들의 기호를 폭넓게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5년 10월, OB맥주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공식맥주로 지정되는 

유리한 위対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동양맥주는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맥주시장 개방과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다투어 도입한 외국 고급맥주의 시장 판도를 놓고 다시 조선맥 

주와의 경쟁분위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1985년 초부터 맥주 소비량이 대중주인 소주 소비량을, 

1987년부터는 전통주인 탁주 소비량까지 능가하면서 맥주는 선두 대중주의 자리률 확고히 하였다. 이 무렵 맥주 

소비 수준은 매년 20%에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고급맥주의 경우는 90%라는 초고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동양맥주는 0B 수퍼드라이(Super Dry)를 내놓게 된다. 드라이 맥주는 일반맥주에 비해 

숙성기간에 길고, 당도를 일반맥주보다 낮추면서 알코올 농도는 4도에서 5도로 높인 전혀 새로운 타입의 맥주였 

다. 조선맥주 역시 드라이맥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존의 시장점유 판도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도전의지를 다 

지고 있었다. 본격시판을 앞두고 양사는 TV와 일간지 등 활용 가능한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광고전을 펼쳤다. 컵 • 

오프너 • 도자기컵 • 티셔츠 • 넥타이 • 라이타 • 열쇠고리 등 다양한 판촉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회 저명인사 초청 

시음회, 전국 순회 시음회도 연이어 개최되었다.

동양맥주는 수퍼드라이의 출하와 더불어 상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변경해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 

하면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여륨 성수기를 맞아 동양맥주는 CF 모델 전략에서도 빅스타를 기용했는데 

만화가 이현세의 강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1993년 조선맥주가 새로 내놓은 '하이트어ITE)'로 인해 시장점유율은 다시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맥주는 하이트 

가 '지하 150m 암반 천연수로 만든 맥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두산그룹이 1991년 페놀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하이 

트는 1993년 말 몇몇 신문들이 하이트를 '올해의 10대 히트상품 의 하나로 선정할 만큼 판매가 신장되어 동양맥주 

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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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양맥주는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ICE맥주를 자체 개발하여 1994년 3월 초 

'0B 아이스(OB ICE)' 란 상표로 출시했다. 동양맥주는 최첨단 ICE공법을 사용한 점을 광고의 소구 포인트로 잡아 

나가면서 4월부터는 월드스타 강수연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신제품을 앞세워 반격의 수위를 높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9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제3의 메이커인 진로 쿠어 

스맥주가 '카스(Cass)'라는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하이트 돌풍과 카스의 시장 잠식에 대 

응하여 '넥스(NEX)'를 10월부터 출시하였지만 전처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용곤.「배오개 에서 세계로」. 두산그룹기획조정실 , 1996.
「깨끗한 맛과 강한 맛의 대결 OB 대 크라운 수퍼드라이」.「월간 디자인」199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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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광복후 새로 제정된 0B상표〉（상）와〈그전까지 사용 
했던 기린맥주 상표〉（중）,〈개정된 0B맥주의 신상표 
〉（하）. 1962.

〈필쟨 비어상표〉（상）,〈복크 비어상표〉（중）,〈현재상 

표〉（하）.

〈0B 라이트〉.

〈"친구•시리즈 광고〉. 1975.

<0B 슈퍼드라이 1차 런칭광고의 메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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觞 태평양

［명칭］ 태평양화학

［설립자 및 초대회장】 서성환

［설립연도］ 1945년 9詡 5일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홍보실

［전화］ 02-709-5114

［FAX］ 02-709-5419

연혁

1932

1943

1945

1948

1949

1951

1952

1955

1956

1957

1958

1958

1960

1961

1962

1964

1966

1967

1968

1970

서성환 일가 화장품사업시작（개성, 창성당）- 구르므（크림）, 가루분（백분）, 머리기름 등 생산

서성환, 개성 고려백화점 화장품부（코너）개설

태평양화학공업사 창립- 미안수, 구리므, 포마드 등 제조

메로디 크림 발매

최초 사원 채용

국내 최초 순식물성 'ABC포마드 발매, 'ABC바니싱 크림' , 'ABC수백분' , 'ABC유안！' 생산 개시

나리스 화장품 공장 매입, 연구실 개설

'ABC비듬약 장업계 최초 매체광고（경향신문）, ABC상표（첫번째）마크 등록

이 • 미용 재료상 '화성사 설립, 장업계 최초로 ABC비듬약 광고에 모델기용

새 심벌 마크 사용（두번째 마크）

동양 최초로 에어 스푼（air spun）기 도입, 제1회 선전포스터 현상공모 및 전시회 개최, 국내 최초 월간 미용 정보

지「화장계』창간

프랑스 코티 사와 기술제휴

코티분 백분 발매

키도' 브랜드 발매, 헤어제품 개발, 구두약 생산 개시

오스카 브랜드 발매

일본 시세이도와 기술제휴, 국내 최초로 화장품 수출, 아모레 화장품 발매 및 방문 판매 실시

아모레 CM송 제작

잡지에 최초로 컬러 광고 실시

화장품 기초 5단계 개발, 아모레 '하이톤' 발매

한국 최초로 신문 전면 원색광고 실시（조선일보, 하이톤）, 최초의 남성화장품 독립 브랜드인 '아모레 비크멘스'개

발

1971 국내 최초 메이크 업 캠페인 실시（오, 마이 러브）

1972 메이크 업 캠페인 '톱 칼라 72' 발표

1973 메이크 업 캠페인 4계정 실시, '타미L}'브랜드 발매

1974 「태평양 사보』창간

1975 조선일보와 '미스코리아'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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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981

1982

1983

1984

1986

1988

1989

1991

1993

1994

1995

아모레 '미보라'브랜드 발매, 국내 최초 티저 광고 실시（미보라 립스틱）

'화니핀' 브랜드 발매

국내 최초로 CF 해외 촬영（말레이시아 발리섬, 리바이탈）

가정용 치약 긴도 메디안' :치약 발매

나그랑 포장 콘테스트 최우수상（디자인협회）

'탐스핀' 브랜드 발매

순정 브랜드 발매

'미로 브랜드 발매

베스카인 , '마몽드' 브랜드 발매

생보, 아빠켐페인 전개

화이텐스 브랜드 발매, 진통소염제 '케토돕' 개발, 태평양 디자인 연구 센타（PDC）설립

분야별（발명, 마케팅, 전략지원, 디자인, 마스터）대상 시상

연구내용

태평양화학은 불모의 화장품 업계에서 고군분투하여 외제 화장품을 몰아내고 이제 국내외 어디를 가도 부끄럽 

지 않은 기업으로서 화장품 업계의 선구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

태평양화학의 제품이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미지를 얻게 된 데에는 각 분야의 피땀어린 노력이 담겨 

져 있겠지만 홍보실의 역할은 그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의 선전부가 오늘의 홍보실 

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괄목할 발전을 거듭했으며 홍보실 외에도 디자인의 분야는 점포의 인테리어률 담당하는 

장처 사업소, 용기 디자인의 개발부, 패키지 디자인의 제작부 등으로 그 시스템을 확장해 왔다.

태평양화학이 '71 년에 선보인 캠페인 포스터는 광복 이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내 광고계 

에 새바람을 일으킨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껏 고지（告知） 위주의 소극적인 포스터 기능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설득 

으로 방항을 전환한 이 포스터 시리즈는 디자인을 통한 첫 이벤트로 기록될 만하다. 더욱이 표현방법은 지금까지 

의 설명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화장품 제품에 걸맞게 분위기 위주로 표현했다. 상업사진작가 한영수（韓 

榮洙）가 제작한 이 포스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발행되는〈Graphis Poster ' 75〉에 2점이 수록 

되기도 했다.

태평양화학은 이후 5년 동안 각 브랜드를 합해 100여 점의 포스터를 제작해 상품 포스터의 질을 장식 포스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였다. 당시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아트디렉터 시스템에 의해 업무가 분장된 디자이 

너, 사진가들을 동원해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의상, 액세서리 등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요소들을 면밀하게 통제 

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수준 높은 포스터를 완성시켰다. 70년대에 이르러 이렇게 감각적인 포스터가 제작될 수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었다. 그 하나는 사회적인 배경을 들 수 있다. 매장의 확충으로 판매망을 구축 

하는 화장품 회사의 판매방법에 맞춰 점두（店頭）에 내거는 포스터의 고지 기능이 제작 활성화를 부추겼으며, 사진 

제판술과 최신 인쇄기재의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쇄기술의 항상이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덧붙여 

광고사진가의 항상된 역량에 힘입은 바도 간과할 수 없다.

'48년 창업한 태평양화학이 최초로 내놓은 상품은 'ABC 포마드'였다. 서울에 화장품공장을 차렸던 일본인이 남 

기고 간 원료와 홍콩 감신양행에서 구입한 향료로 만든 것이었는데 기존의 것들과 다르게 식물성 원료를 썼고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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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료를 쓴 점을 인정받아 하루 아침에 시장을 석권했다. 미처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도매상들이 선금을 내 

고 포장되기가 무섭게 실어갈 정도였다.

그후 6 • 25전쟁으로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했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ABC바니싱크림 • 포마드 • 수백분 • 유액 

등을 생산해냈다. '54년 환도（退都）한 이후 사세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포마드에 이어 ABC크림과 ABC비듬약, 

ABC남성스킨로션, 표백약용크림인 백정제, 오스카크림, 파라솔크림 등을 계속 개발해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었고 정부로부터도 그 품질을 인정받아 몇 년동안 품질우수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그 수상을 계기로 '56년 

에 광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태평양화장품 광고에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후 당대의 인기 여배우 이민자를 내세웠던 '검은 얼굴이 눈송이처럼 회고 아름다워집니다 라는 ABC백정제 광 

고와 '파라솔이 필요없다 는 파라솔크림 광고, '몰라보게 예뻐지는…'이라고 했던 ABC비타민크림 광고 등은 아직 

도 중년 여성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당시 태평양화장품이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품질의 우수성과 광고 효과 외에 峭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고급스러운 용기'가 그것이다. 포장의 고급화에 대한 태평양화학의 집착은 품질의 고급화에 대한 

것과 버금가는 것이었는데 뚜껑이든 병이든 고급 재질만 골라썼다. 그러나 용기 디자인 면에서는 외제품을 모방하 

는 수준울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태평양화학을 오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계기는 '59년에 프랑스 코티사와의 기술 

제휴로 만든 '코티 분백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갖가지 방법으로 밀수된 코티분과 국내에서 밀조된 유사품이 판을 

쳤던 당시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50년대 후반 여성들의 최대 소망 중의 하나는 코티분을 갖는 것이었는데, 태 

평양화학이 그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코티분 판매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태평양화학 

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굳건하게 했고 기업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뿐만 아니라 국산화장품의 

품질혁신에도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사도 달라지고 있었다. 50년대 여성들이 헤어스타일과 '하얀 얼굴 에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면, 6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뽀얀 분화장보다 자연스런 피부색과 메이크업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 

했다. '어린 사슴의 눈매' , '귀여운 강아지 눈매' 등의 광고 카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새도우나 립스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태평양화학을 더욱 바쁘게 했던 매년 15종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 

대 유명 연예인 35명을 총출동시켜 시선을 끌었던 'ABC화장품은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가장 신용있는 화장품입니 

다 라는 광고 카피에서 알 수 있듯이 60년대 초까지 생산해내던 제품만도 60여 종에 달했다.

'62년 8월, 태평양화학은 회사를 상징한 심벌마크를 공모한다.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다보니 그들 모두에게 구심 

점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일관된 이미지룔 전달할 필요롤 느끼게 된 것이다. 이때 당선된 심벌마크가 현재까지 

변함없이 쓰여지고 있다. 오랜 세월 소비자들의 눈에 익어온 이 심벌마크는 ABC라는 영문자를 조합하여 하트 모 

양의 배에 돛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으로 '아름다움과 사랑의 으뜸' , '태평양화학을 항해하는 기업의 의지' 둥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심벌마크를 탄생시키자마자 곧바로 '2백만원 대현상!'이라는 경품광고를 터뜨려 세인들을 놀라게 

한다. 이 광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품광고라는 점, 부분적으로나마 최초의 컬러광고라는 점 등의 기록을 남겼다.

'아모레미오'라는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였던 '64년 태평양화학은 앞서 회사 심벌마크를 도입한데 이어 이후 

개발된 신제품을 통칭할만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지 태평양화학이라는 회사명을 대신해 

서 쓰이다시피하는 '아모레' 다.

그러나 이 아모레라는 브랜드롤 탄생시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60년대 초 선진기술을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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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스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래처를 체인화했는데 오스카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하자 또 

다시 모조품이 나돌기 시작했고, 또 오스카 지정 판매점은 의약품이나 양품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 

한 지식을 비롯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5 • 16혁명 이후 정부가 

밀수품이나 PX품 추방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했던 것을 기점으로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대도약품, 유한양행 등 

유력한 메이커들이 등장하여 도매상을 통한 난매（亂賣）가 극도에 이르렀다는 점도 한몫했다.

화장품산업에서 제법 경쟁이 붙자 태평양화학은 종합화장의 개념을 앞장서서 받아됼였다. 즉 피부색 •눈• 입술 

화장 등이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때 • 목적 • 장소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최초의 전속모델인 한혜숙이 모델로 등장한 하이톤화장품의 시리즈 광고물인 '71 

년의 오 마이 러브'라는 메이크업 캠페인과 '72년의 '탑컬러 72'라는 계절별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 제품 캠페인 

은 화장품의 바른 사용법까지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그 뒤를 이은 타미나 화장품은 '눈송이처럼 백합처 

럼' , '맑고 밝고 아름답게' , '이봄을 드립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계절별 • 용도별 화장품의 사용을 정착시킨 제 

품이다.

태평양화학은 수출에서도 의욕적인 자세를 늦추지 않았는데 '77년의 삼미화장품과 그 뒤를 이은 삼미진화장품 

은 그야말로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제품으로 인삼성분을 넣어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았던 제품으로 기록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용기 디자인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금은 도금된 뚜껑, 병 재질의 고급화 등 유 

리나 뚜껑의 재질에서도 발전이 있었지만 용기 디자인도 퍽 세련되어졌다. 기존의 사각틀에서 벗어나 원통형 추세 

로 돌아선 것을 기본으로 각 브랜드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용기들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용기 형태를 인삼의 모양 

처럼 볼륨감을 살리고 갈색 코팅된 금속뚜껑을 씌운 '삼미진화장품 의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태평양화학은 광고에도 제작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아하고 품위있는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인쇄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컬러광고를 주도하다시피했다. 특히 '70년에 조선일보가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컬 

러인쇄를 시작하는 기념호에 태평양화학 전면 컬러광고를 냈는데 그것이 국내 최초의 신문 컬러광고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80년대로 접어듈면서 전문직 여성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맞벌이부부가 일반화되기에 이르자 여성듈 사이에서 자 

기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화장품업계로 하여금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위 

주로 한 한계에서 벗어나 제품 자체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바이얼린, 피아노 등의 음악을 이용해 리듬 마사지 광고를 했던 부로아화장품이 그 첫번째 예로 그후 리바이탈, 

나그랑, 탐스핀, 순정, 미로 등의 컨셉트 제품됼이 속속 탄생된다. 그중 탐스핀은 '자연성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화장품 성분 논쟁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무색, 무항, 무알코올이라는 3무（無） 컨셉트로 민감성 피부를 가진 타겟을 단번에 흠수했던 '순정 은 여러 종류 

의 무자극성 화장품을 범람하게 한 시발점이 되었다. '미로 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자각이 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순수함과 깨끗함의 결정체라는 이미지로 등장해 태평양화학의 역대 브랜드 중 가장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화장품이란 찬사를 받았다. 미로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광고전략이 주효했다. '오염없는 나라를 찾 

아서'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갈대 • 얼음 • 호수 • 밀림나라 등으로 이어졌던 해외 촬영과 금강초롱, 팔각금성, 팔새 

우난, 물봉선화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야생화시리즈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용기 디자인의 흐름을 보면 세로로 긴 원통형을 약간씩 변형했던 것에서 전반적으로 가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데 순정에 이르러 파격적인 변화가 생긴다. 위에서 보면 가로로 잡아당긴 듯한 마름모꼴로 병의 정면에 각을 주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몸통의 어깨 부분에 은색의 유광금속을 얹혔는데 제품의 컨셉트가 깨끗함의 결정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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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표출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미로（美蠢）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단어가 난무한 와중에 나름대로 

깊은 뜻을 가진 순정（純晶）이라는 한자어를 브랜드명으로 도입한 것도 신선했고 약간 기운 듯한 사체로 처리한 로 

고타입도 깔끔했다.

수십년 동안 순조롭게 성장해온 태평양화학은 90년대 문턱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0여 년간 화장품업계의 선두를 지켜온 것이 후발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자성을 하 

기에 이른 것인데, 또 실제로 젊은 소비자충일수록 태평양화학에 대한 상표 호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 

다.

'마몽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평양화학의 총력을 기울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품의 광고 

는 '일하는 여자, 자기주장이 분명한 여자의 화장품'을 컨셉트로 최근 젊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마인드를 

구체적인 연출장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도전적이 면서도 이지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젊은 아모레'이미지를 재건을 위해 단행한 또 하나의 작업으로 '아모레'라는 로고타입 변경을 비롯한 CI작업도 

들 수 있다. 마몽드의 뒤를 이은 제품은 '라므르 인데 용기 한켠에 굵고 자연스러운 금줄로 입체감을 살려 세로로 

흐르게 하고 영문 브랜드를 세로로 새긴 독특한 모양이 돋보이지만 마몽드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밖에 90년대에 탄생된 제품들로 베스카인, 브리앙스, 프리메라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품질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점이다. 용기 디자인도 금장이나 화려한 자색올 쓰는 등 고급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이것 

은 '젊은 아모레'를 추구하되 고품질 화장품에 대한 개발도 奮임없이 할 것이라는 태평양화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품돌이다.

태평양그룹은 '80년도 3월에 제작된 매뉴얼（ManuaD을 태평양화학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새 

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하지만,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아모 

레'라는 상호와 마크를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현대화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또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어 

야 했다.

그러나 1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볼 때 계열사들이 동시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면 

서도 '화장품회사 태평양화학' 이라는 인지율이 60% 이상을 상회하는 이미지를 대소비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토대로 태평양그룹은 3G 전략, 즉 Growth Nearby（인접부문 진출을 통한 성장）, Globalization（세 

계화）, Group Dev이opmenK그룹발전）을 목표로 보다 진취적이면서도 기업전체의 CIP가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그룹에서는 91년 디자인 전문회사 두킴디자인에 제작을 의뢰하여 93년 4월시행에 들어갔다.

CIP작업을 의뢰받은 두킴디자인에서는 태평양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조사를 착수했다. 실시된 이미지 

조사 결과는 두가지로 양분되는데 첫째,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전통, 신뢰감, 장래성, 좋은 제품, 충실한 판매망 등 

으로 나타나며 둘째,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극적 사회공헌 활동, 국제적 감각 미흡, 세련미 부족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CI 도입에서 심벌 마크는 기존의 태평양 화학의 심벌을 유지 발전시키자는 안과 기존형태를 벗어난 새 

로운 형태의 표현안으로 정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자의 것으로 확정하였다. 결정 이유는 대 

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 변경 추세가 자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산에 디자인 트랜드를 혼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CI의 심벌마크는 창업 당시 최초 브랜드명이었던 ABC의 문자형상화에 

여성의 손톱으로 상징되었던 기존의 심벌마크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확정된 CI 심벌마크는 기존의 심벌마크의 ABC 문자형상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여성의 손톱을 상 

징했던 부분은 수정하여 단순화시켰다. 새로 제정된 심벌마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여 마케팅전략에도 부응 

하고 신선한 이미지로서 태평양그룹의 세계화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세련된 이미지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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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고타입은 두킴디자인에서 개발한 특별한 서체로 기존의 한문로고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영문과 국문로고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한 로고타입은 보다 부 

드러우며 기존의 이미지 인지율에 편승하여 친근감을 주며 대기업다운 신뢰, 전통, 중후함을 나타내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그리고 태평양그룹의 주조색은 청록색으로 결정되었다. 로고가 뷸랙, 심벌이 청록색으로 결정된 이유는 세계시 

장 환경이 그린마케팅전락으로 흐르는 것과 함께 해 환경문제에 앞서가는 기업의 이미지와 젊고 세련된 감각을 역 

동적으로 살리고자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대그룹의 이가 변경되어 새롭게 적용되면서 화장품 브랜드 마크를 새로이 수정하였다. 아모레의 브랜 

드 마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모레의 한글, 영문 로고의 여러 형태를 통합하여 영문으로 확정하여 일관성을 유 

지하도록 하였다. 소문자와 대문자를 해체해 새롭게 구성한 새로운 로고는 가운데 '0'를 크게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동시에 개성을 주는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전용 색상으로는 다크블루와 베이지를 적용토록 

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정된 아모레의 브랜드 마크는 아모레가 기존에 갖고 있는 중년대상충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젊고 감성적이며 고급스러움을 연상토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용기와 라벨 등도 디자인 개선을 

통해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였다. 많은 브랜드의 생산으로 점점 어려 

워지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 태평양화학은 제품개발부나 기술개발부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제품 생산을 하며, 소 

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광고를 제작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태평양의 광고 형태는 시대순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50년대 •'60년대에 걸친 광고는 상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 초보적 단계였다. 'ABC'브랜드로 만들어낸 포마드 • 비듬약 등의 잇단 히트로, 만듈어 놓고 광고만 하 

면 팔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70년대는 정부정책으로 화장품소비가 억제되고 경쟁회사의 등장으로 소비계층을 

노리는 광고전략도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CF제작의 형태는 정형화되어 가는 시기였던지라, 좋은 모델을 발굴하 

는 것이 광고싸움의 승패를 가늠지워 주었다. 한편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산화장품의 해외 진출, 외제 화장품의 

수입자유화가 교차하는 일련의 상황은 시장방어적 차원에서 '우리피부에 맞는 우리 화장품 이 태평양화학의 주요 

테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대별로 나타난 광고들은 '아모레 라는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광고 

를 통해 태평양화학의 기업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일깨우는 

상품이기 때문에, 화장품광고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같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구매욕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으며, 이 

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에서 비롯된다.

최근에 아모레 화장품은 상품의 '계절별 세분화 로 봄에는 레몬, 여름에는 쿨, 겨울에는 밀크로 세분화하여 생 

산하므로, 그에 따른 세분화 광고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연령별 • 피부타입별 • 부위별로 나누 

어 상품을 생산하는데 부응해, 바이오좀(Biosome) • 리포좀(Liposome) 등 고품질의 상품 특성을 살린 광고를 제작 

하고 있다.

또한 유명 모델을 등장시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보다는 태평양화학 고유 기업 이미지와 접목시키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때마다 신인모멜을 발굴하여 신선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제품과 모델이 함께 성 

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돌 때에는 우리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 

어 표기가 쉬운 것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미보라 • 부로아 • 타미나 • 탐스핀 등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의미있고,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브랜드는 세계 속에 아모레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전략은 소비자의 기대효과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코오디네이션(Coordination)에 따른 변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의상 • 신발 • 액세서리 • 화장법 등 새로운 유형에 따라 좋은 브랜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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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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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태평양 포장디자인.
: 왼쪽에서부터 〈ABC오스카 백정제 후레클크림 
| >(1959),〈ABC포마드〉,〈100번 바디싱크림〉,〈홰이 

； 스파우더〉(1957〜 1958) 신문광고.
위에서부터〈ABC백정제 신문광고〉(1958),
〈파라솔크림 신문광고〉(1959),
〈ABC화장품 신문광고〉(1961).

60년대 제품의 용기디자인.
〈아모레 스페셜 분색분 1호〉1967(좌상단),

〈하이톤 콜드크림〉1969(우상단),〈아모레 스페셜 밀 
크로션〉1967(좌하단),〈하이톤 마일드토너〉1969(우 

하단).

7이년대 제품의 용기디자인.
〈아모레 삼미 스킨오일과 타미나 밀크로션〉1973, 
〈재디자인된 부로아스킨〉1977.

태평양화학 포장디자인. 1980년대. 90년대 제품들.〈브리앙스〉,〈베스카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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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丨1 포장디자인 | ； ［ 광고대헁사］

沙翳嶼 1 서울우유 ! 해印제자 ! 릎끼翦찌 j 아超 | 삼양즈.咫 능심己면 i 롯데제과 ।

⑪ 2 I3j E

e 서을우 a

［명칭］ 서울우유/ SEOUL 애ILK

［설립연도］ 1937년 7翔 11일

［위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7-7

［전화］ 02-490-8151

［FAX］ 02-490-8019

연혁

1937. 7. 11
1941. 5. 5

경성우유동업조합 창립

경성우유조합 개편

1945. 9. 2 서울우유동업조합으로 개칭

1962. 1. 23 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총회

1962. 3. 28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원

1962. 12. 27 제1공장（중량교） 준공

1970 （디자인） 선전과 설치

1973 （디자인） 선전실로 개편

1974 （디자인） 선전홍보과로 개편

（디자인） 광고홍보실로 개편

1975. 12. 27 제2공장（용인） 준공

1979 （디자인） 광고홍보과로 개편

1981. 1. 1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원

1984. 5. 3 제1공장（양주） 이전 준공

1986. 8. 26 종합사무동 준공

1989. 6. 8 제3공장（안산） 및 기술연구소 준공

1993. 1. 7 자회사 서울우유유통주식회사 설립

1993. 6. 21 멸균유 공장（안산） 준공

1993. 7. 7 자회사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설립

1994. 1. 6 자회사 （주）서울우유한미유업 설립

1999. 7. 11 서을우유협동조합 창립 62주년

1999 （디자인） 광고홍보실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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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서올우유는 1937년 경성우유동업조합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서올우유의 이미지는 우유 방울 캐릭터로 대 

표된다. 이는 한때 TV 광고를 통해 우유의 신선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소개되었던 '왕관 모양과 일맥상통하는 의 

미로 채택된 우유 방울은 60년대 이후 줄곧 서울우유의 이미지로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녹색 

과 횐색으로 구성된 동그란 모양의 우유 방울 캐릭터는 '79년에 도입된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 

다. 이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은 '79년 광고회사 오리콤에 의해 개발 되었다. 이는 새로운 조합 이미지를 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든 디자인 요소의 통합 

작업인 CIP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동그란 원 속에 또다른 원을 파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속해 있는 축협 마크를 새겨넣은 심벌마크는 서울우유협 

동조합이 농협에서 '81 년 축협으로 옮겨감에 따라 농협 마크에서 축협 마크로 바뀐 것이다. 초원을 상징하는 녹색 

으로 우유 방울을 묘사한 점 등은 이미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적용해왔던 디자인 요소를 또다시 채용한 것이었 

다.

새로 도입된 CI는 시각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떨어지는 우유 방울의 형태를 단순하게 모방한 길쭉한 모양 

이 동그랗게 바뀌었으며, 하나하나의 우유 방울을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이 감싸도록 하여 현대적이며 꽉 찬 느낌 

이 나게 했다. 또한 녹색만이던 방울의 색을 횐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패키지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길쭉했던 우유 방울이 용량별로 패키지의 크기에 맞게 변형되어 

이전의 하단에 엉성하게 배열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삼각형 모양의 폴리비닐팩 

(p이yevinylpack)에서는 우유 방울이 전체에 배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띠를 두른 형상으로 한 데 모아서 처리한 

점 또한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고타입 역시 붓글씨에서나 볼 수 있던 둥근 끝처리가 사라지고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70년대 초반에 서주우유에서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카톤팩(carton pack)을 도입한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병 

우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부분을 수입해오는 이 종이팩의 등장은 우유의 유통일을 5일로 연장시켰고, 우유 

패키지에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몰고 왔다. 서울우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우유 방울이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이 카톤팩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용기 재질의 발전에 비해 패키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패키지 디자인에 의 

해 우유 판매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90년 전후였다. 그러나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던 

서을우유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79년 CI 도입 이후 패키지 디자인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를 증명한다.

단지 시유에 맛을 첨가한 딸기 • 초콜릿 • 바나나 • 커피 우유나 저지방 유당분해(乳糖分解)우유인 락토 우유 등 

에 그때그때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초콜릿 색이나 딸기 그림 등 별도의 디자인 요소를 첨가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우유의 통일된 시각적 이미지를 다소 혼돈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 

하여 가 이유였던 서울우유 제품 디자인의 복잡함은 우유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냉장고에 보관하 

여 두고 먹기 좋도록 뚜껑과 손잡이가 달린 PE 용기로 새로 개발된 1.8리터 시유는, 동그란 모양의 우유 방올 캐 

릭터가 사라지고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의 우유 방울 모양과 짙은 청색을 배경으로 한 목장의 모습으로 표현되었 

다. 달라진 우유 방울이 여전히 녹색을 띠고 있어서 기존 제품과 일말의 연계성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다.

그리고 93년 경에 선보인 일련의 서울우유 제품됼은 기존의 디자인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것같은 느낌마저 

주고 있다. 고품질 영양우유인 미노스는 PE 용기에 짙은 청색과 밝은 청색을 주조로 한 라벨로 디자인되었으며, 

나중에 나온 메론우유나 인삼우유는 얼핏 보면서 서울우유의 제품이 아닌 것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메론우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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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론을, 인삼우유에는 인삼을 그려넣기는 했지만,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실물과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어 

7 • 80년대의 딸기우유 패키지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로고타입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서울우유의 제품에는 어김없이 붙어 있던 빨간 동그라미의 심벌마크도 사라지고 없었다. 자세히 보아야만 '아이들 

이 손에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서울 우유의 낯선 로고타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륵헛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박은영.「역사의 격변기를 함께 한 녹색 우유 방울 서울우유」.「월간 디자인」1993년 12월호.

「우유 패키지, 뒤늦게 불붙은 디자인 싸움」.「월간 디자인』199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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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60〜80년대 서을우유 패키지. 60년대 서욜우유 패키지.

70년대 서올우유 패키지.

' 90년대 서을우유 패키지.

왼쪽부터〈1.8리터 시유〉, 새로운 로고타입이 적용된 

〈인삼우유〉, 새로운 심벌마크가 적용된〈수출용 유음 

료〉.

90년대 서을우유 패키지〈미노스〉.

536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 ■目函雷.
대평양화학 丨 시울우유 | 해태제과 | 럭歹화학 | 애경 | 삼양라뎐 | 농심라면 | 롯데제과 |

m 2 la g]⑤

暨해태제과

［명칭】 해태제과

［설립연도］ 1945년

연혁

1945. 10. 3 해태제과합명회사 설립

캔디, 캬라엘 생산

1959. 7 해태산업주식회사 설립

비스킷 생산

1960. 7 해태제과합명회사를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4 해태디자인실 신설

1974 은단껌 패키지 1차 개발 시도

1975 해태 포장 디자이너 13인전' 개최

국내 최초의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탄생

국내 최초로 껌류 개발

1975 청포알사탕 디자인 개발

1975. 7 '패키지디자인 전시회' 해태제과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가 미도파 화랑에서 열림

1976 아카시아껌 패키지 탄생

1976. 3 금성유업（주） 흠수합병（현 안양공장）

1978. 9 미도파 화랑에서 제2회 '해태 그래픽디자이너 15인전'이 개최

44명이 참가한 150여점의 작품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도시 순회전을 가짐

1984. 7. 1 음료사업부를 해태음료（주）로 분리독립

1984. 9 제4회 전시회가 여의도 화랑에서 '어린이를 주제로 한 그래픽 디자인전'이 여의도 화랑에서 열림

1987. 1. 1 해태제광공업（주）를 해태제과（주）로 상호변경

1990. 10 일본 고꾸부（주）와 유통관련 기술제휴계약 체결

연구내용

해태제과는 지난 50여 년간 국내 식품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기업이다. 

1945년 10월 3일 해방과 함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해태제과 합명회사'로 설립되었다. 창업이념으로 "첫째, 우리를 

위한, 우리의 민족기업을 세워 나가자. 둘째, 과자를 만드는 일만은 기필코 세계제일율 이룩하자.” 는 명제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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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버리자, 간섭하지 말자, 생활비 이외에는 재투자하자” 는 서로의 공동정신으로 박병규, 민후식, 신덕발, 한달 

성 4인이 창업하였다.

1956년 처음으로 국산껌인 '풍선껌 을 개발하였고, 그 후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1959년 사실상 국내 최초의 국 

산껌인 '슈퍼민트'를 생산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스크림인 

부라보콘 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역사률 열게 되었다. 1973년 2월 해태식품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73년 7월 16일 한국냉장판매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7월 21일 한국산토리주식회사률 인수하였으며, 

1973년 8월 메도골드코리아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1974년 9월 해태식품공업주식회사를 양수하였고, 1976년 3월 

금성 유업 주식회사를 흠수, 합병하였다. 1987년 1월 해태 제과공업주식회사에서 해태 제과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

부라보콘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아이스크림이었고 특히 포장의 외형이 원추형으로 특이하였다. 소비층은 당시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절대적이었으며 형태에서 오는 감각을 참고로 제품 소비충의 모든 타게트를 젊은이들로 

잡았다. 디자인의 방향은 싱싱하고 발랄하고 약동하는 젊음을 표현하였고 고급의 이미지 부각과 일러스트레이션 

호과에 매우 신경을 썼다. 디자인 내용중 하트형은 청춘남녀뿐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문양이기에 아이 

캐쳐（Eye-catcher）로 사용하였고 칼라는 마젠타와 블루의 상관되는 대비효과로 20代 전후의 소비충을 목표로 하였 

던 이상으로 모든 연령층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해태제과는 국내 최초로 껌류를 개발했으나 품질면에서는 사실상 뒤떨어진 제품이었다. 뒤떨어진 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1976년에 개발된 전략제품이 아카시아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래에 주어졌던 껌의 이미지는 미국의 

리글레이이사의 황색（후르츠향）, 녹색（페파민트항）, 백색（스피아민트항） 포장의 껌과 모회사의 동일한 패턴의 제 

품이 워낙 강력한 이미지률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주어졌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자인 패턴도 과감하 

게 탈피해야 했으며,「여성만을 위한 껌」으로 캐対프레이즈부터 시장을 세분화 시킨 전략은 껌의 소구대상 70%이 

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듈에게 더욱 친근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보자는 계획이었다. 칼라는 지금까지 

일반화 되었던 것에서 가장 무게 있고 사치스럽다고 하는 흑색으로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흑색도 여러 계통이 있는데 불란서의 노아르적인 색상으로 사용하였고 그라비아 인쇄가 실린 강한 바탕색이 여 

성의 화장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효과였다. 아카시아는 젊은충에 촛점을 맞추었고 샤넬은 화장품항기를 

가진 30대 이후의 여성에 타게트를 맞추었는데 시장조사 결과 아카시아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었다.

청포알사탕의 개발 동기는 제과업계에서의 고질적인 하절기의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절기용도의 제품이 

었다. 여름철의 포도시즌을 포착, 청포도의 항을 사용하고, 히트했던 알사탕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청포도사탕을 

구상, 그것을 청포알사탕으로 네이밍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과일（청포도）실물묘사로 처리하였으며 평면적인 디자 

인을 벗어나 시각적인 신선미와 자연식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한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기획하였다. 

디자인도 바탕색을 참신한 느낌의 백색을 사용하여 청결한 이미지를 주었고, 타제품이 갖고 있지 않은 시원한 녹 

색의 효과는 점두에서 강한 시선을 유도하여 제품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100%천연 오렌지 쥬스는 경쟁사들의 기존 디자인 패턴이 획일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였 

으므로 타제품보다 단순하면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시킬 필요성을 확인하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칼라를 

황색 단색조로하여 칼라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순하고 강한 디자인으로 좁은 면적에 복잡하게 나열해서 시각 

으로 촛점을 분산시키는 칼라 배열보다는 오히려 단색으로서 이미지네이션 시키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오래 기억될 

수 있고 강한 시선을 끌수 있는 패키징이다.

변하지 않은 패키지의 하나로 사브레가 있다. 프랑스식 고급과자 사브레의 경우 업무량의 과다를 소화시킴은 물 

론 보다 나은 디자인 효과를 얻고자 자체 디자이너만의 제작물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라 당시 

한일은행에 재직하고 있던 권명광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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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과회사만큼 디자인에 대하여 일玛 관심을 쏟은 업종도 드물다. 해태제과의 경우 고（故） 박병규 

사장의 포장디자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그의 미래지향적인 경영 이념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한다. 해태 디자인 

실은 1964년 11월에 디자이너로서 현재（1978년） 개발부 장윤호 차장이 혼자 입사하게 됨으로써 역사가 시작되었 

다. 1968년부터 디자이너가 추가 보충되었다. 그때 입사한 디자이너로 신정필과 권정식이 있다. 그러나 7이년대에 

들어와서 경쟁 메이커가 속출하면서부터 업무분담 전문화 방침에 따라 광고디자인 업무와 포장디자인 업무를 양분 

하게 까지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60년대와 다른 양상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쟁의 犬！ 

열함으로 인해, 포장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업에서는 더욱 디자이너 

의 자질항상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강화해서 업무를 보강시켜 주었다.

해태제과는 디자인실팀 전원이 입사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결과로 해태포장 디자인의 꾸준한 발전과 함께 뚜렷 

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해태제과 디자인실의 디자이너가 대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한국 

시각디자인 협회 , 그래픽전 , 한국디자이너 협의회 , 중앙그래픽 디자인협의회 등에 회원으로서 각각 활동한다. 1976년 

5월 6일 25개 기업 37명으로 산업계 포장디자이너만으로 구성된「서을패키지디자인협회」가 창립되었다.

해태제과 디자인실은 1978년을 기준으로 개발부 소속이었다. 주업무는 실질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주로 하나 

해태 내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광고물 지원과 디자인 관리가 주업무였다. 구성면으로 보면 팀 

웍에 의한 업무집행으로서 4개팀으로 나누어 제품류별로 업무 분담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제작활동을 하게끔 운영 

하고 있었다. A팀이 전후연, 윤웅진으로 비스켓, 초코렛, 아이스크림의 카톤박스 및 콘류 디자인을 담당하였고, B 

팀에 김태종, 박덕우가 음료, 껌류, 아이스크림바 종류를 담당했으며, C팀이 김관영, 임동성, 박규연으로 스낵류, 

웨하스, 아이스크림, 캬라멜의 디자인과 함께 예산, 행정업무를 맡았다. D팀에서 이면회, 정병규가 캔디류 패키지 

를 담당하며 신제품의 포장개발과 판촉물 제작도 겸하였다. 이러한 모든 제작물은 당시 과장이던 신정필의 주도하 

에 신제품 개발 정책에 따라 각 팀장이 디렉팅하였다.

기업내에서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패키지디자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해태제과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 성격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건국이래의 첫 패 

키지디자인 전시회가 '75년 7월 미도파 화랑에서 열렸다. 그 당시 참가했던 멤버는 장윤호（서울디자인 포장센터 

대표）, 신정필（해태제과 수석부장）, 권정식（서부기획 대표）, 박준배（서부디자인 대표）, 김종호（목포대학 교수）, 최 

광（한국타이어 홍보과장）, 주영원（고래드 수석국장）, 전후연（연화랑 대표）, 강민구（디자인팩 대표）, 김관영（L.A 

Design Bank 대표）, 윤성회, 이면회（동성전설 대표）, 민덕현（서부기획 전무）둥이었다.

3년후인 '78년 9월 미도파화랑에서 제2회 '해태 그래픽디자이너 15인전 이 개최되었으며, 이 전시회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햄사로서 매 3년마다 정기 

적 전시회로 발전하였다. 둘째, 생활공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장식을 위한, 또 복제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일러스트 

레이션 전시회였으며, 이후 많은 비쥬얼 디자이너와 디자인 지망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3회전은 그간 해태 디자 

인실을 거쳐간 OB팀과 현역들이 엮어낸 또 하나의 작품중의 작품이었다. 44명이 참가한 150여점의 작품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도시 순회전을 가졌다. 이어 1984년 9월에 제4회 전시회가 여의도 화랑에서 '어린 

이를 주제로 한 그래픽 디자인전 이 여의도 화랑에서 열렸다.

그룹의 '토탈 마아케팅 지향의 경영이념 구현에 따라 각 조직과 더불어 해태제과 포장디자인실 역시 '마케팅 

지향 의 방향으로 업무패턴이 바뀌고 있다. 모든 제품의 신규진행은 P. 이（Product 애anger）담당 에서 이루어진 

다. 'P. M 담당 은 '기획담당 과 '개발담당 으로 나누어지고 팀원은 판매, 개발, 생산, 포장디자인의 관리자급 이 

상으로 이루어진다. 기획된 신제품은 시장조사 담당이 상품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담당의 신제품 연구와 기획 

담당의 브랜드 네임（brand Name）선정, 가격 결정 등의 철저한 마케팅 리서처（marketing reseach）를 통해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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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품을 세분화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따라 광고와 포장디자인 컨셉을 설정, 시장조사와 국내 

외 자료 수집을 거쳐 팀에 의한 제작에 듈어간다. 단순한 시각적 작품이 아닌 과학적이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상 

품으로서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고가제품과 저가제품의 차별화, 저연령충과 성인충의 세분화, 또 

는 계절에 민감한 제품 등 소비자를 리드하면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식생활 을 제공하기 위 

한 최선의 제반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포장디자인실은 1988년을 기준으로 20년을 포장디자인 외길만 고집해온 신정필과 디자인 1담당의 김태종, 디자 

인 2담당의 양찬석, 그리고 포장담당의 김득수가 아트디렉터 및 매니저로 있었다. 디자인 1담당에는 김명학을 비 

롯하여 그래픽 디자이너 이미경, 정진영, 김경옥 등이 있으며, 디자인 2담당에는 이종욱을 비롯하여 우양제, 임종 

규 그리고 이경우와 이상봉, 한재일 등이 굿 디자인을 위한 크리에이티비티를 추구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해태제과 디자인실」,「DESIGN월간 디자인）」, 1978, 16호, pp. 68〜76.
양찬석.「해태제과의 포장디자인실」,「월간 디자인」, 1988. 4, pp. 45~49.
「포장 디자인의 산실, 해태제과 디자인실」,「DESIGN（월간 디자인）」, 1996. 1, pp. 156~157.
송영미.「12시에 만나요〜부라보콘 : 98년은 부라보콘 돌풍의 해」. 1■애드버타이징」통권제59호어998년 1월호）, pp.
88 〜89.
원미연.「해태제과 포장디자인실」.「디자인비지니스」5호어989년 8월호）, pp. 20〜23.
서상윤.「국산 츄잉껌의 효시는 해태 풍선껌」1■디자인비지니스』17호, 1990년 10월호, pp.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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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패키지 디자인. 1950년 전후. 패키지 디자인. 1968년（상）, 1968（하）.

패키지 디자인. 197이년（좌• 상）, 1976년（우 • 상）, 
전1972년 후1974년（좌 • 하）, 1977년（우 • 하）. 

패키지 디자인. 1974년（좌 • 상）, 1977년（우 • 상）, 
1975년（좌• 하）, 1975년（우 • 하）.

패키지 디자인. 1975년（좌• 상）, 1976년（우 • 상）, 
1978년（좌 • 하）, 1978년（우 • 하）. 

패키지 디자인. 1974년（좌 • 상）, 1976년（우 • 상）, 
1977년（좌 • 하）, 1978년（우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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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럭키화학（후 엘지화학）

［설립연도］ 1947년

LG 화학

연혁

1947
1955
1958
1960
1960
1962
1971
1974
1979
1982
1987

설립

럭키치약 출시

국내 치약시장을 석권

새로운 이름의 튜브치약을 생산

러키불소対약 출시

용기를 납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 

정제럭키치약 출시.

락회화학공업사라는 회사명을 '주식회사 럭키' 로 변경 

그룹 심벌마크 및 럭키犬!약 심벌마크 사용요령 제정 

용기가 알루미늄에서 라미네이트이aminate）로 변경 

항료를 고급화한 '럭키치약 민트'

연구내용

럭키치약하면 오랜 세월 対약의 대명사로 불려져왔을 만큼 한국의 광고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튜브치약산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장수하고 있는 为약시장의 터줏대감이다. 

럭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해방후 미군 진주와 함께 '수입'된 Lucky Strike 담배의 영항이었던 것으로 보 

고 있다. 럭키 표기는 처음에 락회（樂喜）였다. 즉 '즐거울 락과 '기쁄 회자였다. 그래서 락회화학공업주식회사 

（樂喜化學工業株式會社）가 공식 호칭이었다. 그리고 럭키为약과 럭키비누는 고유명사로, 또한 브랜드명으로 되었 

다.

럭키치약의 원조가 개발된 것은 1954년으로 시장에의 출시는 그 이듬해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제치약에 

밀려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럭키치 

약은 '국산 치약에 국산 처솔을 쓰자 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다음해에 있었던 산업박람회에서 무료배포하는 등 치 

과의사회와 초등학교에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 출시된 지 3년만인 '58년에는 마침내 국내 처약시장을 석 

권하게 된다.

원조 럭키치약의 패키지는 한쪽 모서리의 노란띠와 제품명을 제외한 전체를 국방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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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전쟁 이후 국방색이 유행했던 영향올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흰색 바탕에 가로로 긴 적색 타원을 중앙에 배치 

하고 그 위에 다시 횐색으로 제품명을 넣은 튜브의 디자인이 패키지와 통일감을 주지는 못했으나 이것은 최근까지 

럭키치약 용기 디자인의 기본 패턴이 되었다.

럭키화학이 새로운 이름의 튜브対약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진주치약이 그것으로 튜브 

의 목부분에 굵은 띠를 두르고 몸체에 세로로 물결무늬를 넣었는데 이것듈 역시 적색으로 색상 선택은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색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손쉽게 쓸만한 대중적인 색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튜브 재 

질이 색상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이후에 럭키는 '디자인 면에서의 한단계 도약 을 이루게 된다. 또 CM송을 현상모집하는 등 광고정책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그때 당선된 작품이 "웃어보자 활짝, 하얀 이가 반짝, 럭키 럭키치약''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 CM송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1974년에는 락회화학공업사라는 회사명을 '주식회사 럭키 로 바꾸게 되며, 1979년에 그룹 심벌마크 및 럭키対약 

심벌마크 사용요령 제정이 발표된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자 럭키는 기업에 통일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1970 

년대 초반에 '럭키 새 이미지 전락'이라고 명명된 '경영전략으로서의 디자인 통합작업(DECOMAS；Design 

Coordination as a Management Strategy)', 통칭 1 차 데코마스 운동을 전개했다. 일본 • 미국 등의 선진기업의 사 

례를 검토하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훈, 사가, 사기, 사색의 제정 및 개정은 물론 부수되는 슬로건, 포장 

및 간판디자인 등도 종합적으로 제정했다.

이렇게 해서 사명도 변경되고,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 주식회사 럭키'라는 슬로건도 제정되었다. 또 1978년에 

는 네잎 클로버를 기본으로 디자인한 그룹 마크를 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그룹 상징을 갖게 되었으며, 계열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럭키 회사마크 사용요령'도 제정함으로써 럭키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가능케 했다.

심벌마크는 창립 이래 사용해 왔던 럭키라는 라운딩 로고가 새겨진 타원형 마크를 국내 시판제품에 한해 사용 

하고, 공식적인 회사마크는 파도모양의 'L' 자가 새겨진 사각형 마크로 변경한 것으로 심벌마크와 상호의 사용법을 

규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9년의 対약수입 개방조大!롤 의식한 것으로 생활수준 항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의 패키지는 적색 전면을 럭키치약 또는 'LUCKY' 

라는 로고타입으로 꽉 채우고 있는 단조로운 것이었다. 그에 비해 같은 해에 출시된 '화이트 불소치약 은 눈덮인 

웅장한 산 사진을 용기와 패키지 전면에 통일감 있게 배치해서 제품명을 인식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태평양화학, 애경유지 등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럭키大!약은 약용치약 '페리오', 타사 

제품과 비숫한 투명치약 '크리스탈 블루후레쉬' , 소금치약인 '솔트등 해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것이 치약 패키지 디자인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말에는 기업이미지 재고와 확장을 위한 이(Corporate Identity)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회사의 강력한 기업 

이미지 확립과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이를 정립하고자。계획을 추진했다. 1984년에 CI기본편의 마크와 로고타입, 칼 

라시스템 및 전융서체 둥이 결정되었으며, 이응용편의 사인류, 서식류, 차량류, 포장류, 유니폼에 사용될 내용은 

1985년에 확정되었다. 이로써 럭키는 1974년 처음으로 데코마스의 일환으로 회사디자인 통합작업울 실시한 이후 

10년만에 마크 및 로고타입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럭키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성공했다.

이때 럭키치약의 로고타입도 보다 모던하게 정리되면서 지금의 모습올 갖추게 된다. 다만 당시에 결정된 심벌 

마크와 로고타입은 모두 사체(斜龄)였고 정체(正齡)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이년 전후부터이다. 한편 이때를 

전후해 광고의 컨셉트도 바뀌게 된다. 그전까지는 주로 상표의 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특성 및 예방효과룔 알리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간 것이다.

경쟁 브랜드들이 과거와 같이 쉽게 따돌릴 수 없는 규모있는 업체들이 되면서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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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광의 브랜닥스치약이 '프라그 제거 라는 보다 디테일한 효능을 컨셉트로 내걸자 치약시장의 관건은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약으로 치달았고 약용치약, 기능치약, 어린이치약 등 계속해서 세분화되어갔다. 페리오치약 

에 치석제거성분을 가미한 '페리오닥티 가 출시된 것도 '덴티마치약 과 같은 잇몸질환 예방치약을 비롯해 구치제 

거 전문인 '후라민트치약' , 가장 최근의 '죽염치약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럭키치약은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제품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1987년 향료를 고급화한 

러키치약 민트'로 변신한 이후에 패키지 하단에 황색 띠를 두른 적도 있고, 최근에는 녹색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적색 바탕은 고수하고 했다. 이는 금적색이 럭키:치약을 대변하는 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 

문이다.

1989년을 기준으로 럭키디자인실은 19년째 럭키에 몸담고 있는 김종성 실장을 축으로 프라스틱팀서5명）, 생활용 

품팀서2명）, 화장품팀（11명）, 설계팀（7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1988년 1월의 디자인 

실 통합 이후부터였다. 이 가운데 생활용품 디자인팀은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하는데, 

치약 • 犬！솔 • 비누 • 샴푸 • 린스 • 세탁세제 • 주방세제 • 에어로졸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이 가운데 수퍼타이는 패키지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다. 종이로 된 카튼팩을 사용, 소비자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았다. 현재는 카튼팩이 비닐팩보다 시장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70%） 있다. 한편 치약도 점차 닦는 

기능에다가 처료기능을 더한 약품전 컨셉트가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 측면에서도 이를 부각시키는 

데 为중하게 된다. 현재의 럭키夭I약, 화이트치약, 페리오対약, 에티켓치약, 헬스치약 등의 세그멘테이션은 각 계충 

별 기호에 맞추려는 경영전략에 의한 것이다. 컬러도 럭키치약 하면 빨간색을 연상시키던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최근 에티켓치약에서는 젊은 세대 감각에 맞는 청색을, 그리고 헬스처약에서는 금색과 은색을 쓰는 등 고정 컬러 

이미지률 깨뜨려가고 있다.

럭키에서는 1960년대에 크림샴푸를 생산했으나 초창기의 샴푸시장은 세제의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된 상황에서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76년 유니나 샴푸는 무독성 PVC 용기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유니나 샴 

푸와는 차별화 정책을 쓴 제품이 드봉샴푸인데, 디자인도 고급제품에 어울리도록 국내 최초로 용기 표면에 대나무 

무늬의 조각을 새겨 넣었다. 이 드봉샴푸 용기는 호주에서 주는 아시아스타상（패키지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의 디자이너듈에게 용기디자인에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드봉삼푸를 전략상품으로 홍보하다보니 저가대의 마켓췌어를 놓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개 

발한 대중적인 제품이 챠밍삼푸로 그 용기는 몇 가지 점에서 용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는데, 우선 저가대이 

므로 같은 용량이라도 용기가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둥근 모양을 지양하고 납작한 형태의 패트 용기를 사용했 

다. 또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표면을 투명하게 만든 점도 기존의 용기와는 다른 점이다.

화장품 디자인팀은 기초파트와 색조파트로 나뉘는데, 기초파트는 로션, 스킨, 크림, 팩 등 스킨케어 제품의 용기 

와 패키지를 개발하며, 색조파트는 콤팩트 파우더, 아이라이너, 립스틱, 바디클리너 등 대상부위에 따라 미적 호과 

를 강조하는 제품들의 용기와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홍익대 공예과를 졸업하고 19거년 럭키의 동래공장 공의과 

（디자인실의 전신）에 입사하여 19년째 럭키의 디자인 이미지률 만들어내고 있는 김종성이 1989년의 럭키디자인실 

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1987년 제22회 발명의 날에 '바닥재 및 벽지 분야의 디자인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디자인 

업무 종사자로서는 드물게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다. '89년 화장품 용기 디자 

인의 책임자는 이영주 과장이었다. 그는 '88년에 영국에서 열린 포장디자인전에서 월드 스타상을 수상했는데, 수 

상작품은 노터치캡 용기인 '이지바틀'이었다. 무려 6년 전에 착상을 해서 결실을 본 이 제품은 뚜껑을 열어야 내용 

물을 짜낼 수 있는 기존 용기와는 달리 용기 몸통을 누르면 캡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노터치캡이었다. 그의 

주요 디자인물로는 드봉 미네르바, 드봉 맨타치, 드봉 바이오젠 등이 있다. 그 외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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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원 생활용품 2팀 과장과 소재구 프라스틱 판촉 과장, 이종완 프라스틱 내장파트 과장, 이영주 화장품팀 기초 

파트 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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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픽□자힌：］ 포장디자인

대평港화項 ； 서둘우유 | 해대제.파 | 럭歹화학 | 애결 | 삼앙라면 I 능심受巴 j 롯데제과

田2関困S

［명칭］ 애경

［설립연도］ 1954년 6월 9일

연혁

1954. 6. 9 애경유지공업（주） 창립

1954. 10. 25 국내 최초 미향비누 발매, 대릉산업（주） 창립

1966. 11 애경써니, 애경크린업 발매

1966. 12 애경트리오 발매

1970. 10. 13 삼경화성（주） 설립

1971. 1 애경사우지 창간호 발행

1973. 4 로맨스 샴푸 발매

1974. 1. 30 유아비누 발매

1974. 12. 11 애경 심벌마크 수정확정

1976. 5. 27 보들비누（보급항수비누） 발매, 애경써니（액체세탁비누） 발매

1977. 1 마돈나（향수비누） 발매

1978. 5 항그린（방향제） 발매

1982. 8. 13 럭스비누 발매

1983. 6. 19 영양보습비누 디데이 발매

1983. 6. 23 애경락스 발매

1983. 11. 7 저공해 AOS 세제발매

1987. 4. 10 애경스파크（효소세제） 발매

1988. 8 합성세제 스파크, 향그린, 공진청 품질표시 허가 획득

1990. 4 하나로 샴푸 출시

1991. 7 울트라스파크（첨단공법의 고농축 저공해세제） 발매

1991. 12 스파크 TV-CF, 한국방송광고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1992. 1 애경헤어포인트（젤, 무스, 스프레이） 발매

1992. 2 크린티치약, 우유비누 발매

1992. 5 애경 그린알로에 발매

1992. 12. 1 팍스（고밀도 하이테크세제） 발매

1993. 6 애경포인트 크린싱 7종, 센서블샴푸, 마무리（섬유유연제） 발매

1993. 7 애경헤어포인트 5종, 미스덴탈치약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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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8 님프비누（순식물성비누）, 바디크렌저, 샤워메이트 2종 발매

1993. 11 주방세제 순샘 발매

1994. 1 94년 우수포장 상품전 8개 제품（스파크, 팍스, 이아스, 순샘, 마무리, 샤워메이트, 울삼푸 등） 입상

1994. 2 애경나이브샴푸, 딱따구리치약 발매

1994. 4 애경포인트UV화이트닝스킨케어 시리즈 5종 발매

1994. 12 기초화장품（아미앙스）, 주방세제（순샘） '94월스타상 수상

1995. 7 그랑비아샴푸, 린스 출시

1996. 1. 3 애경산업 파워볼 출시

1996. 1. 17 동의생금치약 경향신문 히트상품 선정

1996. 1. 23 애경산업 아미앙스 색조화장품 출시

1996. 2. 29 애경산업 한국마케팅연구원 주관 '95 한국마케팅대상 최우수상 수상

1996. 4. 1 애경산업 항균주방세제 '크리어' 출시

1996. 4. 1 애경산업 포인트 로얄 크린싱크림 출시

1996. 7. 27 애경마리끌레르화장품 출시

1996. 8 애경산업 생금비누, 바디클렌저, 훼이셜폼, 유황온천 바디크렌저 출시

1996. 9. 19 애경산업 동의생금为약 '96 한국능률협회 히트상품 본상 수상

1996. 10. 2 애경산업 '크리어 중앙일보광고대상 소비자 인기상 수상

1996. 12. 4 애경산업 '마리끌레르화장품 제5회 한국펙스타 디자인협회장상 수상

1997. 4. 1 애경산업 유아베이비 물티슈, 포인트녹차비누 출시

애경산업, 바세린 썬 프로텍트 크림, 포인트 내추럴 UV 화이닝 스킨케어 출시

1997. 5. 1 애경산업, 아놀드파마, SOS 수세미 출시

애경산업, 마리끌레르 옴므, 썬블럭크림 출시

1997. 6. 1 애경산업, 아미앙스 과일팩, 파란하늘 공기맑은 집, 창이 맑은 집 출시

애경산업, PANASONIC 건전지, 미스터덴탈치솔, 쟈크데샹쥬 출시

1997. 6. 3 애경산업, 아시아포장연맹（APF） 주최 아시아스타상 수상（퍼펙트, 마리끌레르〈색조〉）

1997. 7. 1 애경산업, 마리끌레르 바디케어 출시

1997. 9. 1 애경산업, 바세린 립밤, 풋 앤 힐 크림 출시

1997. 10. 1 애경산업, 크린 앤 화이트치약, 포인트 로얄 화이트 출시

1997. 11. 1 애경산업, 리앙뜨샴푸, 린스 출시

애경산업, 파란하늘 공기맑은창, 맑은 냉장고, 맑은가습기, 해피데이 S&B, 미끄럼방지제, 네일샤이니,

풋크리너, 닥터좀, 아놀드파마 향수 출시

1997.12. 19 애경산업, 퍼펙트 내외경제선정 '올해의 히트상품

1998. 1. 5 애경산업, 마리끌레르 페이스업 팩트 출시

1998. 3. 7 애경산업, 마케팅프론티어상 수상

1998. 6. 23 애경산업, 퍼펙트 '98 한국능률협회 히트상품 수상

1998. 9 애경산업, 모공관리 기초 화장품 B&F 출시

1998. 11 애경산업, 덴탈크리닉 2080, B&F 포어컨트롤 메이크업, A-S이ution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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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애경산업의 전신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는 6 • 25 전쟁 직후인 1954년,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폐허 속에서 

국내 최초의 화장비누인 '미향 을 발매하면서 우리나라 화학공업에 등장했다. 그후 '64년 생활필수품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비누제품이 사양화될 것임을 예견하고 분말 합성세제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끝에 새로운 합성세제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상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합성세제 제조 시 

설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선발 메이커로서의 영광은 럭키유지로 넘어가게 된다. 후발업체인 럭키유지가 관련 시설 

을 일본에 발주하여 단기간에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 8월 뒤늦게 '크린엎 , '써니' 등 분말 합성세제롤 생산했는데 분말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당시 为약시 

장을 독점하던 럭키의 막강한 유통력에 밀려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4개월 여 뒤에 액체 주방용 세제 

트리오 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럭키유지의 분말 합성세제 '하이타이'를 누르게 되었다.

당시에 아직 특별한 주방용 세제가 없었기 때문에 트리오는 단숨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는 1967년에 28톤 생 

산하던 것에서 1970년에 493톤으로 4년만에 무려 18배나 성장한 생산량도 알 수 있다.

'기름기로 더렵혀진 그릇도 이 트리오 한방울만 사용해 보세요. 과일, 야채, 식기 씻는데 애경트리오…'

이러한 내용의 C애은 애경 트리오의 고양이 마스코트와 함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다. 제품 자채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동시에 당시 극장 광고, TV 광고, 인쇄매체 광고 등 전국적인 광고전략을 편 결과이기 

도 하다.

트리오의 패키지는 그 역사에 비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 최초의 출시 이후 거의 15년간을 파란색 플라스틱 용 

기였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노란색 용기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그 중간에 잠깐씩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긴 하 

지만 그것둘은 '레몬', '수퍼', 그린 , '바이오 둥의 무엇인가 조금씩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것들로 트리오 시 

장을 다층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시도였을 뿐 '트리오' 브랜드는 그대로 시판하고 있었다. 결국 오리지널 트리오의 

패키지는 '파란 트리오 에서 '노란 트리오 로 딱 한 번 변화한 셈이다. 변화시점은 트리오가 품질관리 1등급을 획 

득했던 때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변화도 색상 외에 그다지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손잡이 부분이 전체 외형의 라 

인 안으로 정리되면서 뚜껑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제품과 그림에 컬러가 입혀지면서 그림이 좀더 세밀해졌다는 

것 뿐이었다. 한가지 '노란 트리오 가 출생하는데 '레몬 트리오'의 영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당시에 

시판되던 트리오의 자매 브랜드는 '그린 트리오' , '바이오 트리오' , '순샘' 등으로 오리지널 트리오까지 네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 오이즙이 배합되었다는 '그린 트리오 는 그림만 다를 뿐 '하얀 트리오'라는 별칭을 붙일 

만큼 외관상 오리지널 트리오와 喜사하였다.

오히려 같은 그린 트리오지만 잠깐 출시되었다가 사라진 연두색 그린 트리오는 이전의 용기들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는지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부분에 작은 돌기로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을 비롯해 전체 외관이 훨씬 세련된 모습이다. 출구에 펌프식이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 

다.

옥수수 당분 유도체가 배합된 트리오는 1991년부터 출시되었는데 재질이 가볍고 투명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것 

은 1985년에 출시되었던 '수퍼 트리오'를 연상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펌프식 용기는 1989년에 출시되었던 로얄 트 

리오와 닮았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 트리오의 패키지는 기존의 용기들보다 단순한 모양을 채용해 모던해진 모습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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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등장하기 전까지 주방용 세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피부자극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레몬즙이나 오이즙등 피부미용에 좋다는 성분을 배합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거지를 맨손으로 해도 될만큼 안전한 세제를 만들어내지 

는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애경산업은 '브랜드 라는 말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지난 82년에 이미 마케팅 부서에 브랜드 매니저 시스템을 도 

입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을 제외하고도 50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애경산 

업은 30명의 브랜드 매니저가 50개 브랜드를 주방세제, 세탁세제, 헤어케어（샴푸류）, 바디케어（비누류）, 칫솔 • 치 

약 등 제품군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세탁세제에 관한한 국내 최고」.「애드버타이징』통권제55호서997년 9월호）.

： 김미정.「주방세제의 대명사 애경 트리오」.「월간 디자인」1994년 6월호.

550



기업 I 시각디자인 I 포장디자인 I 애경 I

고 ② Si E 團

주요작품

왼쪽부터〈레몬 트리오〉(1979),〈수퍼트리오〉(1985), 
〈노란 트리오〉라는 별명을 가진 트리오어988).

국내 최초의 주방용 세제 원조〈트리오〉. 1966.

왼쪽부터〈뉴 트리오〉(1993),《순샘〉(1993), 
〈순샘〉(1994).

왼쪽부터〈로얄 트리오〉(1989), 
〈그린 트리오〉(1990),〈바이오 트리오〉(1991).

〈제품화된 B&F 용기와 패키지〉.

〈재황용된 B&F 패키지〉.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터雷显回・…

< 炉*〉 大"■우유 丨 해태제고卜 | 럭济袭찍 | 0德 | 삼양라면 , 港含라审 I 롯데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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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삼양라면

［설립자］ 전중윤（全仲润） 

［설립연도］ 1961년 8월 24일 

［전화 02-940-3275

言叁보증

연혁

1961. 8. 24 민성산업 주식회사를 전중윤（全仲潤）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이 인수하고 상호를 삼양제유주식회사로 변경.

1963. 4. 24 일본 명성식품（주）과 라면제조기 도입 및 무상 기술제휴계약을 체결

1963. 9. 30 신삼양공업주식회사를 설립（수프 가공제조 및 포장지 인쇄）

1964. 2 라면판촉을 위한 선전광고 전개

1965. 10. 10 상호를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로 변경

1967. 12 사장（社章） • 사기（社旗） 제정

1968. 4 4도인쇄기 수입 설치

1968. 4. 12 인쇄부 창립, 인쇄공장 신축공사 착공

1970. 12. 2 '어린이라면' 생산개시

1970. 12 인쇄부, 4도인쇄기 및 정류기 설치

1971. 5 인쇄부, 6도인쇄기 1대 설犬!

1971. 8. 10 '라면과자 생산개시

1971. 10 인쇄부, 필름확대기 1대 설치

1971. 10. 24 '치킨라면과 '궁중라면 생산개시

1971. 12. 22 '계란국수 생산개시

1972. 2. 12 '라면과자 의 생산중지와 '뉴뽀빠이' 개명 생산개시

1972. 2. 29 '매운탕면 생산개시

1972. 3. 7 '컵라면' 생산개시

1972. 5 인쇄부, 필름밀착기 1대 설치

1972. 6. 17 '캬라멜콘 생산개시

1972. 6. 27 '차우면 쏘스' 생산개시

1972. 7 회사 PR용 빌보드 간판 확장

1972. 8. 1 '차우면' 생산개시

1972. 9. 2 '콘스낵 생산개시

1972. 10. 5 '오렌지콘 생산개시

1972. 11. 2 '잠보새우 생산개시

1972. 12 인쇄부, 6도인쇄기 1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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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 8 '감자칩 생산개시

1973. 3 '뽀빠이' 색장지 용공류포사건 발생

1973. 3. 31 '엘보', 짱구 , '씽씽' 을 생산

1973. 5. 16 깐돌이 생산개시

1973. 8. 29 '막동이' 생산개시

1973. 9. 22 '왕고구마', '콘스틱', '굴잠보 개발

1973. 10 인쇄부, 도금기 1대 설처

1973. 12. 10 '왕고구마 생산개시

1973. 12. 12 신제품 '콘후레이크' 개발

1974. 1. 16 '콘스낵 을 '삼양감자볼 로 명칭변경

1974. 3. 18 신제품 '맛튀김', 슈가콘', '슈가볼 개발

1974. 3. 30 신제품 '삼양오렌지볼 개발

1974. 4. 1 신제품 '맛튀김' 을 '하이스낵' 으로 상품명 변경

1974. 4. 10 인쇄부, 크롬도금 제거기 설치

1974. 4. 17 신제품 '소이밀크 를 '슈페y 로, '쵸코소이밀크 를 '슈퍼d 쵸코' 로 상품명 변경

1974. 4. 30 '완탕 생산개시

1974. 8. 26 '삼양슈퍼 D'（딸기향）, '삼양슈퍼 D'（커피향）, '잠보새우'（설탕） 개발

1974. 8. 30 '똘똘이' 생산개시

1974. 9. 5 '삼선짜장 개발

1974. 10. 스낵 '골목대장 생산개시

1975. 3. 1 '삼양 뽀빠이왕 개발, '왕고구마 를 '고구마칩 으로 변경

1975. 3. 2 '튀김건빵' 생산개시

1975. 4. 2 '고구마칩 생산개시

1975. 4. 22 '간식라면' 생산개시

1975. 4. 24 비너스콘 생산개시

1975. 5. 28 '삼양뉴스낵 개발

1976. 4. 7 '하나더', '완탕면' 개발

1976. 5. 6 '콘후레이크' 시판

1976. 12. 10 심벌마크 공모

1979. 1 '장수면 1호 생산개시

1979. 5. 7 '일개 （신제품） 생산개시

1979. 6 신제품 '장수면' 2호 생산개시

1979. 8 인쇄기 1대 도입 설치

1979. 8. 13 신제품 '꿀짱구' 생산개시

1980. 6. 3 신 '맛짱구' 생산개시

1980. 8. 2 신제품 '삼양우유라면 생산개시

1980. 8. 11 '왕짱구 생산개시（신 '맛짱구 명칭변경）

1980. 10. 31 '꿀뽀빠이' 생산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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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2 '콘후레이크' 생산개시

1980. 12 '삼양피자치즈 생산개시

1981. 1 '야채콘 생산개시

1981. 12. 26 삼양농산 주를 삼양농수산 주로 상호변경

1982. 10. 14 서울공장 인쇄부, 자동 현상기 및 밀착기 설치공사 완공

1983. 9. 27 영남지사, 전자동 6도 그라비아 인쇄기 설치

1983. 10. 19 서울공장 8도인쇄기, 영남지사 6도인쇄기 수입 설为 공사 완공

1985. 3. 23 '왕새우 를 '새우스낵' 으로 명칭 변경

1985. 12. 23 영남지사, 스낵 '꿀맛짱구 허가

1986. 3. 4 '꿀짱구' 를 '짱구 로 명칭 변경

1986. 4. 30 서울공장 인쇄가공기 TDIE 5대, 영남지사 2대 제작설夭I공사 완공

1986. 5. 13 일본에 '김치라면' 1차분 5콘테이너 수출

1987. 1. 20 삼양축산개발（주）를 삼양축산（주）로 상호변경

1989. 2. 15 삼양식품, 제품광고 • 기획관련 아이디어 공모발표

1989. 12. 12 원주공장, 국내 최초로 '쌀라면 생산

1990. 10. 7 원주공장, '파트너 최초로 생산

1990. 12. 17 삼양식품, '열정 을 컵 24'로 명칭 변경 생산

연구내용

1961년 8월 24일, 식품공업에 뜻을 두고 창업을 구상하고 있던 삼양의 전중윤（全仲潤）은 유지공업과 식품도산매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0년에 설립된 민성산업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삼양제유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오늘 

의 삼양식품 그룹의 모태가 된 삼양제유（주）가 발족하게 되었다. 삼양식품은 창업 이래 식품과 식량산업에만 전력 

을 경주해 왔으며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 원료의 질 보장,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영업 

의 효율성을 높혀 왔다.

삼양이라는 명칭이 선택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 삼이란 천 •지 •인을 상징하는 것으 

로 우주의 생성근원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한다. 둘째로 '양 이란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다 

는 뜻이다. 이 삼'자와 양 자가 합쳐진 삼양 에는 만물의 영장（靈長）인 인간을 살巩우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만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삼양 이라는 상호는 하늘과 땅에서 얻어낸 영양가를 안 

전하고 우수한 식품으로 가공생산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식품공업 본래의 사명을 함축성 있게 표현한 것이 

다.

삼양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면을 생산한 1963년은 식량난이 최고로 극심한 해였다. '62년의 사상 유례 

없는 한발（旱越）로 쌀생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63년의 보리생산도 흉작이어서 쌀값이 천정하지（天井下知）로 뛰어 

오르고, 그나마 현물이 시장에 나돌지 못하는 품귀현상까지 일어나 1963년 당시의 식량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 

로 극심했다. 그해 9월, 삼양식품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라면이 생산되었고, 이 '삼양라면 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 

체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막대한 주곡대체효과률 거두어 양곡도입에서 오는 외화절약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수출의 초창기였던 '60년대 말부터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세계 각국에 많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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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실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구권과 소련에까지 그 수출망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 미국에 공 

장을 설립하여 라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라면공장을 설립 가동하고 있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률 무대로 하고 있다.

처음 라면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을 때에는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 전 

혀 이해와 인식이 없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삼양식품은 마케팅 전술과 홍보의 방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전단을 뿌리고 풍선도 띄워 라면의 공고와 선전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고 

안해 낸 것이 직접확인 PR방법이었다. 그것은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시식을 시켜서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PR방법으로 회사원은 물론 사원부인들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초창기의 

선전 • 광고활동은 제품이 라면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었고 회사의 형편도 중소기업에서 발돋움하는 과정이었으므 

로 사장실에서 생산 • 출하의 시기와 판매등을 복합으로 관리해 나갔다.

그런 탓으로 전중윤 회장이 혼자 1인 3역 • 4역의 역할을 하면서 홍보 • 선전의 시기와 내용 등을 일일이 결정하 

고 총무부나 비서실 요원이 그 지시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형편이었다. 오늘날에는 선전 • 홍보활동이 신문 • 라디 

오「"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삼양라면 이 처음으로 생산되어 시장에 출하된 I960 
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TV수상기의 보급률이 극히 낮았고 또 매스컴 매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비의 부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삼양라면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자 1965년에 기업경영의 방항울 식품공업 위주로 설정하고 그 이미지에 합당 

한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초기에 대두유 한 가지만을 생산하고 있던 기간에는 기구조직의 

변동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63년 9월, 라면을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게 되자 회사의 기구조직도 발전적인 개편 

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기구조직을 살펴보면, 사장 그리고 상무이사 아래에 총무부 • 경영부 • 생산부 등의 3개 부 

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에는 생산부가 제품생산 • 포장 • 시설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삼양식품은 1978년 3월에 미래의 식품을 개발하며 세계로 약진（寝進）한다는 새로운 경영이념 아래 새 사장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지상을 통해 다시 새 사장을 공모하고 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중한 검토작업 

끝에 확정하였다. 새 사장은 세 줄기의 나무가 위와 옆으로 힘차게 뻗으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도안으로서 그 

밑에 "이 마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였다가 뒤에 다시 '품질 보증'으로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이 새로운 사장은 1967년에 제정된 첫번째 사장보다 훨씬 단순화 되었지만, 이미지 부각에는 신선미, 안정성, 미래 

의 성취감 등이 담겨져 있어 심벌 마크로서 손색없는 도안이었다.

이 사장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식품을 개발하는 종합식품회사임을 표상한다.

둘째,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신용과 진실을 추구한다.

셋째, 좋은 원료만이 좋은 맛을 낸다는 사실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보증한다.

넷째, 삼양식품의 제품은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섯째, 삼양가족이 한덩어리가 되어 심혈을 기울여 빛나는 삼양식품을 가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사장이 제정됨에 따라 곧 사기제정도 진행되었다. 최초의 사기는 최초의 사장을 한가운데 두고 하위부에 '삼양

식품공업주식회사 라는 한자 상호를 표기하여 1967년 12월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1978년 3월에 사장이 개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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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기도 개정하였다. 그 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장 마크를 한가운데 두고, 둘째 사장 밑의 문구를 '품질보증 으로 표기하며, 셋째 기폭 하위부에 '삼양 

식품공업주식회사 라는 상호룰 큰 글씨로 표기하되 그 자색은 감청으로 하고, 넷째 기표의 바탕 빛깔은 오렌지색 

을 쓰기로 하였다.

이 사기는 이후 계속하여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 3월 1일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가 '삼양식품주식회사 로 개 

명되면서 사기는 상호표기만 신법인명으로 바뀌었다.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광고선전과 기업 이미지를 소비대중은 물론 언론 • 연구 기관 및 관계당국 

등에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삼양식품의 비약적인 사세확장기인 7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1970년 3월, 선전실을 창설하면서부터였다. 이보다 앞서는 1960년대의 홍보 • 선전활동은 삼양의 제 

품이 라면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세 역시 중소기업 규모에서 발돋움하는 시기였고, 상품과 기 

업홍보의 기법 역시 미흡했으며 매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 

했다.

그러나 '60년대 말 라면 이외의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보 • 선전의 기능이 중요시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광고기법을 개발해야 했으므로 선전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전 회장은 창업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고 • 선전이 영업의 홭성화에 미칠 영항을 직시하여 경쟁업체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앞지르는 기발한 홍보 •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삼양식품의 제품광고가 정통적 의미의 

광고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기의 일이었다. 신문광고를 비롯하여 라디오 • 텔레비전의 

CM・CF가 상품판매촉진에 큰 작용을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선전광고 담당조직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전 회장은 이 무렵에 선전 • 광고 • 홍보활동의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 

0| 정립했다.

첫째, 정직한 PR를 할 것.

둘째, 소비자들의 의식을 깨우쳐 주는 계도적 PR를 할 것.

셋째, PR의 효과를 부단히 측정, PR기법을 개신 • 향상시킬 것.

이상 세 가지 지침은 언뜻 생각하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시장과 광고계의 동향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정직하고 고지식하여 그 성과에 회의마저 일었다. 그러나 전 회 

장의 확고부동한 지침에 따라 삼양에서는 과대광고•외곡광고•현혹광고•선동광고•비도덕적 광고와 비속한 광고 

등을 배제하고 단기적인 파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품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밀고 나갔다.

또한 광고기법에 있어서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캐치프레이즈를 피하고 은근하고 점잖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 

의 머리 속에 확고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문구를 선정하여 사용했다.

"맛을 보고 사세요. 영양가도 확인하세요.''

"좋은 원료만이 좋은 맛을 낸다."

"맛과 영양의 명문 삼양식품"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제품의 이름이나 겉모습을 요란하게 떠드는 것보다 언뜻 생각하면 관념적이라

556



기업 I 시각디자인 I 포장디자인 I 삼양라면 I

厂2 3 4⑸⑹：？⑧ — ―

； 는 평을 듣기도 하겠지만,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호소보다는 장기적 전략에서 진실에 호소하여 결실을 거두려는 선 

전방법이었다. 이 선전문구는 제품의 맛과 영얌에 대한 자신감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 회사가 정직하게 상품을 

만들고 신용으로 소비자와 유대를 맺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이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의 광고 • 선전과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소비대중은 물론 언론 • 연 

구기관 및 관계당국 등에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 3월에 선전실을 

설対하면서부터였다. 1970년 3월에 새로 설치된 선전실은 총무부 산학의 부서로서 차장 1명, 차장보 2명, 주임 1 

명, 사원 3명의 직제로 구성하고 다양한 선전광고전을 벌였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사보를 창간 • 발행하는 등 업무 

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선전실은 1971년 12월에 폐지되고 그 주요업무는 삼양식품판매（주）로 이관되었으며 일부 업무는 비 

서실과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창업 이래 제품의 생산과 판매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삼양식품은 1972년 

1월 1일에 판매업무를 전담할 상기 삼양식품판매를 설립하여 생산과 판매를 이원화하게 되어, 선전실이 판매회사 

쪽으로 예속됨으로서 기구표상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졌다.

이와 같이 기구표상으로는 수평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의 대강은 전 회장이 직접 수립하였다. 한편 

1972년 2월,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소비자부를 신설함으로써 선전 • 광고 • 홍보활동은 이때부터 매우 활발해져 

； 서 판매（주）의 선전실, 소비자부 및 기획관리실（사보 발간）등이 삼위일체를 이루며 진행되었다. 삼양식품판매（주） 

； 는 1972년 설립 이래 판매전담 회사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으나 생산과 판매를 이원화하는 데서 파생되는 역기능도 

! 있었으므로,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식품주）에 흡수 •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선전실이 다시 복귀되었으며 홍보전담 중역 밑에 부장 1명, 대리 2명, 주무 1명, 사원 7명으로 구성 

되어 각종 매스컴 매체에 반영시킬 홍보자료의 제공, 선전광고물의 기획, 광고도안의 작성, 영화제작 기획, 사보 

발간, 작품포장물의 도안작성 등을 주임무로 하였다. 이 선전실의 기구는 1975년 1월의 편제를 근간으로 큰 변화 

: 가 없었으나, 1977년 3월에 소비자부 업무의 흡수와 기타 업무량 증가로 부장 2명, 과장 1명 등 중견간부진을 보 

: 강하였으며 1979년 3월 20일에는 선전실을 홍보실로 개칭하였다.

그후 홍보실 산하에서 진행되어 온 도안작명 업무가 회사의 사세신장（社勢伸張）과 비례하여 대폭 증대되었으므 

로 관장업무의 효과적 통제 및 책임분담을 위하여 1981년 2월에 도안실을 독립시켜 홍보담당 중역 밑에 직촉（直 

囁）토록 개편하였으나, 동년 7월에는 다시 홍보실에 흡수시켜 홍보 1과 • 홍보 2과 • 소비자보호관 및 도안관로 편 

제되어 오다가 1982년 1월에는 다시 종합식품제조업체로서 홍보업체가 창구일원화됨에 따라 폭주하는 업무에 원활 

히 대처함과 동시에 생산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유통과정의 사후관리로 고객창고에 한걸음 앞서 

기 위해 부단위 기구로 홍보실과 디자인실 및 소비자상담실로 구분하였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마케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삼양그룹에서도 '83년 3월 판촉실이라는 명칭으로 

； 기구를 조직하여 마케팅 업무인 시장조사 • 판촉 • CF제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후 '85년 3월 마케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 • 시행하면서 영업기획 • 면 스낵 • PM • 시장조사 담당으로 세분되어 업무 

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 CF 및 디자인 담당이 마케팅실에 편제 또는 분리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케팅실에 편제 

되어 마케팅 기능과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선전실이 홍보실로 개칭된 후 홍보실 산하에서 진행되어 온 도안 작성 업무의 효과적 통제 및 책임분담을 위해 

； 1981년 2월에 도안실을 독립시켜 홍보담당 중역에 직속토록 개편하였다. 동년 7월에는 이 도안실을 다시 홍보실에 

흠수하여 홍보1과, 홍보2과, 소비자보호과 및 도안과로 편제하였다. 그러다가 1982년 월에는 다시 종합식품업체로 

서 홍보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폭주하는 업무에 원홭히 대처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생산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고 유통과정의 사후관리로 고객창조에 한걸음 앞서기 위해 부단위 기구로 홍보실과 디자인실, 소비자상담실로

557



기업 I 시각디자인 I 포장디자인 I 삼양라면 I

皆2.1図E i：5j E⑦⑧

업무가 분리되었다.

참고문헌

삼양식품 삼십 년사 편찬위원 .「삼양식품삼십 년사』. 삼양식 품그룹, 1991.

이상준.「시기적 상황과 상품컨셉트가 일치 기업의 활로 열어준 히트상품」.『디자인비지니스』199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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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최초의 신문광고〉.

삼양라면 패키지 변천과정.
위에서부터 1963, 1970, 1975, 1980.

代A 일“

라면

신용과 전

을 보증 
하는

•구미 지역■서수访 

귭중珞는三•라면 

m 丁、象:
噩■* …

国限、：找：顧;：黄呂・”
■■■»心…一…

/—■■•••■a*
，塞・・1・工・1・

—■ — 8H* 板4
1969년의 신개발품〈미니라면〉（위"|〈칼국수〉.

1970년대 초의〈삼양라면 광고문〉.

컵라면〉과 컵24〉.

위로부터 위로부터 1980년에 개발된

신제품〈쇠고기면〉,〈우유라면〉,〈장수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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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田i②bj E

—
■ 포장디자인 釁 范？;

대평양화학 I 서울우유 I 해대제과 I 럭키화학 I 애경 I 삼양라년 | 농심라면 i 롯데제과 I

［명칭］ 농심라면

［설립연도］ 1965년 9월

農心

연혁

1965. 9 농심의 모태인 롯데공업（주） 설립

1970. 12 국내최초 인스턴트자장면 개발

1971. 12 국내최초 스낵 새우깡 개발

1978. 3 롯데공업（주）에서 （주）농심으로 사명 변경

1980. 7 국내최초 생감자스낵 '포테토칩 개발

1985. 3 국내 라면시장점유율 1위 차지

1985. 3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라면공식공급업체 선정

1986. 10 '辛라면 개발

1988. 9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1989. 6 국내 라면시장점유율 60% 달성

1991. 1 농심 CI 도입

1997. 11 ' 98프랑스월드컵 라면공식상품화권자 선정

1999. 5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라면, 스낵 부문 공식 후원사 선정

연구내용

농심라면은 1965년 롯데공업（주）로 시작된 회사로 우리나라 라면 광고에 커다란 획을 그으 회사라고 할 수 있 

다. 농심라면이 삼양식품에 비하여 2년밖에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라면사업을 시작한 후 오랫동안 시 

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한 시기가 있었다. 농심라면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후발주자로서 특 

별한 광고와 패키지 등의 디자인 전략이 큰 작용을 하였다.

농심의 전략은 가격 차별화라는 브랜드 전략이었다. 1980년 초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1985〜86년의 

마케팅 환경은 200원짜리 라면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라면 제조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품의 고급화를 통한 변가정책이 절실하였다. 또한 얼큰한 맛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 을 선호한다 

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00원에서 200원으로 라면의 가격을 배로 인상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맛이나 질의 차별화를 

꾀하지 않으면 제품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매운맛의 매운 라면이라는 브랜드 컨셉트를 '매울 

（辛）' 으로 설정하고, 면발의 새로운 개발을 통해 '과연 라면의 제맛 이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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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혈을 기울였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만든다는 새로운 제품 원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辛라면이 발매된 1986년 9월 경쟁사인 삼양의 '라또마니' 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삼양의 브랜드에 

대응한 농심의 전략은 제품 컨셉트를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여기에 기존 제품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맞추었기 때문에 농심의 辛라면은 성공할 수 있었다.

농심라면이 인지도를 높이게 된 계기는 1985년 서울올림픽 공식라면으로서 제일 먼저 올림픽 공식업체가 된 데 

있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인정하는 공식라면의 신뢰성은 BI의 개념을 더욱 재고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 

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올림픽 공식라면의 첫제품인 '까만소'라는 독특한 브랜드의 신선감과 독특함을 이용해 

대대적인 집중광고를 통해 히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까만소의 첫 카피는 다음과 같다.

■서울올림픽 공식지정 라면 농심 까만소

까만소라면은 한국인의 독특한 맛을 세계인에게 선보이고자 자신있게 만든 신제품입니다.

믿어보세요! 농심 까만소, 맛이 괜찮아요!

아주 아주 진한 맛 까만소라면 이제 라면을 선택하실 때는 믿음직한 호돌이 마크를 확인하세요.

농심 까만소라면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 이 카피에서 까만소라면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이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공식라면,

둘째 특이한 브랜드 네임,

셋째 한국인의 독특한 맛,

넷째 자신있게 만든 제품

여기에서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더구나 집중광고로 까만소뿐만 아니라 농심의 기업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

당시에 여러 라면 생산업체가 있었는데 농심은 이들 회사의 브랜드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당시 

| 타사의 브랜드가 식용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농심은 식용의 이미지를 내포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 

■ 고 효과적인 런칭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다른 회사의 경우는 이백냥, 골드, 일번지, 노다지, 우리집, 외가집, 정드 

면, 합격 등 식품과 무관하게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브랜드 명이었다. 농심은 식품의 기본인 '맛 을 브랜드 

명으로 채택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농심이 후발업체로서 거대 

한 삼양의 아성을 무너뜨린 요인은 이러한 기발한 브랜드 전략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농심은 개별 브랜 

드를 기업의 이미지보다 우선시하는 시대의 경항에 잘 적응했다고 하겠다.

농심은 일찍부터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농심이 경쟁에서 승리할 

■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농심은 패키지디자인이 최종 

적으로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구매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인식했다. 창립 초기에는 

패키지디자인을 외부에 의뢰하였다가 1970년대 초에 패키지디자인만을 담당할 2, 3명의 디자이너를 확보하기에 이 

； 르렀고 1974년 경에 정식으로 디자인실이 탄생했다. 이렇게 출발한 농심 디자인실은 기업의 조직 내실화 방침에 

따라 1979년부터 약 4년간 선전실과 합병되어 운영되다가, 그 후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자 패키지디자인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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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여 1982년부터는 다시 선전실과 분리되었다. 주력 제품은 라면류와 스낵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심 

디자인실의 패키지디자인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회사측의 충분한 지원에 힘입어 디자인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패키지디자인을 철저히 소비자 지향에 두고 있다.

1993년을 기준으로 농심의 광고 제작에는 신춘호 사장을 비롯하여, 실무진에서는 이석환과 김태진, 김현구, 박 

찬용 등이 참여했다. 당시까지 김춘복 실장을 중심으로 강성훈 차장 등 10여 명이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89년 중 

앙일보 광고대상 식품부문（짜파게티）에서, 개인적으로는 강성훈 차장과 김인구 대리가 85년 조일광고본상（공익부 

문）에서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광고대행은 대홍기획과 동방기획에서 맡고 있었으며, 대홍기획은 오래전부터, 동방 

기획은 91년도부터 농심광고대행을 하였다.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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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회.「'아 벌써 한 그릇 다 먹어부렀네'」.「한국광고」통권제1권 제俵（1993년 6월）.

「독특한 네이밍 전략으로 라면업계의 선두를 지키는 농심라면」.「월간 디자인」199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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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농심라면〉의 포장디자인. 〈100원류의 패키지〉.
쇠고기라면 패턴올 기본요소로 하였다.

〈너구리〉.

〈신라면〉. 농심의 대표적인 패키지디자인. 1986.

〈사리곰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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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囱시; 夭八 汽正紀개사

, 山一 / 心 ।체나 兰夕參지 仪시 丨 삼잉引也 । 능侄*审 । 롯데제과 ；

田 E I3] [지

［명칭］ 롯데제과 

［설립연도］ 1958년 

［전화］ 02-670-6411ssarzii
롯데 [FAX] 02-631-9940

연혁

1958
1967. 4. 3
1968
1970
1971. 12. 29
1972. 3. 30
1973
1975
1975. 2. 20
1979. 1
1979. 4
1980. 12

（주）롯데 설립

롯데제과 주식회사 설립

'그린껌' 탄생

'스파우트껌' 과 '왔다껌' 생산

영등포공장 껌 생산 개시

영등포공장 캔디, 비스킷 생산 개시

쥬시후레쉬', '스피아민트', '후레쉬민트 출시

'허브껌' 생산

영등포공장 초콜릿 공장 및 생산 개시

양산공장 비스킷 생산 개시

양산공장 아이스크림 생산 개시

영등포공장 직업훈련소 완공

연구내용

롯데제과는 1967년 쿨민트껌을 비롯한 36종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과자 산업에 나섰다. 각종 이벤트와 TV 광고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창립 10년만에 업계 수위에 올랐다. 툭히 롯데껌은 내수시장 점유율 60%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껌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제크 등 주력제품이 한국능률협회 히트상품으로 4년 연속 선정되 

기도 했다. 롯데라는 이름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25세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프 에 나오는 샤롯 

데에서 유래되었다. 샤롯데는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재덕（才徳）도 겸비한 여자 주인공으로 청순한 

매력을 자랑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어떤 주체로 롯데는 모든 제품이 

이 여주인공처럼 소비자로부터 영원히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기업, 친숙한 제품 제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롯데' 

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껌의 제조는 1958년에 （주）롯데가 설립되면서였다. 그후 '61 년에는 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 

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 당시에 생산되던 껌은 '쿨민트 와 '바브민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후 '68년에 판껌（板껌 : 직사각형의 일반적인 모양의 껌） 제조설비 도입과 함께 '그린껌 이 탄생되었으며,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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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다 발전된 새로운 제조설비 도입과 함께 '스파우트껌 과 왔다껌 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껌 패키지 디자인은 인쇄술과 포장재질의 낙후로 세련된 디자인을 창출하기란 까다로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히 껌을 보관하고 상품으로서의 기본적인 포장 형태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껌의 

패키지 재질은 크게 두 가지의 인쇄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초창기의 포장재질로는 하이그로스지가 전부였기 때문 

에 디자인에 있어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색 표현이 어려워 단색 인쇄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패턴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만이 가능했다.

껌 패키지 디자인은 기계의 특수성이나 시스템의 성격상 치밀한 인쇄 도면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 범위에 따 

라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상품 진열시 보여지는 상단의 평면 디자인은 15x63mm의 규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73년 처음 출시된 '쥬시후레쉬' , '스피아민트' , '후레쉬민트 는 껌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널리 알려진 제품이 

다. 이 제품들은 20여 년 동안 제품명의 변화나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과업계 베스트셀러 위犬！를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들로부터 노년층에 이르 

: 기까지 다양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독특한 고유의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껌돌은 소위 '대형껌 세트(大形껌 set)'라고 지칭되는데, 각각 독창적인 심벌마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로고타 

입을 모두 통일화하여 세트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쥬시후레쉬는 복합과일향을 상징하는 푸짐한 과일 접시를, 스피 

아민트는 품위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사자 마크를, 후레쉬민트는 개성과 여성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박하잎을 각 

: 각의 트레이드 마크로 선정했다. 또한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등의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각각의 향과 일치하도록 

； 했다.

특히 쥬시후레쉬는 좌축의 심벌마크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푸짐하 

게 쌓인 여러 종류의 과일, 일반적인 접시의 형태를 탈피한 와인 글래스(wine glass)와 같은 접시 모양 등 이러한 

일러스트가 어린이에서 노년충에까지 거부감없이 폭넓은 소비충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바탕색 

： 은 오렌지색 계통의 황색을 선택함으로써 달콤함과 풍성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종류 패키지 중 

에서 특히 노란색이 주종을 이루는 이유 중 하나다.

80년대 초반에 생산되기 시작했던 '에뜨랑제' , '챠밍' , '아뜨리에'는 제품명에서 풍기는 이미지 답게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성충에 사랑을 받으면서 대형껌 세트에 이은 '후로랄 세트(floral set)'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껌 

: 소비시장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는 젊은 여성충을 구체적인 구매충으로 선정하고 그둘의 취항에 맞는 

! 브랜드 네임 설정과 디자인을 유도한 것이다. 더욱이 이 제품들은 외부 패키지 디자인뿐 아니라 내지(內紙) 역시 

단순한 포장 개념을 넘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나 명문(名文)을 기입함으로써 신세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

아카시아항의 에뜨랑제는 인간의 심리를 차분하게 해준다는 아카시아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여성의 삽 

화를 등장시킴으로써 사춘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접근올 시도했다.

챠밍껌은 장미향을 주제로 한 제품이었다. 장미항으로 선풍적인 인기률 누렸던 제품은 '75년부터 생산된 '이브 

껌 이다. 이브껌은 여성을 소비층으로 겨낭한 제품으로 순수 • 순결의 상징인 이브를 브랜드 네임으로 하고, 금적 

색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차별화함으로써 판매에 성공한 제품이다. 그러나 10여 년 지속되던 이브껌 패키지 디자인 

은 매출 향상과 서비스 측면에서 좀더 강한 표현이 요구됨에 따라 '90년과 '92년에 재디자인되었다. 이브껌이 20 

대를 겨냥한 제품이라면, 챠밍껌은 10대률 겨낭하여 장미향을 좀더 부드럽게 한 제품이다. 아뜨리에는 디오르시모 

(diorissimo)향 제품으로 외부 패키지는 수채화 기법으로 연출했고, 내지는 제품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명화가 

! 의 작품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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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图「菌

그러나 이 후로랑 세트는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부진함에 따라 다시 디자인하게 되었다. 기존의 개별적이며 

회화적이던 일러스트는 제품향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모두 꽃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87년부터 꾸준히 연구 • 개발되어오던 효능（效能）껌이 '90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졸음방지 

껌, 스트레스 해소껌, 구췪제거껌, 충치발생억제껌, 의치（義歯）률 비롯한 치아에 붙지 않는 껌, 당뇨를 방지하는 

껌, 비타민 공급껌 등 90년대는 효능껌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제품은 확실히 차별화 

된 그리고 내용물을 100%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야 했다.

효능껌 중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후라보노껌 은 타겟을 좀더 세분화하여 '후라보노 마일드'와 '후라보노 그 

린' , '뉴키즈껌 을 추가로 개발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녹차 엑기스를 소재로 한 제품이므로 녹색 바탕을 상징적 

인 컬러로 이용하고 있다. 또 치아나 의치에 붙지 않는 껌인 '후리존 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소구 대상 

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제품명을 '의처껌 으로 이름을 바꾸어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노타임껌 은 이률 닦아주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87년 센터필링타입（center filling type : 껌 중앙에 과즙 등의 

내용물을 집어넣는 것）의 블록껌으로 생산되다가 이후 판껌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패키지는 칫솔과 치약이 일러스 

트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후리존과 마찬가지로 제품명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되지 않자 메디안 치약의 이미지 

률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메디안껌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참고문헌

서상윤.「기능껌 출시 마켓 사이즈 확대 가격위주 경쟁 츄잉껌 시장 과포화 상태」.「디자인비즈니스』17호서990년

10월）.

송영미.「맑고 깨끗한 사이다 지키기 48년 : 슈슈슈바에서 설악골의 봄까지」.「애드버타이징」54호서997년 8월호）.

「장수상품의 디자인 변천사 롯데껌, 15x60mm에 디자인을 담는다」.「월간 디자인」199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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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롯데제과（주） 코너

60년대 말에 생산된 민트향 껌.

오른쪽부터〈시나몬껌〉,〈실로메인트〉,〈쿨민트껌〉. 
왼쪽에서 두번째 쿨민트껌（70년대 초반）, 

왼쪽 첫번째〈쿨민트껌〉（80년대）

70년대 생산된 과즙향 껌.
오른쪽부터〈종합대형껌〉（70년대 초）, 
〈부푸러풍선껌〉（70년대 중반）,〈부푸러포도맛〉 

（70년대 중반）,〈살구맛껌〉（70년대 말）, 
〈스포티브껌〉（70년대 말）

대형껌 세트.
1973년 처음 생산된〈쥬시후레숴〉•〈스피아민트〉는 
대형세트로 지칭될 만큼 20년 이상 꾸준히 소비자들 

에게 사랑받고 있다.

인삼껌 • 커피껌 재디자인 과정.

오른쪽부터〈디럭스커피〉（70년대）,
〈카페커피〉（80년대）,〈커피껌〉（90년대）,

〈인삼〉（1975）,〈인삼껌〉（1989）,〈고려인삼〉（1991）

90년대 초에 생산된 효능껌 세트.

〈블랙블랙〉,〈후리존〉,〈후라보노〉효능껌 세트로 
생산어990）. 후리존은〈의対껌〉（1992으로 제품명 

변경,〈후라보노〉는〈그린〉과〈마일드 후라보〉（1992） 
등 추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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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磔圆훤—;

두산그룹 : 삼성그릅 | 容용그릅 | 邙우그룹 | SK그룹 I

田 e e is

^DOOSMi

［명칭］ 두산그룹

［설립자】 박승직

［설립연도］ 1896년 8월 1일

득H긔，

연혁

1896. 8. 1 서울 종로 4가에 박승직상점 개점

1915. 4 박가분 제조 개시

1923. 3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에 박가분 광고 게재 시작

1925. 2. 9 주식회사 박승직상점으로 상호 변경

1933. 12. 8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 설립에 참여

1945. 10. 6 박두병, 소화기린맥주 관리 지배인에 치임

1945. 11 맥주 생산 재개

1946 두산상회 개업

1948. 2 맥주상표를 마름모형으로 변경

1948. 2. 27 소화기린맥주에서 동양맥주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51. 10. 29 주식회사 두산상회 설립

1952. 5. 22 동양맥주주식회사 설립

1953. 6. 9 （주）두산상회, 두산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53. 8 OB맥주 첫 출하

1954. 3. 4 OB맥주 상표률 마름모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변경

1954. 3. 20 두산산업（주）, OB맥주 총판 개시

1955. 5 OB생맥주 시판

1955. 7 OB몰트비어 시판

1956. 5 OB시날코 생산, 시판

1960. 1. 10 사보「OB뉴스」창간

1960. 11. 29 주식회사 합동통신사 인수

1961. 2. 1 조선맥주（주）와의 공동판매를 위해 한국 맥주 판매（주） 설립

1961. 12. 28 한국맥아공업（주） 설립

1963. 2. 5 OB맥주 미국에 첫 수출

1967. 5. 5 주식회사 윤한공업사 설립

1967. 5. 5 （주）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설립

1972. 7. 3 두산산업（주）, 코닥칼라 두산현상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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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5 동양맥주（주）, 방패 모형으로 상표 변경

1974. 6. 1 두산개발주식회사 설립

1975. 3. 1 합동광고 기획실, 만보사 합병

1978. 1. 1 OB그룹에서 두산그룹으로 명칭 변경

1978. 6. 30 홍보용 계간지「OB소식」창간

1979. 5. 1 주식회사 오리콤 설립

1980. 12. 31 （주）합동통신사 언론부문 폐간

1984. 12. 26 (주)오리콤, AVC(Audio & Video Center)신설

1985. 2. 14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인수

1985. 8. 20 코크 전제품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 공식음료로 지정

1985. 10. 25 0B맥주 '86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 게임 공식맥주로 선정

1987. 7. 9 두산기업주식회사 설립

1987. 10. 21 한국네슬레주식회사 설립

1989. 2. 15 두산그룹사「90년사』발간

1989. 7. 20 동양맥주（주）, '0B슈퍼드라이' 시판

1989. 9. 10 동아춤판사（주）,「성서의 세계」발간

1990. 3. 12 백화양조（주）를 （주）백화로 개칭

1992. 2 두산식품주식회사를 두산음료주식회사로 개칭

1992. 12 새 경경이념 선포

1993. 12 그룹 사외보「백년 이웃』발간

1994. 8 두산그룹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1994. 10. 20 동양맥주（주）, NEX맥주 출시

1994. 12. 23 0B맥주, 상표디자인 변경

1995. 1. 7 IR 52장영실상 수상

1995. 7. 24 동양맥주（주）, 프리미엄 맥주 '카프리 와 'OB LAGER SPECIAL'시판

1996. 1 그룹 대단위 팀제 도입

1996. 1. 5 동양맥주, 0B맥주주로 개칭

1996. 4. 30 （주）오리콤, DSN 인수

1996 . 5 . 28 두산그룹 신。발표

1996. 8 두산동아（주）, 두산세계대백과서전 전 30권 완간

연구내용

두산그룹은 1898년 8월 박승직（朴承稷）이 서울특별시 종로4가에서 포목을 취급하는 박승직상점을 세운 것이 효

시가 된다. 박승직상점은 1907년 일본인과 합작으로 면포롤 수입하는 공익사를 세웠고, 1920년에는 화장품제조업

에 손을 대어 박가분（朴家粉）을 생산하여 재력을 키웠다. 일찍이 전국을 무대로 하여 환포상 활동을 해온 박승직

은 개화의 물결 속에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 민족자본의 보금자리였던 배오개에서 근대기업의 기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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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했다.

박승직상점은 날로 번창하여 각 지방에 지점까지 열게 되었으며, 그 뒤를 따라 여러 민족기업들이 탄생하게 됨 

으로써 한국 기업의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었다. 박승직은 1905년 일제의 화폐개혁에 맞서 동대문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06년 지금의 한국 전경련 성격을 지닌 한성상업회의소 설립에 참여했는 

데, 이 회의소는 홋날 대한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되었다.

1946년 박승직 상점이 박승직의 장남인 연강 박두병에 의해 두산상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두산의 현대사가 시작 

되었다. 그는 1952년 한국최고의 주류회사인 OB맥주를 설립하고 두산상회의 무역업을 시작함으로써 사세률 크게 

확장하였고, 1960년대엔 두산건설, 두산음료, 두산기계 등을 설립하여 두산을 한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두산그룹은 1960년초 동산토건을 설립하고, 합동통신사를 인수하여 언론문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966년 한양 

식품, 1967년 두산기계, 1968년 한국병유리를 차례로 설립하였다. 이어서 전자소재회사인 한국오크공업을 비롯하여 

. 두산개발, 동양전산, 두산농산, 두산제관 등을 설립하고 대한유지, 두산요업, 천일곡산 등을 인수하였다. 1980년대 

에 들어서는 위스키제조회사 오비씨그램을 설립하고 1982년에는 프로야구단 오비베어스를 창단하였다. 1988년 3월 

현재 계열사는 두산산업, 동양맥주, 동산토건, 한양식품, 두산유리, 두산곡산, 두산기계, 두산농산, 두산개발, 오리 

콤, 한국오크공업, 두산제관, 오비从I그램, 오비베어스, 두산컴퓨터, 동아출판사, 동아인쇄공업, 연강학술재단 등으 

로 1만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언론 문화 사업과 사회사업에도 열정을 쏟았던 연강 박두병은 기업의 현대화와 전문경영인제의 도입하여 사업 

의 다각화 등을 통해 기업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 또한 외자도입 심의의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상공연맹 

회장 등을 맡았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에 두산은 생활문화산업분야로 진출하였고, 건설, 기계, 전자사업 

에서도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는다.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시장의 개척에 더욱 주력하게 된 두산은 출 

판, 광고 등의 신사업 진출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면서 21세기률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1■두산그룹사 상 • 하』. 두산그룹기획실, 1989.

박용곤.「배오개 에서 세계로」. 두산그룹기획조정실 , 1996.

어윤대 （魚允大）.『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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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동양맥주가 발행한 4000만환 행운권. 1959. 4. 8.

0B맥주와 시날코를 판매하던 때의 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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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맥주에 대항해 지상에 게재한 흥보물. 

조선일보. 1958. 12. 28.

한국맥판에서 시행한 컴 비네이트광고. 1963.

올림픽 공식 맥주 광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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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I 二하｛码篇자인 11 ■ 광고디자인 M 광고대행사 j

두산그룮 I 삼성그룹 I 쌍용그릅 | 대구고릆 | SK그틉 I

用 E 0J IS IS

［명칭］ 삼성그룹

［설립연도］ 1938년

[전화] 02-751-2086

[FAX] 02-751-2083

1938. 3 삼성상회 창립（대구）

1948. 11 삼성물산공사 설립（삼성물산 전신）

1951. 1 삼성물산 설립

1953. 8 제일제당 설립

1954. 9 제일모직 설립

1958. 2 안국화재 인수（93년 12월 삼성화재로 상호변경）

1963. 7 동방생명 인수（89년 7월 삼성생명으로 상호변경）

동화백화점 （現 신세계 백화점） 인수

1965. 4 삼성문화재단 설립 인가

1965. 9 중앙일보 창간

1965. 10 새한제지 인수（68년 8월 전주제지로 상호변경）

1966. 5 고려병원 설립（68년 11월 준공, 개원）

1966. 12 중앙개발 설립（97년 10월 삼성에버랜드로 상호변경）

1969. 1 삼성전자공업（주） 설립（84년 2월 삼성전자로 상호변경）

1969. 12 삼성 산요전기 설립（75년 3월 삼성전기로 상호변경, 77년 3월 삼성전자에 흡수합병）

1970. 1 삼성 NEC 설립（70년 3월 삼성전관으로 상호변경）

1972. 7 제일합섬 설립

1973. 1 제일기획 설립

1973. 5 임페리얼 설립（11월 호텔신라로 상호변경）

1973. 12 삼성코닝 설립

1974. 7 삼성석유화학 설립

1974. 8 삼성중공업 설립

1976. 11. 1 중앙일보 계간미술 창간

1977. 2 삼성종합건설 설립（93년 7월 삼성건설로 상호변경, 95년 12월 물산에 합병）

1977. 4 삼성조선 설립（83년 1월 삼성중공업에 합병）

삼성전자, C이or TV 수출개시

1977. 8 삼성정밀 설립（87년 2월 삼성항공산업으로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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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2 한국반도체 인수（78년 3월 삼성반도체로 상호변경）

1978. 4 중앙엔지니어링 설립（91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 상호변경）

1980. 4 한국전자통신 인수（82년 12월 삼성반도체통신 상호변경）

1981. 1 한국안전시스템 인수（96년 3월 에스원으로 상호 변경）

1982. 2 삼성라이온즈 설립

1982. 4 호암미술관 개관

1983. 6 삼성시계 설립

1983. 12 삼성반도체통신, 국내최초 64K D램 개발

1985. 5 호암아트휼 개관

삼성데이타시스템 설립（97년 4월 삼성SDS로 상호 변경）

1988. 3 KOCA 카드사 인수（5월 삼성신용카드로, 95년 9월 삼성카드로 상호변경）

1988. 5 삼성종합화학 설립

1988. 11 삼성전자, 삼성반도체통신 흡수합병

1989. 7 삼성비피화학 설립

1990. 1 첨단기술연구소 개소

1990. 7 제주 호텔신라 개관

1990. 8 삼성전자, 16애 D램 개발（92년 6월 세계최초 시제품 개발）

1991. 11 계열사 분리（신세계백화점, 전주제지, 고려병원）

1992. 1. 7 삼성그룹 미국 맨해튼에 '삼성' 네온광고 점등

1992. 3 삼성전자 10.4인치 TFT-LCD 개발

1992. 8 삼성전자 세계최초 64애 이램 개발

1992. 9 국제증권 인수（현 삼성증권）

1992. 12 *92 한국방송광고대상에서 그룹PR광고 '아버지편' 작품상 수상

1993. 3 그룹 제2창업 제2기 선언（그룹 신 CI 도입）

1993. 6 계열사 정리（제일제당 등 10개사 분리 및 합병）

1994. 3 삼성아트디자인학교（SA이） 설립

1994. 7 한국비료 인수서0월,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변경）

1994. 8 삼성전자, 세계최초 256M D램 시제품 개발

1994. 8 그룹, 미 포천 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4위 기록

1994. 9 삼성디자인연구원（IDS） 출범

1995. 5. 5 삼성어린이박물관 개관

1995. 9. 22 삼성디자인연구원 개원

1995. 10. 31 삼성그룹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1995. 11. 2 삼성영상사업단 출범

1996. 1 64M D램 양산 개시

1996. 5. 27 신라호텔 새로운 CI 발표

1996. 6 전자, 세계최초 신규격 TV 명품 플러스원 개발

1996. 11 성균관대학 재단운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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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이피모건 투신운용주식회사 설립（97.7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사명 변경）

1996. 12 삼성전자, 세계 최고속 CPU 알파칩 개발

1998. 1 삼성 경영혁신 계획 발표

1998. 2 삼성전자 세계 최초 128M 싱크로너스 D램, 128M 플래시 메모리 개발

1998. 5 삼성전자 256M D램 세계 첫 생산

1998. 6 삼성전자 4G 반도체 전 공정기술 개발

1998. 7 삼성전자 세계 최소형 반도체패키지 기술 개발

연구내용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형선된 기업체군이다. 그룹의 출발은 1938년 3월 대구에서 이병철이 

세운 삼성상회이다. 삼성상회는 당시 자본금 2만원（圖）에 설립되어 대구 특산품인 능금과 동해의 건어물을 취급하 

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였다. 1948년 11월 서울에서 

삼성상회를 바탕으로 한 삼성물산공사가 설립되었으며 1952년 1월 부산에서 삼성물산주식회사로 개칭되었다. 그뒤 

1953년 8월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1954년 9월 제일모직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룹형성의 초석이 놓여졌다. 이 

그룹의 사업분야는 크게 무역, 제조업, 전자, 중화학, 건설, 보험, 서비스 등 1988년 12월 까지 26개 회사로 구성되 

어 있었다.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동구권과 

중국 등에도 진출을 서둘러 공장설립과 무역거래 등을 추진하였다.

삼성그룹은 1965년에 제정한 그룹마크와 두남체（斗南體）로 쓰인 로고를 그룹의 심벌로 삼아 27년 동안 사용해 

왔다. 그런데 심벌 형태나 디자인이 국제 감각에 맞지 않는데다가 일부 관계사들이 독자적인 CI를 추진함으로써 

그룹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분산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들이 홭발 

하게 해외에 진출했으나 서로 다른 심벌과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의 통일된 이미지를 세계인듈에게 심을 수 

없었다. 한편 제2창업 선언을 계기로 세계 초일류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성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와 로 

고를 변경할 필요도 생겼다.

1991년 3월에 발족된 그룹。추진팀 이 세계 5대 이업체의 하나인 L&M사률 파트너로 선정하고 과학적인 이미지 

분석과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많은 검토와 논의 끝에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삼성 을 만듈어 나 

가기 위해 관계사별로 상이하게 사용했던 심벌마크를 폐지하고 인지도가 높은 워드마크를 새로 제정했다. 삼성의 

영문자를 중심으로 디자인한 워드마크는 세계제일주의, 기술주의, 고객중시, 혁신, 사회에 대한 책임 등 다섯 가지 

핵심가対를 함축하고 있다.

삼성의 워드마크는 타원이 비스듬하게 처리돼 있어 동적인 느낌, 혜성과 같은 느낌, 혁신적인 느낌을 준다. 바 

탕색인 청색은 안정성과 믿음직함을 뜻하는데, 'Pantone 286 C'라고 불리는 이 삼성 고유색은 '세계제일주의 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상징하기도 한다. 영문 로고의 디자인이 정교하게 처리된 것은 기술주의를 나타내기 위함 

이며, 전반적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대하는 평범한 인상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시의 핵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의 워드마크는 타원형과 색상, 삼성（SAMSUNG）이라는 글자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을 표 

현하는 아이덴티티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마크 안의 문자를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표기해, 세계 어디서나 같은 

발음으로 읽혀지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워드마크의 디자인은 유연성과 단순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주와 세계 무대를 상징하는 타원을 비스듬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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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S자와 G자의 터진 부분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기운이 통하 

게 함으로써, 세계와 호흡하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영문 로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정교하게 

처리해 기술주의의 고객지향 의지, 첨단기업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했다. 워드마크의 기본색상은 기 

존의 그룹 색상이던 청색을 그대로 유지해서 영속성을 가지도록 했다. 그룹 공통색상인 청색(Pantone 286 C： 
M80%+C100%)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으로 고객과 보다 친숙해지려는 세계 제일주의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을 상징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 과 '사회 공헌'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광고를 집행해왔던 삼성전자는 1997년 4월부터 '또 하나 

의 가족 이란 컨셉트로 '기업과 고객간의 감성 교류 란 측면의 새로운 기업이미지 광고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첨 

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보다는 '고객과 친근한 기업 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낸 이 광고는, '또 

하나의 가족'이란 따뜻한 컨셉트가 불홤기의 소비자 심리에 적절히 맞아떨어진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 

의 마음을 잡아끄는 적절한 상황을 위트있는 카피와 시원한 비주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삼성전자 제품이 소비자의 생활 속에서 햄복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었다. 삼성전자 

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제일기획의 광고 10팀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행복한 상황을 소재로 '휴대 

폰편과 '쥬라기 공원편을 제작했다.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통해 딸의 탄생을 아는 순간과 PC오락을 하고 있는 

손자와 할머니의 재치있는 대화를 보여준 두 광고는 모든 소비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적절히 짚어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집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인형 편은 같은 컨셉트로 또 다른 크리에이티비티를 선보인다. 10대 

에서 30대를 타깃으로 했던 전편과 달리 30대 후반을 타깃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종이 인 

형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70년대 초반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옛 항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한 이 광고는 TV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 한 집에 모여서 TV를 보던 상홤을 재미있게 연출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나무 평상이나 기와지붕의 선, 메주, 항아리 등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마을을 그대로 재 

현해내고 있어 '전형적인 한국 광고 라는 평을 받았다.

시원한 레이아웃과 재처있는 카피, 따史한 소재로 기업의 메세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이 기업이미지 광고는 

가족간의 분리를 유발시키는 전자제품을 오히려 행복의 매개체로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인형'편에서는 소비자들 

로 하여금 직 간접적인 경험을 회상시켜 공감케하는 등 광고의 순기능 측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고문헌

삼성 60년사 편찬위원회.「삼성 60년사」. 삼성 회장비서실, 1998.
강정원.「삼성전자의 기업광고 '또 하나의 가족 편」.「월간 디자인』199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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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별표국수의 상표

제일모직 옥외광고. 1956.

주부 여러분!

• 酷 ■비，厶

금반 픠사애서는 백서표 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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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개발의 지하수 개발 신문광고. 1977. 2.제일제당

제일제당 광고전단. I960.

'휴먼테크' 광고 국내 최초로 클리오（C니0） TV광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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亠
美

味

優

良

一—
:!
嗜
—쁦

恒

8
 2

3
 5

3
 7

576



기업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千장니자7 ■■目国龜回

두산ZL릅 | 삼성그룹 | 쌍용그룹 | 대우그릅 I SK그륩 I

田 阴 助 困 ⑸ E ⑦ 囲 ［회

쌍용 S
［명칭】 쌍용그룹

［설립연도】 1939년 3월 15일

［전화］ 02-2270-5063

［FAX］ 02-2278-4205

연혁

1939. 3. 15 삼공유지합자회사 설립, 사장에 김성곤 취임

1951. 3 승리기계제작소 설립

1954. 3. 4 하동환자동차제작소 설립

1954. 3. 20 연합신문 인수

1954. 7. 31 금성산업주식회사 설립

1972년 쌍용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2. 12. 6 동방자동차공업(주) 설립

1966. 7. 5 주식회사 승리기계제작소 법인 설립

1972. 3. 20 금성산업, 쌍용산업주식회사(Ssangyong Trading Co., Ltd.)로 상호변경

1973. 4. 6 고원개발주식회사 설립

1973. 6. 4 고원개 발, 유국개 발주식 회사로 상호변경

1973. 8. 9 동성개발공업주식회사 설립

1974. 7. 31 쌍용그룹, 기관산업대상업체로 선정

1974. 9. 25 동양중전주식회사 설립

1975. 12. 3 쌍용양회, 쌍용중앙연구소 설립

1975 주식회사 쌍용으로 상호 변경

1975. 12. 21 용평리조트 개장, 주화관광호텔 개관

1976. 1. 5 삼화제지 , 쌍용제지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6. 1. 6 한 • 이 석유주식회사 설립

1980년 쌍용정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6. 12. 24 쌍용중기주식회사 설립

1980년 쌍용중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6. 12. 26 쌍용중기, 진일공업주식회사 인수

1976. 12 동양중전주식회사 인수

1977. 3. 4 주식회사 쌍용, 승리기계제작소 인수

1994년 3월 쌍용중공업에 합병

1977. 8. 22 동양중전 ,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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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0. 13 한 • 이석유, 한국 • 이란석유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7. 10. 18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 설립

1986년 쌍용건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7. 11. 3 （주）쌍용, 성풍전자（주）를 인수, 승리전자공업주식회사 설립

1978. 6. 1 쌍용종합건설, 유창건설（주） 흡수 합병

1978. 10. 5 쌍용해운주식회사 설립

1978. 12. 29 쌍용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설립

1979. 5. 15 쌍용스카트제지주식회사 설립

1982년 쌍용제지주식회사에 홈수 합병

1979. 7. 3 （주）쌍용, 한국종합전시장에 쌍용관 설犬!

1979. 12. 24 범아석유주식회사 설립

1980. 6. 28 한국•이란석유, 쌍용정유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0. 10. 29 쌍용중기 , 쌍용중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0. 11. 1 쌍용전기, 효성중공업（주）에 인도

1980. 12. 1 쌍용스카트제지, 상업생산 개시

1981. 12. 8 우신정보산업주식회사 설립

1980. 12. 29 쌍용그룹, 품질관리본부 발족

1981. 12. 8 우신정보산업주식회사 설립

1981. 12. 31 쌍용제지, （주）소피아 합병

1982. 7. 19 쌍용제지, 쌍용스카트제지（주） 흡수합병

1982. 10. 20 홍보실, 그룹 기구로 확대 개편

1983. 9. 22 쌍용그룹, 호성증권주식회사 인수

1983. 12. 16 효성증권 , 쌍용투자증권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4. 11. 13 쌍용그룹, '84한국광고대상 종합일간지부문 금상 수상

1984. 12. 12 동아자동차, （주）거화의 경영 인수

1986. 1. 21 쌍용종합건설 , 쌍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6. 7. 1 동아자동차, （주）거화 합병

1986. 7 쌍용양회, 세라믹 절삭공구 상표제작 및 등록（CERABIT, SSAFINE）

1986. 10. 1 쌍용그룹, 동아자동차주식회사 인수

1988년 쌍용자동차로 상호 변경

1986. 12. 18 쌍용건설, 남광토건주식회사 인수

1987. 4. 14 （주）쌍용, 코란도 유럽지역에 첫 수출

1987. 6. 1 쌍용양회, 쌍용건설용화사업부 인수

1988. 3. 4 동아자동차 , 쌍용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8. 4. 1 쌍용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89. 2. 28 동성개발, 주식회사 쌍용정공으로 상호 변경

1993. 12 （주）쌍용, 청도상용복장유한공사（靑島雙龍服裝有限公司） 설립 （혁의류 공장）

1994. 3 쌍용화이낸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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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8 쌍용제지 , 합작투자사 쌍용유니참주식회사 설립

1995. 5. 4 쌍용자동차, 서울모터쇼 참가

1995. 11. 8 성곡미술관 개관

1995. 12. 13 쌍용그룹,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1996. 7. 19 쌍용자동차, 코란도 신차 발표

1996. 12. 2 쌍용자동차 무쏘 생산 10만대 돌파

1997. 4. 14 쌍용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창업

1997. 6 쌍용자동차 무쏘, 유엔 군용차로 선정

1997. 10. 14 쌍용자동차, 대형승용차 체어맨 출시

1997. 10. 25 쌍용제지, 美 P&G에 매각

1997. 12 쌍용양회 美 리버사이트 시멘트社, 美 텍사스 인더스트리社에 매각

1997. 12 우진산업 편입

1998. 1. 9 쌍용자동차, 대우그룹에 매각

1998. 4 서해에너지 편입

1998. 7. 15 쌍용건설, 남광토건 본사 조직 통합 운영

1998. 9. 18 쌍용투자증권, H&Q AP社에 매각

1998. 11. 12 쌍용건설, 남광토건 워크아웃 대상 선정

1998. 11. 15 범아석유, 영업거래 종료 쌍용정유에 통합

연구내웅

쌍용은 7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 말까지 쌍용정유 • 쌍용중공업 • 쌍용건설이 차례로 설립되어 이를 소재로 한 

단발형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해도 기업정보 테마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1977년에 나온 ■번영 

을 향한 쌍용의 의지”, 그룹 차원의 C.I.P•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음을 알리는 1978년에 나온 "쌍용은 새로와지고 

있습니다”, 1979년에 나온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같은 것듈이 있었는데 소비재가 거의 없고 시멘트 • 정유 • 기계 

등 기간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접어들 무렵까지 광고의 주된 흐름은 회사의 능력, 사회적 

봉사, 판매실적 등을 PR하기 위한 광고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성장을 과시하고 상품을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이념과 경영철학을 내 

세우려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분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 

남은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와 같은 인화존중의 맥락에서 제작된 일련의 광고는 당시 공해문제, 농촌인구의 도 

시집중, 물질만능 풍조, 인간경시 풍조 등 급성장한 우리사회의 병폐적 요인에 대해 기업이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치유의 방책을 모색하는 전환점의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을 계기로 내놓은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멘트 킬른의 내화연와를 보게 하느라 땀흘리는 김종석씨, 베네수엘라로 보낼 선박에 철판을 용접하는 이선일 

씨, 신제품 JS 1000 A형 카세의 부품을 점검하는 구미공장의 김선회 양, 쌍용의 화물을 수송하느라 얼굴이 검게 

탄 선원 이춘만 씨, 수출용 와이셔츠에 마지막 단추를 달고 있는 안양공장의 손해원 양, 최고의 품질을 위해 품질 

관리실에서 실험기기와 从I름하는 정문길 从I, 억척스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상사원돌… • 쌍용은 이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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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올해（1985년） 10억달러 수출의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쌍용 

은 수출의 최일선에서 땀훌려 일한 모든 분들, 특히 중소기업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 

다”라는 문안과 더불어 일러스트로는 쌍용의 각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27명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사진을 쓰고 있 

匚卜. "우리 기업을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하는 보편적인 테마지만 그 공을 종업원에게 돌리고 쌍용을 도와준 

중소기업에게 돌리고 있다.

2탄으로 선보인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기업의 저력이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한 저력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욱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힘이어야 합니다. （…）쌍용의 저력은 바로 미래의 쌍 

용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쌍용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쌍용은 앞으로도 사회의 반영을 위한 튼튼한 뿌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 광고의 핵은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쌍용의 기업 이 

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쌍용의 저력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일련의 광고의 마지막 작품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강강수월래를 

추고 있는 소녀들의 사진을 중심부에 놓고 "만남은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단 것이었다.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쉽게 쌍용이 인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사진은 주목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만남은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헤드라인과 잘 조화되어 있었

보디카피를 보면, "발전의 참다운 원동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력,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의 손길이, 사랑 

의 손길이, 협조의 손길이, 서로 맞닿는 곳에 위대한 저력은 싹트고 그 열매는 영글어 갑니다. 쌍용은 사람과 사람 

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만남은 곧 이해, 사랑, 협조 그리고 저력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로 더이상 손 

댈 필요없는 완벽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쌍용기업이 1984년부터 실시한 기업 이미지 광고는 한국의 기업광고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 이전에는 '우리 

회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업소개의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의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추출하여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그 기여도률 기업과 연결하여 호의을 얻으려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 

게 된 것이다.

쌍용은 민족적인 과제를 기업광고의 테마로 잡아 일련의 감동적인 광고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1984년 5월 국 

i 내 일간지에 게재된 스승의 날의 도시락 광고는 커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다. 광고문은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 

L4'로 보리밥에 짠무김치 몇쪽, 밥위에 얹힌 스텐레스 젖가락과 이런 도시락 그림 2개로 그 형식은 특별한 점이 

없지만 속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못싸온 제자에게 넘겨진 도시락이라는 내용은 청소년 시절의 스승의 은혜를 회고 

하게 하여 가슴을 찡하게 하는 글귀이다. 스승의 날에 맞춘 기업광고로 당시 중년충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 

다. 이 광고는 오랜 구상 끝에 나온 것으로 처음 기획한 것은 '79년말이었으며 2차로 기획을 진척시킨 것이 '83년 

12월이었고 제작에 착수한 것이 '84년 2월로 기획에서 집행까지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도시락 광고가 나가자 각 신문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벌겋게 김치국물이 밴 그 옛날 도시락보 생각이 떠오 

르게 하며 이런 사랑도 체험으로 배우며 눈물겹게 자란 전후（戰後서I대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보람있는 일을 

맡고 있다는 내용에 많은 신문 칼럼에서 우리나라 광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폭제로 환영했다.

이는 광고제작의 형식과 기술의 내면 성숙성이 광고 의도의 효과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을 지식인들이 공감했 

음을 보여준다. 당시 중앙일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광고예술 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떡장사식 광고, 

설교식 광고, 진정서식 광고에 좀 식상해 있다. 신문의 칼라인쇄, 칼라TV가 일상화한 요즘에 광고의 기법도 땟물 

을 벗을 때가 되었다. 더구나 기업의 사업이 다양화하고 상품의 가짓수도 백화요란（百花燎亂）한데, 문제는 그 기 

업의 공신력과 성가（聲價）이지 떠벌이는 광고로는 당해낼 수 없다. 광고 효율의 문제인 것이다. 광고를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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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 복잡한 세상에 신선한 감동과 즐거움에 눈길을 주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평했다.

이러한 광고률 기획한 동기는 초기단계에서는 "쌍용도 다른 기업과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것으로 

만듈었으나 보다 차원 높은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무엇을 테마로 하나 고민하다가 올바른 가大!관의 확립,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테마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이 도시락 광고는 '85년에 한국 광고계가 거둔 최대의 

수확으로 평가되었다.

도시락 광고에 이어 쌍용은 또 하나의 걸작을 내 놓았다. ■둘째 사위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헤드라인이 들어 

간 광고였다. 도시락 광고가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그 빛에 가려 클로즈업 되지는 않았지만, 쌍용 광고크리에이터 

의 실력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문제작이었다. 어른 • 아이들의 구두, 운동화, 고무신 열 몇 켤레를 늘어놓은 사진이 

우선 시선을 끈다.

"다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방학 때 다녀간 손주녀석둘은 끼리끼리 모여 힘자랑을 펼칩니다. 이 

야기 꽃이 핍니다. 유도선수 아무개가 장가률 들었다느니, 기름이 펑펑 쏟아지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느니… 그러 

나 장모님의 가슴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올 추석에도 둘째 사위네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두살 어린 나 

이에 조합장 영감님 손에 홀로 맡겨져 빗발처는 총알 사이를 또고 남으로 내려왔던 우리 둘째 사위, 억척으로 살 

아온 30여년 세월, 지난 봄에는 제법 참한 철물점 하나 세워 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올해도 이 자 

리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진각 망향의 제단 앞에서 북녘을 향해 엎드 

려 울고 있을 둘째 사위의 모습이 눈앞 가득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시락 광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카피로 38선을 넘어 남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광고 이상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광고였다고 평가된다. 이 외에 유니크한 광고로 ''우리 새댁이 카라카스로 떠난다•라는 헤드라인의 광고와 

사람의 마당' ,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등 몇개의 후속 기업광고들 역시 좋은 평을 받았다.

1985년은 '청소년의 해'였으므로 쌍용의 기업광고 테마도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신문을 비롯한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획특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사들이 청소년 

교육과 그 문제성을 피상적으로 다루었거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쌍 

용의 기업광고는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다. 8월에 게재된 이 광고에서도 바로 이런 직접적인 청소년 교육의 

허상을 깨우쳐 주었다. 어느 학부모의 초대률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그 집 응접실에 앉아 차마 못 볼 장면을 목격 

한 것으로 바디카피는 시작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덩치 큰 아빠와 권투놀이를 벌이는 가운데 일어난 

장면이다.

아이는 사납게 두들기고 아빠는 열심히 맞다가 응접실 바닥에 벌렁 자빠지면서 "그래 아빠가 졌다. 우리 철이 

센걸하며 일어나는데, 아이는 아빠의 목을 타고 누르며 •야 너 항복하지?. 주방에서 나오다 이를 본 엄마는 교 

장선생님 저회집은 언제나 이렇게 자유스럽답니다. 아빠가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늘 저렇게 친구가 되 

어주지 뭐예요.''

자유가 무엇이고 민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집 학부모의 행복해서 못살겠다는 표정에 교장선생님은 

그저 아연했을 것이다. 이 광고에는 우축 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아동 문학가들이 발표한 사례중에서'라는 캡 

션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실화률 소재로 한 것이다. 이런 유의 실화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보다 더한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이 기업의 광고는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다.

당시에는 8학군, 대학입시, 내신성적, 과외공부, 전교조, 교육행정 등 많은 단어들로 대표되는 학교 교육문제는 

사회 각 계층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1987년 5월의 광고는 그런 교육풍토 속에서, 부모의 지나 

친 교육열 때문에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 

질 것을 준엄하게 제언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 청소년을 청소년답지 못하게 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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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넘쳐나는 책가방을 보여주는 비주얼에서도 교육의 문제성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광고의 카 

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회현상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요 충고임을 나타 

내고 있을 뿐이다.

쌍용의 기업정신은 신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사보의 기본적인 테마, 그리고 

쌍용그룸의 각종 홍보물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1988년 2월에 게재된 이 기업광고의 테마가 바로 그 신뢰였다.

‘55분만 있다 라는 헤드라인에서부터 그런 이미지는 강하게 느껴진다. 비스듬히 누운 시계에서 55분을 가르키는 

분침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바디카피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다. 평범한 말과 비유를 사용하면서도 신선하다 "쌍 

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습니다.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 생활 언제부터인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둑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는 쌍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습니다.” 이 

보디카피는 고객과의 약속을 5분 먼저 지키는 쌍용의 김과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설득력 있게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7년 동안 모두 14회 실시되었는데 그중 5월에 가장 많이 게재되는 이유는 5월에 어린이날, 어버 

이날, 스승의 날 등과 같이 광고 테마가 될만한 행사가 가장 많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990년 5월에 나온 기업광고도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 

들에게는 바로 걸으라는 어미 게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어 

른들의 솔선수범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원모집 광고도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다. 쌍용은 사원모집 광고를 2단계로 나누어 1차로 쌍용이 인재를 얼마 

나 중시하는가를 말하고 2차로 모집요강을 따로 알리는 수법을 썼다. 그 1차 광고는 다음과 같다.

"힘찬 젊음과 안정된 저력이 만나는 곳- 쌍용., "한 기업의 저력이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산 

업을 주축으로 하는 쌍용의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대학인의 힘찬 젊음, 또한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존중하는 쌍용은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온 그 숨은 힘과 끈기로 한 젊은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서서히 꽃피워 열매 맺을 수 있도 

록 지켜줍니다만…)”

이 광고는 진을 입은 젊은이가 가슴을 활짝 편 사진과 굵은 로프가 힘차게 묶여 있는 등 같은 내용의 카피에 

디자인은 두 가지로 달리 했다. 그리고 이 광고에서는 "신입사원 모집광고는 몇월 몇일 무슨 신문에 게재됩니다” 

하고 2차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쌍용의 기업광고 시리즈를 분석하면 흥미있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호화된 비주얼을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락 이야기에는 도시락이 나오고, 과보호의 우산 이야기에는 우산이 나온다. 시간 지키기에 

는 시계가 나오고, 과중한 학습 이야기에서는 무거운 책가방이 나온다. 비주얼이 광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광고 

전체률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독자의 체험이나 지식 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축적되어 있는 기호화된 

비주얼을 사용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광고가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카피에서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광고가 독자에게 매우 쉽게 읽히고 친숙하게 느껴진다.

셋째, 광고 테마가 공익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락 광고부터 시작된 그러한 공익성은 이제 쌍용의 

기업 이미지로 굳어가고 있다. 자사의 기업정신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테마는 공익성에 기초하여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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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의 기업광고 시리즈는 7년 동안 14편 밖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고풍토로 보아 그 숫자는 

I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쌍용은 한편 신중하게 집행하여 아이디어 선정단계도 치밀하고 수차례의 리뷰 

와 수정을 거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이 쌍용의 기업광고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쌍용이 홍보활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알려져 있다. 국내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기 

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부쩍 증대되었다. 국민은 또 사회구조에 미为는 기업의 공익성 내지 기 

업윤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업내부의 환경도 현저히 변화되었는데 기업들이 대형화함에 따라 상 

호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업조직 구성원의 일체감, 귀속감의 환기를 통한 총화참여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자체자립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다각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 

다.

1976년 6월의 쌍용그룹 홍보활동 기본계획안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홍보활동 개선방안이 전개되어 있는데 첫 

째, 종합조정실에 홍보업무전담반을 설치하여 각사별로 홍보요원을 임명하고 지역별 홍보체계률 정비 • 보강하고 

둘째, 연수 • 초청 • 파견교육과 사내 제조직을 통해 흥보의식을 체계화시키며 셋째, 대내 • 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률 확보하고 그룹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안이 작성되자 1976년 7월 1일 종합조정실 내 

에 홍보반이 신설되었고 1979년 2월 7일에는 종합조정실 홍보과로 승격되었다. '80년대에 들어 그룹 관련 대내 • 

외 각종 홍보업무가 폭주하자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2년에 회장직속으로 1실 1과의 그룹 홍보실 

： 로 확대되었다.

홍보실이 1실 2부 3과로 확대 • 개편된 것은 1986년 9월 15일이었다. 이때 성영소리사 홍보실장으로 취임하여 당

; 시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던 김태문실장으로부터 홍보업무를 인계받았다.

오늘날 기업홍보의 집약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심벌마크인데 초기에는 각사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1963년
8월에 한창교가 도안한 최초의 심벌 마크는 청룡과 황룡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해외시장에 쌍용양회의

시멘트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상징했는데 각사는 이 모양을 변형하여 10여년간 사용하였다.

70년대에 후반에 들어 쌍용은 해외시장에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기업 다각화에 따른 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섬에

따라 보다 확고한 기업 이미지 정립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그룹은 1977년 5월에 국내 그룹 차원으로서는 처음으

로 C丄P.(Corporate Identity Program)를 도입키로 하고 홍익대 권명광교수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여 약 10개월간

의 작업끝에 완성하여 1978년 3월부터 전계열사에 적용하였다.

새로운 심벌 마크는 용이 사실적인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용의 몸체 부분에서 전체적 형태를 유추하여 10개의

유니트로 구성됨으로서 중기계의 캐터필러를 연상시키고 중후한 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 심벌 마크와 대등하게 

기업의 통일된 이미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로고타입은 쌍용그룹 각사의 사명을 국문 • 영문 • 한문의

일정한 글씨체로 통일성 있게 제작하였다.

이 심벌 마크와 로고타입은 10여년간 사용되었다. 그런데 중기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너무 무거워 증권 • 컴퓨

터 • 자동차 등으로 업종다각화와 국제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창업 50주년을 맞아

그룹은 새로이 정립된 경영이념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자동차 • 증권 • 보험 • 제지 등 고객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

할 때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CIP를 제정키로 하였다. 1989년 3월부터 이를 적용하여 실시하게 된 새로운 심벌마크 

' 는 소비자에게 친근감이 가도록 부드럽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 되었다. 우선 '쌍용' 이라는 기업명에서 나타

； 나는 웅비하는 두 마리의 용을 상징하는 독특한 표기방법을 부각시켜 쌍용만의 독창성을 강조하였으며, 마크의 상

하로 그려진 곡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의 음양을 나타내어 한국의 기업임을 표현하였다. 좌측 S의 회색은

: 기간산업을, 우측 S의 적색은 첨단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 기업과 소비자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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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인화까지를 함축하는 고도의 상징성을 보였다. 이 CIP 개편작업은 디자인포커스와 홍콩의 그 

래픽 커뮤니케이션사가 '87년 10월부터 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88년 10월 심볼, 로고, 컬러 등 기본편을 완성했다.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쌍용오십년사편찬실 .「쌍용오십년사』. 쌍용오십 년사편찬위원회 , 1989.
「쌍용의 기업광고: 변혁기를 맞은 기업광고」.「월간 디자인」1985년 5월호.

「쌍용그룹 CIPj.『월간 디자인』198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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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둘째사와는 에다I 있읍나4?

綜
■"8

기업광고 시리즈.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 . 1984 . 5. 둘째사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 1984 . 9.

행복해서 못 살겠다지만…'. 1985. 8.

“한꺼번*！ 두자는 찍을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두 자는 찍을 수 없습니다 • 1989. 7.

'55분만 있습니 다 • 1988. 2. 너회돌은 바로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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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3荔픽q元인 포장디자읻 | ■■目邑窗您― : 광•고다！행사 |

두산그룮 | 삼성그릅 | 쌍용口읍 1 대우그룹 | SK그릅 1

ffl .2 W 4 [5； 6；

［명칭］ 대우그룹

［설립연도］ 1967년

연혁

1967. 3 창업

1969. 8 시드니지사 개설（대우 최초의 해외지사）

1969. 9 싱가폴지사, 뉴욕지사 개설

1969. 11 제5회 수출의 날 대통령상 수상

1970. 11 제7회 수출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훈

1971. 11 제8회 수출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1972. 11 제9회 수출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1973. 11 제10회 수출의 날 수출유공 대통령기 수상

1974. 11 제11회 수출의 날 억불 수출의 탑 수상

1975. 5 종합상사 지정- 상공부 고시 '종합무역상사 지정 등에 관한 요령 에 의거

1975. 11 제12회 수출의 날 최다액 수출유공 대통령기 수상

1976 '대우' 기업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

대우너 대한전선T 대우전자로 이름을 바꿈

대대적인 광고를 전개해 대우전자가 금성, 삼성과 어깨를 겨누는 전자회사로 성장

1976 1단계 '미래창조의 대열 시리즈 기획

2단계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리즈 기획

1976. 11 제13회 수출의 날 3억불 수출탑 수상

1977. 11 제14회 수출의 날 4억불 수출탑 수상

1978 최초의 플랜트 수출 수주

International Tyre Manufacturing & Distribution Co., Ltd.(수단 타이어공장)

1978. 11 제 15회 수출의 날 6억불 수출탑 수상（수출실적 1위）

1979. 11 제16회 수출의 날 10억불 수출탑 수상

1981. 11 제18회 수출의 날 15억불 수출탑 수상（4년 연속 최다액 수출）

1982 3단계 ' 세계속의 대우 시리즈 기획

1982. 1 주식회사 대우 출범（대우개발（주）와 합병）

1982. 11 제19회 수출의 날 20억불 수출탑 수상

1983. 6 국내 최초 월수출 5억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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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1
1984. 9
1985. 1
1987. 8
1988. 1

1989. 6
1989. 7
1990. 1
1990. 12
1991. 10
1992. 6
1993. 2
1993. 5
1993. 7
1995. 5
1995. 10

1995. 11
1996. 6
1996. 11
1998. 11

제20회 수출의 날 25억불 수출탑 수상

인도네시아 무수프탈산(P. A.) 플랜트 합작 투자 계약

나이지리아에서 질소 비료 플랜트 수주

미얀마 철도차량 공장 준공

동베를린 지사 설刀

공산국가와 본격적인 교역 추진

인도네시아 종합섬유합작공장 설립 계약

잠비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봉제공장 설립 계약

모스크바 지사 설치

미얀마 합판제조공장 합작 설립 계약

북경지사 설치

중국 대련 가방 • 텐트공장 본격 가동

국내 최초 페놀 플랜트 중국 수출 계약

베트남 농약원제 생산 합작공장 설립 계약

*93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인간과 과학관' 개관

국내기업 최초, 대북 협력사업 정부 승인 획득

국내 종합상사 최초, 중국 지주회사

난생대우유한공사 설립

중국 남경 판유리 합작생산 공장 준공

베트남 최초 타포린 합작생산 공장 준공

앙골라 대규모 유전 발견(지분 11.67%)
제33회 무역의 날 100억불 수출의 탑 및 금탑산업훈장 수상

제35회 무역의 날 150억불 수출의 탑 수상

연구내용

대우그룹은 1967년 대우실업을 모체로 시작되었다. 대우는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넓은 해외시장에로의 진출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60년대는 수출입국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으 

며 '80년대는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및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항 

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 대우는 회사설립 당시부터 이미 디자인과 광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 왔으며 그 모체는 

대우실업 당시의 품질관리부 소속 '디자인실'이었다. 이러한 부서의 설치는 당시 도안이나 응용미술 정도로 인식 

되던 사회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 당시의 멤버 중 윤찬용과 최영수가 디자인 제 

작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76년 대우그룹은 내수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이에 발맞추어 당시로서는 단연 

선두라 할 수 있는 기업 PR신문광고를 시작했다. 이 당시의 기업 PR광고로는 '미래창조의 대열' , '우리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등의 어린이 시리즈가 바로 그것인데 그 후로도 기업 PR은 계속 한국 광고계에 큰 이정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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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주기도 했다.

대우는 기업 PR을 시작하면서 '대우가족 이라는 신조어를 창안하여 기존의 그룹사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친밀감 

을 유도시켜 나가는데 주력했으며, TV CF 및 인쇄매체광고 등 전 매체를 망라하여 홍보할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 

갔다. 아울러 당시 TBC의 프로에 '내마음의 노래'라는 가곡프로를 새로이 기획하여 그 시간대에 대우기업 PR만을 

내보내는 식으로 회사 이미지률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게 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PR전략을 펼쳐나가 

기도 했다.

70년대 후반은 윤호섭의 주도하에 제작부의 확충기를 맞이한 시기이다. 이 때부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카피, 영 

화, 사진 등의 팀이 보강되었고 새로이 고문제도를 마련하면서 조영제를 위촉하여 경영층의 관심 및 디자인 방향 

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対기도 했다. 이러한 고문제도는 실무적인 차원을 떠나 경영진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년에는 대우가 수출 10억불 탑을 수상하던 때였고 이때 시작한 '세계속의 대우 라는 해외 시리즈 기업 PR 

광고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기획은 대우가 해외에 수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 

수요자로부터 직접 대우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를 듣는 식의 광고로서 당시 광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대 

표적인 작품이었다. 이것은 또한 막대한 제작비 투입을 과감히 시도한 것으로서 다른 기업에도 광고에 대한 예산 

설정의 개념을 뒤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당시 대우의 기업 PR은 대내 • 외적인 반응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기업 PR의 전형으로 아직까지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다.

1988년을 기준으로 대우그룹의 그래픽디자인 업무는 크게 기획조정실 제작부와 대우전자 제작부가 주도하고 있 

। 으며 기타 계열사는 판촉부 혹은 기획부 등에 그래픽디자이너가 한두명씩 있어서 각각 디자인 업무률 분담하여 수 

행하고 있다. 특히 기획조정실 제작부의 경우 대우전자를 제외한 그룹 전체의 제작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타 그 

룹사와는 달리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조실 제작부의 조직을 보면,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장（부장급） 아래 각각 그래픽, 디스플레이, 영상, 

슬라이드, 스튜디오 팀으로 세분하여 그래픽팀은 크리에이티브디렉터（차장급） 2명과 4명으로 구성된 아트디렉터 

（과장급）, 기타 그래픽디자이너들로 구성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대우전자 제작부는 부서장（차장급） 아래 크리에이티브, 기획관리, 디스플레이, 패키지, 사진 등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팀은 4명의 아트디렉터（대리급）가 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여타 그 

룹사와는 달리 하우스에이젠시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도 거의 광고 대행사와 같은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대우그룹은 크리에이티브 업무에 있어서 담당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업무 패턴을 

취하고 있다. 즉 디자이너가 기획에 직접 참여해서 모든 제작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고 관리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 

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지는 편이며 디자이너가 모두 업무를 주도하게 됨으로서 높은 크리에이티 

비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부서의 운용방법으로서 리뷰 보드 미팅（Review Board Meeting）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모든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이 모임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임에는 각 크리에이티브팀의 팀장, 담당자, 부서장이 참석하여 

담당자의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회의가 시작되는데, 미진한 부분의 수정 보완 및 최종 시안의 채택여부률 결정짓 

기도 한다.

'대우' 가 기업광고를 시작한 것은 1976년으로 그 무렵 '대우' 는 무역과 건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소비재 생산 

은 없었다. 그런데도 '대우 가 대대적으로 기업광고를 하자 ■소비재 생산도 없는데 왜 '대우 는 기업광고를 그렇 

게 하는가?''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후 '대우'가 '대한전선 의 전자부분을 인수한 다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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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전자 로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광고를 전개하자 '대우전자 는 단시일 내에 '대한전선'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 

피하고 '금성' , 삼성 과 어깨를 겨루는 전자회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도 꾸준히 기업광고를 계속함으로써 대중 속에 쌓여진 '대우 의 좋은 이미지가 '대우전자 에 플러스되어 그와 같 

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아무튼 '대우는 훌룽한 기업광고에 의하여 이미지가 깨끗하게 메이크업됐다. 그리하여 

'대우 가 하는 일을 대중이 이해하고 대우 가 하려는 일에 대중이 협력을 해주고 있다.

'대우'의 기업광고는 198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됐다. 1단계는 '미래창조의 대열 시리즈' , 2단계는 '어린 

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리즈' , 3단계는 '세계속의 대우 시리즈 이다.

1단계의 '미래창조 대열 시리즈 는 대우 가 하고 있는 사업을 부문별로 소개하는 것이었다. '대우 가 기업광고 

를 시작할 무렵인 1976년경만 해도 '대우 라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대우 

를 알리는 ■ '대우'는 무얼하는 기업인가?. 라는 이 시리즈는 기업광고의 개시 멘트를 넣는 광고로 적절한 테마였 

： 다.

이 시리즈에서는 ''우리의 작은 대화에서 미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1', "우리의 집약된 기술은 공업한국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낍니다. 그러나 땀과 노력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유용한 공간을 만 

듭니다” 등과 같은 헤드라인 아래 대우 가 하는 일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1단계의 기업 소개 광고가 끝나자 보다 차원을 높인 2단계 광고가 시작되었다. 2단계의 광고는 '대우'의 

꿈을 그려보는 시리즈로 •꿈을 실은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二 •꿈의 길목에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 •꿈의 무 

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등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대우 가 펼쳐나갈 미래의 설계도를 어린이의 꿈으로 표현하면 

| 서 '대우 의 꿈이 바로 어린이의 꿈, 어린이의 꿈이 바로 '대우 의 꿈으로 재치있게 연결시키고 있다. 일러스트레 

이션은 3세 정도의 귀여운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진, 그 장난감은 열차의 차량, 자동차, 항 

공기 등으로 이는 바로 '대우 가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손대고자 하는 사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레이아웃은 시리즈의 모든 광고들이 똑같은 패턴,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한눈으로 '대우'의 기업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나 특기할 것은 '대우'는 기업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내의 재벌돌이 혼히 쓰는 그룹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족이라는 친근감을 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대우그룹 이라면 '대우'자체만을 

뜻하는 것이지만, '대우가족 이라면 '대우 의 기업 자채는 물론, '대우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각 부품 공장, 대리 

점, 나아가 '대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됼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나 에서 '우리' , 우리 에 

j 서 '우리들 로 한발 앞선 표현이 대우가족 이다.

2단계의 광고가 끝나자 가장 야심적이고 또한 높이 평가받은 3단계의 광고 '세계속의 대우 가 이어졌다. '82년 

: 신문 게재로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 광고는 한국 기업 광고사에 빛날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걸작으로 광고가 목적한 

'대우 의 기업 이미지업에 크게 기여한 작품돌이었다.

이 기업광고를 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당시의 박종규 과장은 •이 시리즈 광고는 '세계속의 대우'를 광고를 

통해 강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지항적 기업 이미지 정립을 목적으로 한 이 광고는 '대우 가 무역으로 

보낸 제품, 그리고 '대우'가 만든 제품들이 세계 각국의 현지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세 

계 속에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심고 '대우 기어 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자는 것이죠. 또한 이 기업광고는 

이미지업은 물론이거니와 세일즈 활동을 측면으로 보조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제작은 그래픽, 카피, 사진을 각각 한 팀으로 3개팀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하여 취재토록했다. A조는 김현, 김 

진영, 김명규, B조는 박종규, 장돈, 임학규, C조는 이세영, 이영수였다. 제작팀은 미국, 중동, 동남아, 유럽 등 '대 

우'가 진출하고 있는 세계 여러 곳을 찾았다. 18개의 시리즈 가운데 아마도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인편일 

: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차창 밖으로 미소짓는 횐수염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진 다음, .'대우중공업 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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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에 수출한 공작기계에 대해 미국의 사용자가 만족하고 있다는 광고였다. 우리의 공작기계가 기계산업의 

본바탕인 미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이 광고는 담배를 물고 미소짓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진을 일러 

스트레이션으로 쓰고 있는데 퍽 인상적이었다.

이 시리즈 중 또하나 주목률이 높은 광고는 회사의 경비로 유학하고 있는 어느 유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행운이죠. 더우기 인재를 소중히 하는 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하나의 자부심이에요•''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세계속의 대우시리즈'는 카피 정책과 디자인 정책이 확립돼 있어 18개의 광고가 혼연일체의 통일감을 주었 

다. 헤드라인은 좀 길게, 보디카피는 헤드라인의 7〜8배 정도의 길이, 디자인은 위쪽 %가 사진, 아래쪽 %이 카피 

였다. 카피는 읽기 쉽게 횐 종이에 검은 먹으로 쳤으며, 사진 위에 글씨를 넣거나 하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은 것 

이 특징이었다. 기업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를 중량감있게 정통적인（Orthodox） 디자인으로 한 것이다. 사이즈는 모 

두가 5단통으로, 차별화를 위해 위쪽에 검은 선을 굵게 한 줄 그은 것도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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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대우전자 일간지 전단 기업PR.

Y ><>鄒* a屮雨寧？"： ： v

대우전자 영자기 전단 기업PR.

번영의 荚을

■ 今슨，■、•바 C

대우전자 일간지 전단 기업PR.

대우전자 1976년도 일간지 기업PR 시리즈중 일부.

대우전자 대학신문 광고 시리즈 • 기업PR중 일부.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지게차 광고 시리즈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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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I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i 그遊픽디자인 11 포장二자? ■ 광고디자인 광■고대행사 I

두산그류 । 삼성그룹 | 烈용그픝 | 대우그룹 | SK그룹 |

田2関国!5］

［명칭］ SK그룹

［설립연도］ 1953년 4월

［초대회장］ 최종건（崔鍾建）

［전화］ 02-729-4862

［FAX］ 02-729-4848

연혁

1953. 4 선경직물（주） 창립

1954. 7 인조견 안감에 '닭표' 상표를 붙이기 시작

1958. 5 본견 '봉황새 이불감 개발

1962. 2 협우산업（주） 인수

1966. 6 선경화섬（주） 설립

1969. 7 선경합섬（주） 설립（현- （주）SK케미칼）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개시（일산 7톤）

1973. 1 워커힐호텔 인수

1976. 2 선경합섬（주）, 선경화섬（주）을 흠수 합병

1976. 10 선경직물（주）, （주）선경으로 상호변경, （주）선경, 종합무역상사 자격회득 및 1억불 수출

1976. 11 선경화학（주） 설립（현- （주）SKC）
선경직물（주）, （주）선경으로 상호변경

1977. 8 선경건설（주）로 설립

1978. 4 선경화학（주）, 포리에스텔 필름 세계 5번째로 자체개발 성공

1980. 2 선경화학（주）, 세계 4번째, 국내 최초 비디오 테이프 제조기술 개발

1980. 11 （주）대한석유공사 인수

1980. 12 （주）홍국상사 인수

1981. 11. 20 그룹 홍보실 제작 '스매트 테이프 CF' 방송광고 우수상 수상

1982. 1 유공해운（주） 설립

1982. 8 선경화학（주）, 컴퓨터용 플로피디스크 개발

1982. 11. 1 그룹 홍보실 제작 기업PR광고 조일광고상 본상 수상

1982. 11. 29 그룹 홍보실 제작 기업PR광고 방송광고대상 기업 • 공공부문 최고상 수상

1983. 11. 24 그룹홍보실 제작 선경 기업PR광고, 제3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수상

1985. 9 선경화학（주）, 컴팩트디스크 및 CD-ROM 개발

1985. 12 （주）유공가스 설립

1987. 1 선경화학（주）, （주）SKC로 상호변경

1987. 2 (주)SKC, DAT(Digital Audio Tap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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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5 유공옥시케미칼（주） 설립

1987. 6. 25 （주）유공 자동차 엔진오일 5개품목 25종에 대한 API（미국석유협회） 서비스 심벌마크 사용권 획득

1988. 1 （주）유공, 마리브유전 개발, 원유 도입

1988. 2 새로운 CIS（Corporate Identific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새 로고타입과 심벌마크 제정

1988. 5 선경합섬（주）, （주）선경인더스트리로 상호 변경

1989. 6 （주）선경인더스트리, 은행잎 Gingk이ide 개발, 항공부품소재 Honeycomb 개발 및 PPS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1989. 10 （주）선경인더스트리, DMT/PTA공장 준공

（주）유공, 미얀마 친드원지역 뷸럭 C광구 단독 개발권 획득

유크로닉스사 설립（미국 현지법인）

1989. 12 （주）SKC, 세계 4번째로 광자기디스크 개발

1990. 1 （주）선경유통 설립（컴퓨터사업 및 생활용품사업）

1990. 5 선경정보시스템（주） 설립

1990. 10 (주)YC & C 설립 (Yukong Computer & Communication)
1990. 12 유공옥시케미칼（주）, PO/SM 공장 준공

1991. 2 선경제약（주）, KG시P 적격업체 승인

1991. 3 （주）선경인더스트리, 국내 최초로 고기능성 분리막 개발

1991. 4 대한텔레콤（주） 설립

（주）유공훅스 설립

1991. 6 대한텔레콤（주） 설립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 완성

（주）유공, 울산컴플렉스 제4정유시설 등 9개 신규공장 종합준공

선경건설（주）, 미국 이스트만코닥사로부터 폴리머 플랜트 수주（미국내 턴키베이스 수주 국내 최초）

1991. 8 （주）선경인더스트리, 세계 최초로 제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 개발

1991. 9 （주）선경인더스트리, 은행잎 엑기스 제조 품목허가 획득, 세계 2번째로 고속방사 영구제전사 개발

1991. 12 태평양증권（주）（현- SK증권） 인수

1992. 1 선경증권（주） 발족

1992. 9 기업PR광고 '10년을 앞서가는 시계' , 중앙광고대상 대상과 경향광고대상 은상 수상

1992. 10 선경 영문PR광고 •Perfect partner', 92한국일보 광고대상 특수일간지부문 금상 수상

1992. 12. 14 （주）유공 사보「유공』지, 한국사보대상전에서 편집대상 수상

1994. 7 한국이동통신（현- SK 텔레콤） 경영 참여

1995. 3 이리듐코리아（주） 설립

1996. 4 유공옥시케 미 칼, 환경친화기업지정

1996. 5 （주）SKC, 환경친화기업 지정

1997. 3 한국이동통신, SK 텔레콤으로 상호 변경

1997. 9 중앙생명（주） 경영 참여（현- SK 생명（주））

1997. 10 （주）유공, （주）유공가스, 유공옥시케미칼（주）, 유공해운（주）, 중앙생명（주）, 각각 SK（주）, SK가스（주）, SK옥시케

미칼（주）, SK해운（주）, SK생명（주）로 사명변경

（주）홍국상사와 SK（주）의 석유사업 영업조직 및 계열대리점을 통합하여 SK에너지판매（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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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주）선경, 선경인더스트리, 선경건설, 선경증권, 선경유통, 선경제약, 서해개발, 각각 SK상사, SK케미칼, SK건설,

SK증권, SK유통, SK제약, SK임업주）로 사명변경

1998. 1 신 CI 선포

연구내용

SK그룹은 주식회사 선경을 주축으로 형성된 기업체군으로 그룹의 출발은 창업자 최종건（崔鍾建）이 1953년에 선 

경직물주식회사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순수 민간기업을 창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선경은 제2창업기에 들어서면서 

: 그룹 각사에서 쓰고 있는 영문사명 표기는 아직 각각이어서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빚을 때가 있었다. 이에 선경은 

대외적 이미지를 재고할 목적으로 1975년 6월 1일을 기해 그룹 각사의 영문사명을 통일시켰다. 또한 선경의 고유 

사색을 '스카이블루 로 정하고 각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표 • 포장 • 표식물（標識物） 및 인쇄물에 

사용할 회사명의 한자체와 한글체 및 영자체를 중후한 환고딕체로 통일하고 심벌마크도 종전의 마름모 속의 영자 

체률 새로 결정한 영자체로 바꾸었다.

1988년 2월 선경은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CIS（Corporate Identific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새 

； 로운 심벌과 로고를 제작했다. 선경그룹의 코퍼리트 심벌은 코퍼리트 컬러, 코퍼리트 로고 타입과 더불어 기업을 

；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 표기로서 선경그룹의 CIS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선경그룹의 코퍼리트 심벌은 선경그룹 

； 의 공식적인 표시와 모든 시각 전달매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홭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선경그룹의 코퍼리트 심벌의 의미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기업 의지와 미래 

사회를 항한 세계 제일의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상징한다. 디자인 모티브는 수평선과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반 

복된 수평선은 첨단과학기술을 의미하며, 떠오르는 태양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서의 '선경 을 의 

미한다.

이 코퍼리트 심벌은 심벌로서의 식별성과 의미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이고도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되었다. 선경 

； 그룹의 국문 코퍼리트 로고 타입은 선경그룹 및 관계회사의 로고 타입을 총칭한다. 이는 코퍼리트 심벌 및 코퍼리 

트 컬러와 더불어 기업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각적 상징 표시로서 선경CIS의 중요한 요소이다.

선경그룹의 코퍼리트 로고 타입은 코퍼리트 심벌과 조화되어 선경그룹의 공식적 표시와 시각적 전달매체에 광범 

위하게 적용되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선경그룹의 코퍼리트 로고 타입은 기업 

I 이미지의 통일을 위하여 선경그룹과 관계회사의 코퍼리트 로고 타입이 동일한 서체로 제작되었다.

선경그룹은 인쇄매체 광고에서도 한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옛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업 PR을 대신해 왔다.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사람들 아는 것은 가마타는 즐거움뿐 가마메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네）, 도산 안창호（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딉니까）, 단재 신채호（무릇 대한인들아 이십세기 

： 신국민이 될지어다）, 백범 김구（내가 원하는 나라） 등 선인들의 말씀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 

이 광고의 여파로 많은 유사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옛 조상들이 보여준 창조정신■에서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대（測雨臺）, "잠자고 있는 민족의 슬기를 

일깨웁시다”에서는 해시계를 큰 사진으로 썼다. 이러한 광고둘이 광고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경그룹 홍 

: 보팀에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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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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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코리아 ! 하동똥신사굉고刀用실 I 만보사 | 오리콛 | 제일기획 I 연합강고 |

W 2 3： *

［명칭】 애드코리아

［설립자］ 김용중

［설립연도］ 1958년

연혁

1958

1962

1966

1968

1969

한국 PR연구소 설립

Pan Pacific PR 페더레이션의 회원으로 가입

국제 PR그룹의 설립에 참여

애드코리아 설립

일본의 제일컴튼 및 일본 제일기획과 제휴

연구내용

애드 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순수전문광고대행사이다. 그 전신인 한국PR연구소는 1958년 설립되었 

으며, 1968년 최초의 종합광고대행사로 탄생했다. 창립 당시 국내 광고계에서 15%의 클라이언트 Fee로 운영되는 

유일한 크리에이티브 에이젠시였던 애드코리아가 60년대의 광고계에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 

체(母體)인 '한국PR 연구소'의 축적된 실적으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PR연구소의 설립자는 김용중으로 그는 유한양행 학술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유한양행은 일제 때 

인 우리나라의 광고초창기부터 전문카파라이터와 디자이너를 두고 현대적인 광고제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 

가 이곳에 근무하면서 국내 광고계의 실정을 살펴보고 광고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한 몫을 담당한다는 의욕 아래 한국PR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국내 광고계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 

匚1.

한국PR연구소는 기업에 있어서의 PR문제와 마케팅의 선전광고 전략에 걸쳐 연구조사 및 컨설팅을 했다. 1987년 

을 기준으로 당시까지 정부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 1백 50여 개의 업체와 기관의 선전카운셀링을 맡 

았었다. 62년에는 팬 패시픽(Pan Pacific) PR 페더레이션(Federation)'의 프로페셔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64년 

에는 일본국제PR회사와 PR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또한 66년에는 '국제PR그룹 international PR Group of 

Companies Inc)'의 설립에 참여하여 주주회사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맹렬한 활동을 전개해온 PR연구소는 광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 그 

로 인한 결과 또한 좋게 나타나, 광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1961년부터 3년간 PR 연구 

소에서 개최한 국제C애페스티발을 통하여 CF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다.

'한국PR연구소'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용중은 '광고 라는 낱말보다는 'PR'이라는 단어를 즐겨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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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다. 그 이유는 매체사나 기업에서 광고를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 너무 눈앞의 상업주의적 이익에만 급급한 상황 

이어서, 이런 풍토에서 광고의 본질적인 의미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PR'이란 말을 자주 썼던 것이다.

그후 '60년대 말이 가까와지면서 광고의 인식도 점차 쇄신되어가고, 광고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자, 

'애드코리아 률 설립하고 광고종합대행 및 광고수출입업을 하기 시작했다. '69년에 일본의 '제일컴튼(Compton)' 

및 일본 '제일기획'과 마케팅, 광고업무룰 제휴키로 하고 제반광고활동의 정보교환과 수출입광고의 상호분담 및 

중견사원의 교류훈련을 실시키로 협정을 맺었다.

또한 '70년대에 들어서자 광고업무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주식회사 애드코리아로 법인등록하여 광고커뮤니케이 

션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외에 일본의 '애드 인터내셔널 리서치'와 시장조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 

었으며, 일본의 해외전문광고대행사인 '아주광고사'와 해외광고에 대한 대행 및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

애드코리아는 광고주의 마케팅조직과 병합된 일체감에서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30명의 구성원으로 조직 

된 기구는 기획실, 제작실, 매체실, 관리실, 마케팅부, 조사부, SP부, 옥외매체본부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식품, 

의약품, 금융 및 증권 그리고 섬유, 건설부분까지 다양한 광고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활동상의 중추적 역할인 

PR정신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광고주의 확고한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두었다.

애드코리아의 광고제작물은 단발광고보다는 중장기광고 즉, 시리즈광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반짝이는 아 

이디어보다는 지속적이고 무게있는 광고를 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기아산업의 CI변경과 함께 시작한 기업 PR광 

고는 '시대가 필요로 했던 차'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시도하였다. '기아산업 二봉고'라는 이미지에 벗어나, 명실공히 

종합자동차회사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굳게 표출시키는 기업PR광고였는데 이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장시켜야 한 

다는 기업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우선 비주얼의 측면에서 표현의 차별화와 한국적 이미지률 표출하고자 판화를 이용하였고, 이미지 구축을 꾀하 

기 위해 하나의 매체를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였다. 기아의 탄생부터 기아의 미래까지를 7개의 시리즈광고로 꾸민 

이 광고의 내용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차, 국민에게 사랑받던 차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우선 첫번째로 '우리가 만든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온 겨레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등장 

하는 50년대의 국산자전거의 첫 출발과 함께 기뻐했던 모습을 회상한 카피가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다.

그후 60년대의 삼륜차가 경제적이며 실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로 꾸며진다. 그다음 70년대로 넘어가 새마 

을운동과 더불어 농촌살림을 살찌우는 데 한몫을 담당했던 기아의 화물차가 등장하며, 연료 절약형 국민차였던 

'브리사'의 기억도 상기시켰다.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봉고 베스타 는 '80년대의 기아를 상징하는 자동차 

로 나타나 외진 곳에서도 이용하는 이동도서관용으로 사용된 봉고 베스타의 실예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기아의 미래로 종합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기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42년의 성실과 집념으로 이어온 기아의 

기업정신을 보여준 이 광고 모음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캠페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또하나의 기아산업의 기업 PR광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회사가 해야할 문제점을 제시하여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기아가 첫 선봉에 선다는 내용의 광고였다. 그동안 자동차산업이 사람들에게 준 혜택과 

불이익을 12차례에 걸쳐 내보낸 이 캠페인도 자동차산업의 발달사부터 상식에 이르는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주변 

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매연, 소음, 도로교통, 교통사고율 세계 제1위, 외국의 자동차문화수준 등 

: 한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 한 회사의 광고라기보다 진정한 자동차문화정책을 위한 

i 공익캠페인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그외에도 애드코리아의 광고제작물 중에 선경매그네틱의 스매트테이프 광고 또한 한국적 이미지를 소재로 한 

차원 높은 광고로 평가받았다. '•스매트'', 소리를 담는 이 그릇에 한국적 소리를 가득 담아 듣는다' 는 이 광고의 

내용은 '우리 고유의 소리를 찾아서'륾 컨셉트로 했다. 에밀레 종소리, 북, 가야금을 소재로 삼아 회노애락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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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가슴을 맞대며 살아온 우리민족의 고유의 선율과 서정을 카피로 표현하였다.

또한,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작한 자연보호캠페인은 재미있는 만화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집중성을 유도하였다. 이 

처럼 여러가지 광고제작물을 통하여 보여준 애드코리아의 광고는 반짝이는 재치보다는 중후하며 오래기억이 남는 

광고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했으며, '광고'라는 정보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의 단면을 보 

여주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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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기아산업의 기업 PR시리즈 신문광고. 기아산업의 기업 PR시리즈 신문광고.

기아산업의 기업 PR시리즈 신문광고.
자연보호 캠페인시리즈 신문광고.

선경매그네틱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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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그래픽디자인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이 광고대행사

애 드코己 酬 합동동사사 광고기획실 만보사 | 오리큳 | 제일기횎 연함팡고 |

田E [3] [4]⑸百⑦

［명칭］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설립연도］ 1967년 3월

연혁

1945 합동통신사 설립

1964 광고국에서 광고대햄업무 시작

1967 합동통신 광고기획실 설치, 일본 최대의 광고대행사인 덴쯔와 3년의 대행계약 체결, 한국광고량 조사

1968 동명식품주식 회사, 조홍은행 , 대연각호텔 , 세종투자개 발 주식회사, 한일건재 주식회사, 한국나일론 주식회사 등과

광고업무대햄 계약체결

1969 IAA의 회원으로 가입, 유공과 1억원의 광고업무대행 계약 체결, 광고전문 월간지 1■합동광고」발행시작

1970 「합동광고」폐간, TV를 포함한 모든 매체와 대행수수료 지급협정 체결

1971 동양맥주의 혹맥주로 광고대행사로는 국내 최초로 TV-CM 제작

1972 동서식품 광고대행 계약 체결

1973 동화약품 주식회사의 광고제작 전면 대행, 동양맥주 상표이미지 개선작업

1974 만보사와 합병

1975 동양고속 주식회사와 한남체인 주식회사의 데코마스 작업

1976 코오롱그룹 기업광고로 한국방송상 광고부문 최우수상 수상

1977 PR부 신설, 코오롱그룹 기업광고로 미국 클리오 광고상에서 기업PR부분 입상 및 일본 C시콩쿠르 페스티발에서 국

제부분 본상 수상

1978 「합동광고』다시 발행

1979 호주 식육축산공사의 요리책자 주문으로 국내 광고대행사 최초의 인쇄물 수출 

오리콤으로 탄생

연구내용

1945년 해방과 함께 창립된 합동통신사는 '60년 4 • 19혁명 후의 불황으로 가중되는 만성적인 적자를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받는 뉴스 서비스만으로 타개할 수 없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합동통신사는 자사와 돈 

독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일본의 교토통신사가 자사와 유사한 경영적자의 문제를 광고대행사 덴쯔에 투자, 안정적 

경영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는 광고대행사가 있었지만 광고물만 제작 

하는 제작사, 신문의 광고지면을 판매하는 매체대행업체, 그리고 광고물의 제작과 집행을 부분적으로 대행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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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의 광고대행사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광고주의 요구대로 광고기획에서부터 제작, 집행까지 대행 

하는 종합광고대행사는 전무한 상태여서 광고대행사업은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종합광고대행사 설립 

자체가 전문성과 창조성을 필요하는 사업인지라 기존의 성공한 광고대행사의 자료와 경험이 필수적이었으므로 합 

동통신사는 교토통신을 통해 세계적인 광고회사로 자리잡은 덴쯔사와 제휴를 꾀하였다.

1964년 6월 광고대행업을 시작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통신사 내에 광고국과 정리부를 신설하였다. 세명의 

직원이 주축이 된 광고국과 정리부는 첫 단계 작업으로 지방신문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대행의 경험을 쌓아갔 

다. 1966년에는 외국 광고사와의 교류를 모색하여 같은 해 6월 덴쯔의 전무이사 시마사끼 센리 전무를 초청하여 

광고대행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2주에 걸쳐 협의한 후 1967년 1월 덴쯔와 합동통신사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광고업무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류와 자국 광고의 알선 및 기획, 제작, 기술상의 제휴 규정을 내용으로 

한 업무제휴 각서는 우선 제휴 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다.

1967년 광고국의 첫 업무는 동양맥주의 선전이었다. 1967년 3월 1일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기존의 광고국으 

로부터 독립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번지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의 종합광고대행사로서 첫 발 

을 내딛었다. 광고기획실 조직은 엄갑룡 초대실장 아래 광고의 기획,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제작부, 매체 • 시장조사 

를 하는 조사부, 섭외를 담당하는 섭외부로 구성되었다. 초창기 광고국과 정리부는 덴쯔사에서 보내오는 일본광고 

률 소개하는 초보적인 광고대행일을 하다가 '67년 광고기획실의 정식 출범으로 완전히 폐지하였다.

1967년 5월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광고비와 광고량을 조사 • 분석하여 매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시작하여 1967년 10월 25일 16절 모조지 25매로 이루어진 '광고량 추정표 를 발간하였다. '광고량추정표 는 광고 

량 및 광고비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었던 국내 광고계에 합리적인 광고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 추정표는 '1968년도 한국광고량 및 광고비 통계표'로 만들어져 국제광고협회 

(IAA)에 제공됨으로써 한국의 광고비 통계가 국제 광고계에 발표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설립 초기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OB그룹(현 두산그룹) 계열사인 동양맥주를 제외하고 규모가 큰 광고주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방림방적 주식회사와 덴쯔사가 소개하는 일본 광고주 등 국내외 소형광고주의 업무를 대행 

하는 것이 전부였다. 1968년에 접어들면서 OB그룹의 하우스 에이전시라는 대내외적 인상을 벗기 위해 동양맥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계열사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 박차률 가하였다. 1968년 10월 풍년라면과 칼면을 생산하는 

동명식품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조흥은행 , 대연각호텔 , 세종투자개 발 주식회사, 한일건재 주식회사, 한국나일론 주식 

회사 등과 광고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1969년 3월 24일 국내 최대의 한미합작 정유회사인 유공과 1억 

원의 광고업무대햄 계약 체결은 큰 수확이었다. 더구나 유공이 국제관례에 따른 전파매체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써 광고기획실이 종합광고대행사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밖에 1969년 7월부터 여성의류 생산업체인 유영 

산업 주식회사의 극장광고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업무를 맡았다. 결국 광고기획실은 1967년 4천4백만원 

이던 빌링을 '68년에는 7천4백80만원으로 그리고 69년에는 1억1천8백5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성과률 거두었다. 그 

해 11월 1일에 유력일간지 동아일보의 공인을 받기도 하였다.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1969년 1월 1일부터 일부 신문사와 잡지사 등 일부 인쇄매체로부터 집행광고비의 일 

정 수준을 매체 수수료로 지급받아 국제관례인 매체수수료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광고역사 

상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본격적인 광고대행사 시대를 예고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동안 영세 기업으로 치부되어 

오던 우리나라 광고대행사를 전문기업으로 끌어 올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매체사로부터 받는 매체 

수수료는 광고대행사 경영에 가장 필요한 초석이자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였다. 1972년 초에는 TV를 포함한 모 

든 매체와의 대행수수료 지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합동통신사는 광고대행 사업이 성장하자 19거년 하반기부터 광고 

기획실을 독립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광고기획실이 '70년 1억1천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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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1억8백만원의 빌링실적을 쌓고, '72년 초반에 광고매체 수수료를 모든 매체로부터 지급받게 되면서 구체화되 

었다.

1969년 4월 29일에는 광고전문지『합동광고』（영문명 Monthly Hapdong Advertising, 발행인/이원경, 편집인/이갑 

룡）를 발행하였다. 특히『합동광고』창간호의 표지는 빨간색 바탕 위에 횐 달갈을 세워 놓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사진으로 눈길을 끌었다. '세워진 달걀 을 창간호의 표지도안으로 쓴 제작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워진 달걀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달걀을 세우는 아이디어, 이는 항상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추구해 

가는『합동광고』의 지표입니다. 또 탄생 직전의 그 무한한 가능성의 이미지는 우리의 내일을 말해 주기도 합니 

다.”『합동광고』의 탄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전문지라는 점 때문에 광고인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석사학위 논문 

의 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그 가対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합동광고』는 합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외신망 

과 일본 덴쯔사에서 보내오는 해외광고 정보, 그밖에 각종 통계자료를 실었으며 광고계 동항 등을 소개하고 광고 

관련 논문 및 국내외 광고제작물의 월평을 싣기도 했다. 또한 권말부록으로 '광고량 추정표 를 게재하기도 했는 

데, 특히 이 광고통계는 과학적 통계자료로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업이었다. 월간 1■합동광고」는 호를 거듭하면 

서 그 가犬！가 점점 높아져 최고 월 1천부까지 발행하게 되었고 광고인돌에게는 전문지식과 광고정보를 꾸준히 제 

공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갔다. 그러나 이 책은 홋날 동명식품 부도 등 광고기획실의 여러가지 경영 악재로 인 

해 1970년 5월호, 통권12호로 자진 폐간하게 되었다. 그러다 1977년 13개월만에「합동광고』를 국배판 4페이지로 

: 다시 발행하였다. 부활된 1■합동광고』는 광고업무에 관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 되었으며 광고주와의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로도 계속 활용되었다. '■합동광고』에는 광고계 동정, 광고주와의 대화, 국내외 광고 논 

문, 광고 지상세미나 등 광고업무관련사항과 사내 동정이 실렸다.

한편 세계 광고계와의 교류를 위해 1969년 1월 22일 IAA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IAA에서 짝수년도마다 

조사하여 발행하는 세계 각국 광고량 통계표에 1■합동광고』의 자료룰 제공하였다. 이어 9월에는 IAA 제21차 세계광 

고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1970년 7월 대형 광고주인 동명식품의 부도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입었으나 동명식품을 대신하여 매체사에 모 

든 광고비를 지불함으로써 업계에 신뢰를 쌓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 광고기획실 총 빌링의 85%를 

차지하는 최대의 광고주인 유공이 미국인이 경영하는 임팩트（Impact）로 광고대행사를 옮김으로써 계약이 해약되어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광고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회의제도를 도입하고 1970년 11월 1일 합동통신사 김광섭 상무가 2대 광고기획실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 전문인력의 유치에 노력하여 프랑스에서 광고 지식을 쌓은 김석년을 영입하기 

: 도 하였다.

19거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합동광고는 

| 1972년 2월 만보사와 임팩트 등이 참여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동서식품과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후 새로 

운 광고주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19기년에 1억8백만원의 빌링을 달성하였다. 19기년에는 6월 경쟁 프리젠테이 

션을 통해 경인에너지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기획실은 경인에너지가 19기년 10월 영업활동 개시와 

더불어 시작한 광고캠페인 일', '불쾌지수 0（제로）' 등에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며 광고대행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기년에는 신입사원을 추가로 모집함으로써, 이때 광고기획실 신입사원으로 출발한 이들은 홋날 오리콤 

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초기에는 의약품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르면서 식품류, 가전제품, 구 

； 두, 화장품 등의 제품이 생활 용품으로 정착되면서 동종제품 간의 광고경쟁이 나타났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해서 전파력이 큰 TV광고가 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기획실은 19기년부터 텔레비젼 및 극장광고 제 

603



기업 I 시각디자인 I 광고대행사 I 합동통신사광고기획실 I
C N [3j困闻矗図

작인원과 기재 및 시설확보를 개시하였다. 19기년 3월부터 기획해 온 동양맥주의 혹맥주 TV-CM을 제작하여 국내 

광고대행사로서는 최초로 TV-CM을 자체 제작하는 사례를 남겼다.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고 '기년부터 4억원대에 이르는 빌링실적으로 올리게 되었고 ' 

74년에 들어서는 10억원을 훨씬 웃도는 비약적 성장을 하였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스웰하우스 커피 등 외국합 

작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광고활동이 시장조사와 소비자 자료조사에 바탕을 두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 광고기획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의 광고 인지도를 파악하는 광고효과 조사에서 소비자의 구 

매심리와 태도는 물론 제품의 시장상황 조사까지 업무영역을 넓혔다.

1973년 광고기획실은 당시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화약품(주)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광고제작에 착수하였다. 

당시에는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광고업무률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전파광고 정도만을 대행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국 

내 광고사로는 최초로 광고기획실이 제약회사의 광고를 전면 대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동화약품의 대표적 제 

품인 '활명수'의 경우 활명수가 자연에서 비롯된 순수생약 성분의 위장약임을 소구하기 위해 시원한 자연의 아름 

다움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은 조화, 건강은 조절"이라는 캐为프레이즈률 바탕으로 그 위에 활명수 병을 신선하게 

부각시켰다. 결국 이 광고는 제10회 중앙광고대상 컬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969년 1월 7일 두산그룹과 동아일보 측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2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만보사는 설립 

당시부터 언젠가는 합동통신사와 결합한다는 잠재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러던 중 두산그룹은 합동통신사 광 

고기획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기 위해 '74년 10월 만보사를 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만보사와 

합병하면서 만보사 측 외국 제휴사인 미국의 맥켄 에릭슨(McCann-타icson)사와 홍콩의 포츈(Fortune-Far East)사 

를 제휴사로 받아들여 합동통신사의 국제 제휴사는 일본의 덴쯔사와 함께 세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합동광고는 광고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인 광고대행사와 교류를 넓히고 사원둘의 해외 연수 

제도를 정착시켰다. 1970년 후반기에 듈면서 각 기업들은 브랜드를 고지시키는데에서 진일보하여 이전보다 전략적 

인 광고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기획실은 4대매체 광고 뿐 아니라 PR, DM부문의 업무를 적극 개발하고 정 

비해 나감으로써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회사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1977년 1월에는 PR부를 신설하였다.

한편 특정 소비자충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DM(Direct Mail: 우편광고)이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10월 커피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동서식품의 홍보용 책자「커피』를 DM으로 발송 

하고 1977년 동양맥주의 마주앙 와인 리플렛을 5회에 걸쳐 제작, 발송하면서 DM업무를 활성화하였다. 광고실이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국내 와인시장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적은 광고비를 투자하여 

와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마주앙의 판매도 증가하였다. 그후 DM의 활성화를 위해 1978년 5 
월 DM의 기획, 조사, 제작, 발송에서 효과측정에 이르는 일관된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각 지역 

별, 소득계층별, 직업별로 명단을 마련하고 필요한 명단을 선별하여 봉투에 자동으로 기재할 수 있는 어드레싱 머 

신(adressing machine)을 도입하였다.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서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업무률 시작하게 된 것은 1973년 동양맥주의 상표 

이미지 개선작업에서부터였다. 이후로 1975년 10월부터 동양고속 주식회사와 한남체인 주식회사의 데코마스 작업 

을 수행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CIP작업을 맡은 광고기획실은 서울우유가 생산하는 각종 유제품의 상표를 

비롯해 심벌마크와 포장디자인은 물론 차량, 사원들의 유니폼과 기타 서류양식까지 총 망라하는 CIP를 제작하여 

서울우유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돌었다.

그리고 국내 광고주의 해외광고를 대행하여 중동에 진출하는 현대건설주식회사와 대림산업주식회사의 해외 광 

고제작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1978년 5월에는 호주 식육축산공사(A니strallian Meat and Livestock Co.)로부터 

요리책자를 주문받아 납품함으로써 국내 광고대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인쇄물을 제작,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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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77년을 통해 대한항공, 피어리스, 에스콰이어제화, 유한킴벌리, 한독, 대림산업 등을 영입하게 되었으며 '78 
년까지 GM코리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호주식육축산공사, 한국 쓰리엠, 체이스 맨하튼 은행, 영국항공, 웨 

스팅 하우스 등 외국 광고주 영입도 활발했다.

1976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광고사업에 발맞추어 독립사업체제를 시햄해오던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은 새로 

운 제도의 정착으로 대외 신용도의 상승과 더불어 독립법인으로 발전하였다. 때맞춰 수입제품의 증가와 컬러텔레 

비젼 방영에 대비한 새로운 광고전략의 개발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따른 해외광고의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자 마침내 합동통신사와 두산그룹은 광고기획실을 독립 법인화하기로 결정 

하고 1979년 현재의 오리콤이 탄생하게 되었다.

1974년 당시 진통제 시장은 '사리돈'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광고기획실은 이에 감안하여 동화약품에서 생산 

되는 진통제 •옵타리돈' 광고를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신문광고에서는 신문전단을 

: 전부 횐 여백으로 비워둔 다음 그 한가운데 무기력한 표정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실었고, 그 위에 카 

피 •스트레스, 나. 당신은 쉬어야만 한다!■를 집어 넣어 호응을 얻었다. 이 약의 과용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광 

； 고를 중단하라는 정부기관의 통지로 수명을 다하고 말았지만 진통제광고의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은 광고였다.

1973년 10월 퍼모스트 아이스크림 캠페인 중의 하나로 벤카(Van Car)캠페인'을 병행하여 세일즈 프로모션 

(Sales Promition： SP)을 시작했다.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벤 

，카 캠페인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가두 판매하는 벤카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올 찾아온 소비자들에 

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전략이었다. 이 캠페인은 

라디오 생방송의 특성을 잘 활용한 광고전략으로 광고계의 관심을 모았으며 제품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으 

: 로써 상품판매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1975년에 한독맥주 이젠백 맥주의 등장으로 0B와 크라운이 양분하고 있던 맥주 시장에 경쟁이 시작되었다. 사 

전 시장조사를 통해 주류 소비자의 60%가 가까운 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0B맥주가 가지고 있 

j 는 '전통 이라는 이미지가 오랜 친구와 어울릴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광고했는데 이 광고로 소비자의 큰 호응 

I 을 얻고 시장점유율도 회복되었다.

1976년에 당시 태평양 화학이 장악하다시피 했던 화장품 시장에 피어리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이 필요하였다. 당시 화장품 판매는 주로 방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비자와의 접촉을 친근하게 이끌 수 있는 홍보 

； 전략을 세웠다. 바로 '안녕하세요?' 캠페인이 그것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모델을 이용하고 이 카피만을 소비자에 

집중적으로 인식시켜 나갔다. 결국 이러한 광고효과를 통해 제품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이 전년 

에 비해 세배 가까이 급성장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1976년 광고기획실은 마케팅 리서치 조사를 통해 당시 칠성사이다가 사이다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고 시장점 

유율도 93%나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광고기획실은 기존 사이다와의 차별화를 위해 청량음료 업계에서는 처 

음으로 입증식 광고방식(TestimoEal Advertising)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형 옥외간판을 이용한 티저(Teaser)광고 

를 적극 활용하였다. 캠페인은 차별화전략에 따라 소비자 조사에서 얻은 사이다의 주 구매동기인 "가슴이 탁 트이 

； 는 시원한 맛!■이라는 슬로건 하에 계획 진행되었다. 리포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킨 사이다를 들고 있 

； 는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킨사이다의 맛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는 새롭게 시도된 획기적인 방법으 

i 로 당시 소비자의 파격적인 호응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킨사이다 광고는 광고기억률이 일반 청량음료의 두배에 달 

하는 77%를 기록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30%로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입증식 광고의 

효과였다.

코오롱 그룹 기업광고는 우리나라 기업광고 역사에서 그 기법과 표현양식으로 볼 때 새로운 시도였다 광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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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풍요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코오롱그룹의 기업이념을 부각시키는 기본 전략을 만들었다 그 

리고 코오롱그룹의 주종 산업이 섬유산업이고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을 착안하여, 따뜻한 인간애를 전 

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기로 하고 그 방법에서 우리 전통의 수예기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광 

고는 한땀 한땀 수예가 놓아지면서 전원이 있는 풍경에 집과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 유명 수예작가의 작품을 사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콤마로 촬영한 후 그것을 역으로 돌려서 

완성하였다. 이 기업광고가 텔레비젼에 방영된 1개월 후부터 주부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특별한 관심을 

얻어 우수광고물로 추천받게 되었고 1976년 한국방송상 광고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어 

1977년에는 미국 클리오（C니。）광고상에서 기업PR부문에 입상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7회 전 일본 CM콩쿠르 

（ACC）페스티발에서 최고영예인 국제부문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 유한킴벌리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라는 광고로 1977년에 중앙광고대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다.

참고문헌

제일기획 15년사 편찬위원회.「제일기획 15년사」. 제일기획, 1988.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오리콤 창업 30년사 편찬팀.『오리콤 3이년 광고이야기』. （주）오리콤, 1997.
「최초로 광고대행 수행한 '합동통신'과 본격 광고대행사인 '만보사'」.「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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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맥스웰하우스 광고.

1969년 빌링 1억의 신규 광고주로 영입한 

유공의 '유공-갈프 엔진오일 잡지광고.

코카콜라 광고.

퍼모스트 광고.

「한동광고」창간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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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픽디자인 포장디자必 ； 광고□자으;— ■테园幽표■

「二工: 宀」:; 만보사 ，「三 • 丿感 它I

田2 3

［명칭】 만보사

［초대사장］ 이재항（李載沆）

［설립연도］ 1969년 1월

연혁

1969 두산그룹과 동아일보의 공동출자로 설립

1975. 2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합병됨

연구내용

'만보사（萬報社）'는 1969년 1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광고대행사였다. 만보사는 '특정 매체나 메이커 

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 독립성을 견지하는 광고회사'률 표방하면서 합동광고의 설립사인 두산그룹과 동아일보 

: 사가 각각 50%씩 공동 출자해 설립되었다. 발기인 모두가 언론사업에 종사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만큼 

투자에 대한 이익보다는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컸다고 한다. 그후 만보사는 두산그룹의 도움으로 두 

산그룹 계열사인 한양식품의 코카콜라 광고를 맡게 됨으로써 짧은 기간 안에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아일 

보사가 '74년 3월 설립한 한국연합광고주식회사에도 10%의 주식을 출자하여 만보사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74년 

: 12월 26일에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합병되어 뒤에 종합대행사 오리콤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보사의 창립 멤버로는 사장에 이재항, 매체에 강병광, 제작에 이인구와 윤석태였다. 이들은 모두 1975년 만보 

사가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안에 합병된 이후에도 오리콤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1974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Manbosa Advertising Ltd라는 영문 팜플릿에 의하면 만보사의 1969년 대행액 

은 6,726만원이었고, 1970년에는 1억 5,577만원이었는데, 1973년에는 4억 5,334만원으로 늘었다. 광고주는 13개였으 

나 1970년 1월부터 대행하게 된 코카콜라가 가장 크고 중요한 회사였음은 틀림없다. 만보사는 이 회사와 제휴함으 

로써 국제적인 광고 • 마케팅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만보사가 창립된 1969년 무렵만 해도 광고대행사 커미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신문은 그나마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15%의 커미션을 인정하는 곳도 있었 

으나 전파매체의 커미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재항 사장의 갖은 노력 끝에 겨우 인정받은 것이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8%, 스폿에 대해서는 10%라는 커미션이었다.

당시에 제휴회사로는 미국의 McCann-Erickson과 홍콩의 Forture Far East였다. 주요 광고주로는 Cathay Pacific 

! Airways Ltd., 아而a Airlines, Coca-Cola Export Corp. & Bottlers, 동일방직, 한국타이어, 호남전기, 그레이하운드, 

! 한국투자금융, 남영나이론, 화이자, 삼양사, S.C.J사）nson Co, Ltd, 신도리코 등이었다.

만보사가 담당했던 코카콜라 광고는 한국광고계에서 표현의 혁신을 일으켰다. 그 근본이 된 것은 서구에서는 지 

극히 당연하나 한국에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던 광고대행사의 이용이었다. 거의 모든 광고주 회사가 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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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부서를 두고 광고를 직접하던 이 무렵에 코카콜라는 만보사률 대행사로 함으로써 근대적인 광고제도를 토착시 

키는 사례를 남겼다. 또한 미리 연구, 조사해서 정한 컨셉트에 따라 일년 중 동일 테마를 가지고 계절에 따라 표 

현을 바꾸어 가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매체를 동원해서 통일된 표현을 썼으며 따라서 인쇄, 전파 및 기타 매체 

의 광고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했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그 당시 한국에서는 드물 

게 보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제작비를 절감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작을 위해서는 국내 톱 클 

라스의 크리에이터를 동원했는데 스틸사진에는 김한용（金漢錦）, 작 • 편곡에는 최창권（崔彰權）, 노래에 조영남（趙 

英男）을 썼다. “It's the real thing”이란 코카콜라 켐페인은 '산뜻한 그맛, 오직 그것뿐'으로 옮겼으며 19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성공했으며, 가장 장수한 광고가 되었다.

참고문헌

제일기획 50년사 편찬위원회.「제일기획 50년사」제일기획, 1988.

신인섭 • 서범석. 1■한국광고사」나남출판, 1998.

오리콤 창업 30년사 편찬팀.「오리콤 30년 광고이야기」, 1997.

「최초로 광고대행 수행한 '합동통신'과 본격 광고대행사인 '만보사'」,「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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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⑵ 31

1970년대 초의 코카콜라 광고.

1972년 IAA한국지부 회보.

1972년 IAA한국지부 회보 체1호에 실린 만보사 광고 

（국문）.

1970년대 초기 코카콜라의 텔레비전 및 잡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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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픽디자인 1 ； 1 포장디자인 <=.二，/.・ 口 광고대행사

애드코리아 i 합동똥신사광고기획실 电보片 ' 오리콤 人、 연鬻강고

orlcom

［분야］ 광고디자인

［명칭］ 오리콤

［설립연도］ 1967년

［전화］ 02-510-4010

［FAX］ 02-542-3966

연혁

1966 합동통신사 내에서 광고대행사업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덴쯔）

1967. 1 덴쯔와 광고업무 제휴

1967. 3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설립

1967. 10 국내 광고량 및 광고비를 조사한 월간 "광고량 추정표” 발행

1969. 1 국제광고협회（IAA） 가입

1969. 5 광고 전문지「합동광고」창간

1971. 5 광고기획 스튜디오 개설

국내 광고대행사 최초로 TV CF 자체 제작

1971. 10 조사부, 마케팅 리서치 업무 개시

1973. 10 DM 업무 개시

1975. 3 광고기획실, （주）만보사 흡수 합병

1976 '76하계동아광고대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동양맥주（주） 0B맥주

1976 '76 한국방송광고대상

광고부문 최우수상: （주）코오롱 기업PR
1977. 1 PR부 신설

1977. 2 국내 최초로 TV-CF PRETEST 실시

1977. 6 국내 최초로 C니。상 PR 부분 입상（코오롱기업 PR）
사보「월간 합동광고」창간

1977 PR대행사 힐 & 노울튼사와 업무제휴

1977 제18회 CLIO, TV 시네마부문 FINA니ST： （주）코오롱 기업PR
제17회 전일본 이U 콩쿠르（ACC）
국제부문 본상: （주）코오롱 기업PR

1978 풋 콘 & 벨딩사와 업무 제휴

1978 제14회 중앙매스컴 광고대상

신문부문 대상: （주）금강 금강유리섬유

잡지부문 대상: （주）피어리스 립스틱 그로스

1978. 5 광고대행사 최초로 인쇄물 제작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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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제20회 C니。국제 패키지부문 FINA니ST： 유한킴벌리 （주）크리넥스

1979 '79문화 • 경향광고대상, 신문부문 금상: 한국음료 （주）코카콜라

제15회 중앙매스컴 광고대상, 잡지부문 대상: 한국음료 （주）환타

1979. 5 （주）오리콤으로 상호 변경

1980 제16회 중앙매스컴 광고대상, 잡지부문 대상: 두산유리 （주）파카 크리스탈, TV부문 대상: 동양맥주 （주）OB맥주

1980 '80문화 • 경항광고대상

4대 매체부문 대상: 동양맥주 주）OB맥주

1980. 7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스템 도입, 실시

1982 제2회 한국방송광고대상

라디오부문 대상: 유한킴벌리 （주）뽀삐

1983 제3회 한국방송광고대상

라디오부문 대상: 대우전자 （주）기업PR

1983 레오 버넷사, 사치 & 사치사와 업무제휴

1983. 2 오리콤 광고신서 발행

1984 제4회 한국방송광고대상

라디오부문 대상: 한국음료 （주）하이-c

1984 제1회 한국광고대상

종합일간지 부문 대상: 대우전자 （주미니세탁기

1984 김석년 사장 IAA '올해의 인물상 수상

1984. 1 DM부 및 SP부 신설 기획본부제 도입

1984. 12 오디오 & 비디오 센터 신설

1985 제5회 한국방송광고대상, TV부문 대상: （주）화승 나이키

1985 기획본부제 도입, 실시

1986 제27회 CLIO, 라디오 CM부문 WINNER： 매일유업 （주）밀크쉐이크

1986 제3회 한국광고대상, 특수일간지부문 금상: 코오롱스포츠 （주）액티브

1986. 2 SP부를 프로모션국으로 승격

1986. 6 국내 최초로 C니。상 본상 수상（매일유업, 밀크쉐이크）

1987 제4회 한국광고대상, 대상 대우전자 （주）명화의 고향

1987 제7회 한국방송광고대상, 대상: 대우전자 （주）마제스타

1987. 5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설립

AVC, 과학기술처 멀티비전 제작

1988 제29회 C니。, 인쇄부문 FINA니ST: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1988 ； DM부, 메일 오더 사업에 진출

'88 C니0상 인쇄매체 부문 본상 수상

: 서울올림픽 가이드북 및 문화예술축전 공식 안내책자 발행（2종 5개국어）

; ' 88 한국광고대상 수상

제8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수상

1988 제5회 한국방송광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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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8. 8
1989

1990

1990
1991

1991

1991. 3
1991. 11
1993
1993. 8〜10
1993. 10
1994. 1
1994

1995

1995

1995. 8

1996

1996. 4
1997

기업 | 시각디자인 | 광고대행사 | 오리콤 |

|上厶⑶④⑤B窑g ~

종합일간지부문 금상: （주）황성산업 쁘렝땅백화점

잡지부문 금상: 주）대한항공 기업PR
제8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최우수작품상: 대우전자 （주）수퍼비젼 프로

올림픽 기념화보 제작

제32회 NEW YORK FESTIVAL TV부문 동상: 대우전자 （주）마제스타

제30회 CLIO TV부문 FINA니ST: 한국음료 （주）코카콜라

제31회 CLIO 라디오부문 FINA니ST： 대우전자 （주）마제스타

제37회 칸느국제광고영화제 TV부문 동사자상: 동원산업 （주）동원바다어묵

제31회 IBA TV부문 FINALIST: 동원산업 （주）동원바다어묵

라디오부문 FINALIST： 두산유업 주）다농

제10회 한국광고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작품상: （주）삼익악기 삼익피아노

제34회 NEW YORK FESTIVAL 인쇄부문 FINA니ST： 한국음료 （주）코카콜라

라디오부문 FINA니ST： （주기린 기린다꼬르

제32회 CLIO TV부문 FINA니ST： 동원산업 （주）동원바다어묵

제32회 IBA TV부문 FINALIST： （주）신도리코 기업PR
라디오부문 FINALIST： 한미약품 （주）제텐비타

제8회 한국광고대상 종합일간지부문 금상: （주）언더우드 언더우드

잡지부문 금상: （주）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라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영상제작부 신설

한 • 소 수교 주년 기념 한국사진전 대행

제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유한킴벌리 주기업PR, 동양맥주 주）0B맥주

대전엑스포 5개 전시관（포항제철 소재관, 선경 이매지네이션관, 한국후지쯔관, 한국旧M관, 포카리스웨트관）

음반사업팀 출범, 첫 음반 Power Together* 발표

SPACE DEVELOPMENTS 신설

제31회 조선일보 광고대상 컬러부문 본상: 유한킴벌리 （주）기업PR
'94 한국광고대상 • 제30회 중앙일보 광고대상, 금융 • 서비스부문 우수상: 대우증권 （주）기업PR
경향광고대상 패션 • 화장품부문 우수상: 라미화장품 （주）라피네야채

제20회 AMI 멀티미디어 부문 FINALIST： ' 94한국광고대회

PRESHOW （주）백화 기업PR
제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신문부문 은상: 포항제철 （주）기업PR
제31회 중앙광고대상 출판부문 대상: 동양맥주 （주）카프리

오리콤 고유 광고업무모델

ARMS（Advertising Re-Modeling System）개발

'96 런던 국제광고 영화제, TV부문 파이널리스트: 한국관광공사 미구주지역

'96 대한민국광고대상 방송부문 우수상: （주）데이콤 시외전화 082
종합유선교육방송 두산슈퍼 네트워크 （Doosan Super Network： DSN） 흡수 합병

'97 대한민국광고대상 방송부문 우수상: 0B맥주 （주오비라거, 언론중재위원회, 주）크라운제과 참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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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한국광고대상 스포츠 레저부문 우수상: 두산경월 （주）청색시대

1997. 4〜10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마스터플랜 성공적 수행

1997. 5 창업 30주년 기념행사 및 신비젼（COMMUNICATION INTIATIVE21）및 신이 제정

연구내용

오리콤은 1967년 설립된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서 시작하여 만보사와의 합병을 거쳐 현재의 종합광고 대행사 

로 성장했다. 1960년대 후반에 창설된 합동광고와 만보사（萬報社）는 당시 태동초기로 접어든 국내 광고업계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비록 통신사의 한 부서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1967년 3월에 창설된 합동광고는 국내 최초 

로 광고대행사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합동통신광고기획실（合同通信廣告企劃室）'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합동광고는 1945년에 창립된 합동통신이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설対한 광고대행사였다. 또한 1969년 1월 0B그룹과 

동아일보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만보사는 외자기업인 코카콜라를 주요 광고주로 유夭I함으로써 당시로서는 가장 

선구적인 대행사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정 매체나 기업으로부터의 완전독립을 표방하면서 해외 유명광고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광고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만보사는 창립 6년만인 1975년 2월 0B그룹에 의해 발전적으로 해체 

되어 합동광고에 흡수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오리콤의 전신이다. 1967년 3월 1일 광고대행업의 선두주자 합동통 

； 신사 광고기획실은 광고취급고 1백 3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1979년 5월 1일 독립법인 （주）오리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오리콤은 1979년 7월「합동광고」에 이은 광고전문지『사보 오리콤」을 발행하였다.「사보 오리콤」의 변천사률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9년 5월 1일 창간된 월간「합동광고」는 70년 5월호통권12호로 자진 폐간하였다. 

그후 합동통신사「사보 합동」에 광고부문 소식을 실음으로써 명맥을 유지하다가 77년「합동광고」재발행에 이어 

； 79년 오리콤의 출범과 더불어 7월 15일 타블로이드 8면의「사보 오리콤」으로 창간되었다. 그후 82년 5월 사보 개 

선안에 따라 잡지형태의「사보 오리콤」이 탄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광고회사의 사보의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마케 

팅 서적이 드물었던 당시 여건 속에서 많은 광고인들에게 교과서로, 그리고 최신 크리에이티브의 동향과 선진 마 

케팅 이론들을 보급하는 정보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이년 7월 1일에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책임관리제도인 CD（Creative Director）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크리에이 

티브 그룹은 CD를 중심으로 아트디렉터, 카피라이터, PD로 구성되었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CD에게 부여하여 크리 

에이티브를 통합관리케 하였다.

광고주가 늘면서 오리콤은 과학적인 매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980년부터 실시하던 GRPCGross Rating 

P이nts）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갔다. 그밖에 신규 광고주 유치 업무를 정비하고자 1981년 11월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신규 개발업종에 대해 시장 자료를 조사 •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 에이전 

시 투어（Agency Tour）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에이전시 투어는 광고대행사와 관계가 있거나 관심있는 사람들 

: 이 방문시 회사의 업적과 현황 등을 소개하고 업무진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광고대행사와 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데 기여했다. 이같은 성과로 1970년과 80년의 서울미원, 금강목재공업, 한국산업리스, 대한종합식품, 한독시 

계 , 한국플라스틱 공업 , 동일레나운, 보루네오통상, 현대자동차에 이어 81년에는 풍영 , 대원전기산업 , 현대중공업 , 

전원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신규 광고주들이 속속 영입되었다.

1981년 4월 1일에 텔레비젼 광고의 컬러화가 이루어졌다. 컬러는 혹백에 비해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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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제작비 또한 상승했고, 광고주들에게 높아진 제작비만큼 광고효과가 높아 

지리라는 것을 납득시켜야만 했다. 35mm의 극장용 컬러 CF 제작이 경험의 전부였던 CF제작 실무자둘은 이에 대 

비하여 '컬러광고 연구팀 을 구성하고 각종 기자재를 도입하여 만전을 기했다.

1982년 5월 1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오리콤은 경영전략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설정하고 광고주에 대 

한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꾀했다. 그리고 광고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세계적 광고대행사인 멕켄 

에릭슨사와 각종광고 관련자료의 이용 및 사원연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정식으로 합의했다. 또한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Day-After Day-Recall Test 등 Burhe마케팅 리서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CF테스트 

방법을 한국 최초로 도입하고 광고주의 제품 및 소비자에 대한 유통조사와 간이 소비자조사를 자체비용으로 실시 

하여 그 자료를 광고기획에도 적극 활용, 광고주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1983년 오리콤은 경영목표률 대(對) 광고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의 질적 향상으로 설정, 토탈 마케팅커뮤니 

케이션 회사에 걸맞게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각 사업을 독립시켜 나갔다. 특히 PR부문에서는 광고주별로 특성에 

맞는 업무방법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광고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대비 

한 스포츠 마케팅의 도입 • 실시를 위해 PR부는 역대올림픽 PR사례률 수집 • 분석하여 오리콤 샘플을 만들었다.

1979년 10월에 신설된 출판부는 기업의 사보나 홍보용 출판물, DM 등 판촉장에 대한 출판업무를 대행하였고, 

80년 5월에는 본격적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여 자체에서 서적까지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첫번째 작품이 83년 

2월부터 87년 5월까지 총 15권으로 발간된「오리콤 광고신서」시리즈였다. 이 시리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반 

에 걸친 전문이론의 축적과 광고인돌의 전문성 교양을 위해 비매품으로 출판하여 사내 교육용 및 증정용으로 활용 

해왔다. 이는 광고 전문서적이 미비했던 한국 광고계는 물론 학계에까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제7권으로 

출간된 존 케이플즈의『성공하는 광고」는 교보문고가 집계한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되기도 했 

다.

오리콤은 멀티영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대한 강구로 우리나라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사업을 실행키로 하고 1984년 12월 26일자로 오디오 앤드 비디오 센터, 즉 AVCCAudio&Video 

Center)를 설립하였다. AVC조직은 기술부, 제작부, 업무부의 3개의 부서로 편성하고 사업부문은 포스트프로덕션 

(Post Production). 프로덕션, 기타 사업 등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대규모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광고대행사는 광고계 역사상 오리콤이 처음이었다.

오리콤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형광고대행사돌의 급성장과 광고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치열한 경쟁시대 

를 맞게 되었다. 이때 오리콤은 경쟁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4대 매체 외의 통합 프로모션 사업과 영상사 

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탈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회사로 성장하였다. 86년을 기점으로 '커뮤 

니케이션 혁신' 을 새롭게 주창하여 한국 광고계를 계속 선도하였다. 또한 88년 서울올림픽과 89년 외국합작회사의 

설립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의욕적인 변신울 가능케 했다. '

오리콤은 기존의 4대 매체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여 DM, PR, SP, 특수매체 등을 적 

극적으로 개발 • 운용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정착시켰다. 특히 SP부에서는 1986년 국제적 행사의 하나였던 

厂 86아시안게임을 위해「서울 아시안게임 공식안내」책자와「문화예술축전」책자률 출판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그 

리고 PR부에서는 회의나 행사를 대행함으로써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사업도 체계화시켜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다. DM부에서는 고객명단을 1백27만명으로 확대하고 DM발송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내용을 분석 

하여 소비자의 패턴 및 성향별로 명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매체부에서 승격된 매체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라 올림픽광고, 경기장광고, 옥외광고, 교통광고 등 특수매체 분야를 기존 사업분야에 추가 

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매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체기획팀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총광고량 측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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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조사, 인쇄매체 구독률 등의 자료를 조사 • 분석할 수 있는 CARP（C니illative Audience Rating P이nts）시스템을 

갖춰 매체자동화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7년 대 광고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소 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의 주요사업 

은 연구개발 사업과 출판사업, 데이터뱅크 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프로모션 등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 오리콤은 광고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우는 제27회 클리오 국제광고영화제에서 매일유업의 밀크쉐이크 

로 라디오 CM부문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국내 광고대햄사로서는 최초의 본상 수상이었다. 대우전자 광고는 제 

6회 한국방송광고대상 라디오 CM부문에서 기업PR과 대우 봉세탁기로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제22회 

중앙광고대상에서 대우전자（주）의 대우 IC냉장고로 카피부문에서 윤준호가 개인상을, 유한킴벌리（주）의 크리넥스 

는 기업PR, 영업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3회 한국광고대상에서는 대우전자（주）의 컴포넌트 '마제스타 가 

종합일간지 부문 은상을 코오롱스포츠（주）의 액티브광고가 특수일간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오리콤은 광고시장 전면개방이 가져다 줄 충격을 극소화하고 광고주의 이동을 방지하며 나아가 선진광고기법을 

도입하여 회사의 경영 변화를 꾀하기 위해 1989년 11월 13일 합작회사인 HDM코리아률 출범시켰다. HDM은 프랑 

； 스, 일본, 미국의 3개국이 합작한 다국적 광고회사로서 HDM의 H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프랑스 광고회사인 유로콤의 

하바스（HAVAS）의 H를 뜻하고 D는 세계적인 광고회사 일본 덴쯔를 말하며 시은 미국 제일의 영앤루비컴 

（YOUNG&RUBICAM）에서 따온 M을 지칭한 것이다. HDM은 세계적 종합 합작회사로서 발족한 이후 87년과 88년, 2 
년 연속 10억달러 이상의 실적으로 광고회사 중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세계 17위를 차지했다. HDM 
코리아는 이후 1992년 2월 덴쯔, 영앤루비컴 코리아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고시장 전면개방과 광고회사간의 경쟁 첨예화로 대표되는 90년대 전반기는 오리콤이 그간 쌓아온 커뮤니케이 

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그 도약 행진을 계속한 시기였다. 90년대의 새로운 경영이념인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써 광고대햄부문의 전문화를 이루는 한편, '93대전엑스포률 비롯한 공간개발사업 등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친 것은 큰 성과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은 신속 정확 

한 정보분석, 마케팅 리서치, 시장자료 등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전락, 커뮤니케이션 전략, 프로모션 

전략, 매체 전략 등 모든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결합 •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일관되고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오리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를 통해 많은 신규 광고주를 영입하여 

1990년에는 언더우드, 진도, 한독시계, 대한교육보험, （주）기린, 대우국민차, 한미약품을 영입하였고 91년도에 서울 

방송, 유공, 일성신약, 동원냉동식품, 포항제철, 한샘, 한국샤프 등을 영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1990년 제37회 칸느 국제광고영화제에서 동원산업의 '바다어묵' TV-CM이 최초로 동사자상을 수상하였고, 제31 
회 클리오 국제광고제에서 대우전자 마제스타 '밀양북춤편이 라디오 CM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해 한국방송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 작품상에 삼익피아노 '최영섭'편이 선정되었고, 라디오 부문 작품상에 

동양맥주 '부부，편과 화인의 월드컵 아동화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1991년에도 기린 알티아이 다꼬르스넥 라디오 CM과 한국 코카콜라의 로마월드컵 후원 신문광고가 뉴욕 페스티 

발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고, 동원산업 바다어묵 TV-CM이 전년도 칸 국제광고영화제에 이어 같은 해 클리 

오 국제광고제에서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우국민차 '티코' 캠페인이 제1회 SBS 광고상에서 은상 

을 차지하였고, 언더우드 '가을 편과 대한항공 '휴식공간' 편이 한국광고대상에서 각각 종합일간지 부문, 잡지부문 

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 한국 존슨의 그랜스 TV-C이 '철수와 만수편이 홍콩 존슨의 요청으로 홍콩에서 

방영되었고 켄터키프라이드 치킨 TV-C이 '준비편이 대만에서 방영되었다. 91년도 한국 존슨 그레이드 포프리 

: TV-CM이 동남아시아에 수출, 방영되기도 하였다. 오리콤은 세계에서 권위있는 광고전문지「ADVERTISING AG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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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발표한 세계 1백대 광고회사 중에서 46위로 랭크되기도 했다.

1991년 광고시장 개방으로 다국적 광고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오리콤은 타격을 받았다. 1990년 7월 만보사 

시절부터 오리콤과 함께 한국광고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로 사랑받았던 코카콜라의 

다국적 광고회사 맥켄에릭슨 코리아로의 이동은 오리콤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신설광고회사의 급증으로 국내 

광고회사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리콤은 90년 피어리스와 대우자동차에 이어 대우전자와 화승, 코오롱이 잇달 

아 떠나게 되었다.

오리콤은 1992년에는 전체 취급고 1천1백11억원을 달성하였다. 1992년 라미화장품, 조선일보사, 주택은행, 동원 

산업, 한국샤프 등 19개주 광고주, 93년 에이스침대, 텔슨전자, 동산유지공업, 삼도물산, 월트디즈니, 한국IBM 등 

19개 광고주, 94년 영한상사, 한글과 컴퓨터, 삼립GF, 한국전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증권, 신 

원종합개발, 경월 등 23개의 광고주를 영입했다.

광고대햄사업과 병행하여 프로모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온 오리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출판과 이벤트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90년 10월부터는 대전 세계박람회의 공간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후 공간개발사업팀을 독립시켜 후속으로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와 '인천 영종도 신공항 환경 및 실내디자인 

설계용역' 프로젝트를 얻게 되었다.

1995년에는 한겨레신문사,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동양나이론, LG화학, 선경제약, 1996년 쌍용정유, 주택은햄, 소 

니코리아, 로케트전기, 크라운제과, 애경산업, 마리끌레르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하였다.

96년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은 97년에 더욱 심화되어 한국광고계, 특히 광고회사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 

이를 위해 오리콤은 악화된 경영을 정상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업구조조정에 착수하여 그간 추진해왔던 사 

업다각화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우선 광고회사에 부적합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을 철수시 

키고 각 부문의 단순제작 기능을 외부전문업채로 아웃소싱（out sourcing）하였다. 사업구조 조정의 단햄으로 오리콤 

은 광고대행사업과 프로모션 사업에 핵심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관련커뮤니케이션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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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50년사 편찬위원회.「제일기획 50년사」. 제일기획, 1988.

「동원산업, 칸느 광고영화제 동사자상 수상」.「코스마』1990년 8월호.

「동원산업 TV 어묵광고 칸느광고영화제 동사자상 수상」.「디자인비즈니스』15호서990년 8월호）.

「비쥬얼 다이제스트」.「시각디자인』198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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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25호（1991년 5월）.

「오리콤, 덴쯔 연수단 파견」.「디자인비즈니스』25호（1991년 7월호）.

「오리콤, 미국광고대행사 HDM사와 합작;.「디자인저널』1989년 12월호.

「오리콤, 창업 30주년 기념〈오리콤 30년 광고이야기〉발행」,「디자인』199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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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콤, 전시 • 실내장식 사업 본격 추진」.「디자인저널』1989년 1월호.

「한국광고 30년 역사 한 눈에 보인다- 오리콤 30년 역사 고스란히 담은 '광고이야기' 펴내」. 1■애드버타이징」통권 

제59호（1998년 1월호）.

618



기업 I 시각디자인 I 광고대행사 I 오리콤 I

: 2 2 纟 「 3 ； > ［회

주요작품

대우자동차 괌고.

유한킴벌리（크리넥스） 광고.

버드와이저 광고. 암바사 괌고.

니노세루치 광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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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I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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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三코三Q : 盡동똥⑤사网£7■싦 I 色型사 | 오港错 ； 제일기획 I 연핪광고 I

①2囲国⑸E⑦⑧圍蒯迎

［명칭］ 제일기획（CH티L communications）

［설립자 및 초대장］ 이성수

［설립연도］ 1973년 1월 17일

CHEllcommun^ons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6너 제일빌딩

［전화］ 02-3780-2461, 02-3780-2114

연혁

1973. 1. 17 주제일기획 창립

TBC • 중앙일보와 매체대행 계약

1973. 1. 31 전 삼성계 광고대행 개시

1973. 2. 1 한국일보 • 서울신문과 매체대행 계약 주주사인 대성산업 • 광명인쇄 • 고려식품과 대행계약

1973. 3. 1 세기광고와 대행계약- 기독교 방송 매체 이용 포함

1973. 4. 14 대한석유공사와 전면대햄 계약

1973. 5 한국농약•동화약품•한국화이자와 대행계약

1973. 5. 29 한국 연합광고와 문화방송 대행계약

1973. 6 대부분의 매체사와 계약완료

1973. 11 일본 하꾸호도（博報堂）와 업무 제휴

1974 1차 오일쇼크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에서도 창업 1년만에 업계 1위로 부상

1974. 10. 7 기구 • 조직 개편

마케팅국, CM제작부 신설（3국 12부 실）

1974. 11 제1영업국에 옥외팀 신설

1975. 3 기구 • 조직개편 CM 제작국 • 제3영업국 신설（5국 14부 실）

1975. 6 『AI』지 조간으로 발행

1975. 9 『CM초록（抄錄）』발간

1975. 10 제일모직 '골덴텍스' TV광고, 한국방송윤리위원회 광고 부문상 수상

삼성전자의 '삼성세탁기' 포스터, 상공미전 특선

1975 최초의 제작물, 제일복장 '댄디 신문광고

국내 최초로 사원공채 제도를 도입

광고전문지『第一企劃』을 창간

사내 광고상 제도인 FAC상을 제정하여 크리에이티브 향상

1976. 1 rAE 핸드북』23권 번역 • 발간

1976. 2 『CM총록 2집』발간

1976. 3. 4 기구 • 조직 개편- 매체국 승격, 옥외부 신설（6국 15부 실）

1976. 7 『76광고자료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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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종합광고정보지 rAI（Advertising Information）』창간

1차 해외연수단 일본파견

1976. 9 『CM총록』발간

1976. 9. 16 국제광고부 신설 （'82년 국제국으로 확대）, 카피실 해체

1976. 10 자료집 13호「일본 전후 캐치프레이즈선』발간

중앙일보광고대상 수상- 제일모직 '골덴니트 컬러부문 우수상

1977 창립 4년만에 취급고 100억원을 돌파

세계적인 광고전문지 *Ad Age'지 발표

제1회 FAC상 출품작 심사

정사진팀 신설

1977. 1 데코마스제 도입- 제일기획 심벌마크, 로고타입 변경

1977. 3. 4 문화 • 경향광고대상수상- 제일모직 '로제트' 잡지광고 금상 비롯 9개 부문

1977. 4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확장

1977. 5 미국 Ad Age 지 발표, 미국 제외 전세계 광고회사중 취급고 순위 127위 차지

1977. 7. 22 C니0상 수상- 중앙개발 '지하수개발 캠페인, 인쇄부문 국내최초 수상

1977. 11 국내 최초로 '라이프스타일 조사' 실시

1977. 12 「77광고자료집』발간

1978. 1. 17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제1회 대학생광고대상 신설

1978. 2. 21 문화 • 경향광고대상수상- 삼성그룹, '향토문화 시리즈 신문부문 금상 비롯 6개부문 수상

1978. 3. 23 마케팅 본부 신설- 마케팅부 특별 강좌 실시

DM업무 개발위해 DM팀 설치

1978. 4. 13 77년도 본사 실적 세계97위에 랭크

1978. 5. 6 C니0상 인쇄부문 입선, 삼성그룹 기업광고 '향토문화' 시리즈

1978. 7. 14 국내 최초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SP부 발족

1978. 7 '국내 총광고량 통계' 시스템을 구축

1978. 7. 18 업종별 마케팅 정보집' 발간

1978. 8. 1 국내 총광고량 전산화 집계 ASIA STAR상 수상- 제일제당, '아이미포장'

1978. 9. 1 프리젠테이션룸 개설 '라보떼' , 골덴니트 추동 패션쇼 기획실시

1978. 10. 20 제14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동산유지 '베이비샴푸 등 10개

1978. 11. 3 1■광고연감（廣告年鑑）』발간 착수

1978. 11. 27 「78광고자료집』발간

1978. 12. 13 IWS한국지부 주최, '울마크 인터내셔널 79' 패션쇼 대행

1979. 1 연간 국내 총광고비 집계 발표

1979. 2. 8 문화 • 경향광고대상 수상- 제일모직, '라보떼 신문부문 금상 비롯 3개 부문

1979. 3. 1 기구 • 조직 개편 제작관리실 신설（6본부 2실 1사무소）

1979. 4 78년도 본사실적 세계 92위에 랭크（애드 에이지사지 713개사 대상조사）

1979. 5 C니0상 입선- 삼성전자, '하이콜드 냉장고' 신문광고, '피죤' 잡지광고

1979. 6. 9 SP부, 한국종합전시장홍보전시실 와이드칼라 슬라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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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7. 18 제2회 대학생광고대상 시상

1979. 7. 25 ITFI와 '국제조선 • 해상장비전' 광고계약 체결

1979. 8. 25 국내 최초 광고연감 발간

1979. 10 광고전문서적 발간 착수

1979. 10. 24 제15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제일합섬, '에리트 TV부문 우수상을 비롯 4개부문

1979. 12. 3 기구 • 조직 개편- 제작국 신설（3본부 4국 2실 부）

1980 제3대 김덕보 대표이사 취임

1980. 2. 16 문화•경항광고대상 수상

삼성전자 '이코노TV' 삼성그룹 '기업광고' 비롯 5개 부문

1980. 5. 19 광고상담실 개설

1980. 5 「광고기초이론』발간

1980. 10 16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진로 '쥬니퍼진' 신문부문 대상 비롯 8개 부문 수상

1980. 12 광고연감「한국광고 80j 발간

1981. 1. 5 기구전면 축소개편- SP부 폐지（6국 3팀 8부
1981. 4. 25 사무실 이전- 종로구 평동 보영빌딩 14〜 15충

스튜디오 이전- 구 TBC 스튜디오 200평
1981년도 아」0상 파이널리스트상

1981. 4 '데코기성복 잡지 광고

1981. 7. 20 '광고의 질적 향상방안' 수립- 리뷰제 • 정기합 평화제도 신설, CD제도 • 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모색

1981. 8. 3 기구 • 조직 개푠- 크리에이티브 센터신설, CD제 도입, SP팀 부활 서본부 5국 5팀 7부）

1981. 10 제17회 중앙광고대상- 삼성전자의 '마이마이 카세트' 신문부문 우수상을 비롯 4개부문상 수상

1981. 11. 12 제1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수상

삼성전자, '일요세탁기 라디오부문 우수상 비롯 5개부문

「광고연감』발간 특별상

1981. 12. 30 제3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광고연감 81』발간

1982 제8차 일본 연수단 파견

중동 인터마켓사와 업무 제휴

제일기획의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 뉴스레터 rCHEIL communications BULLETINj 창간

1982. 9. 15 제18회 중앙광고대상 • 애경유지 럭스비누 인쇄광고 출판부문 우수상 등 7개부문

1982. 11. 26 한국방송광고대상수상- 부광약품 '코리투살' CF 비롯 6개 부문 우수상 수상

1982. 11. 27 제4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1982. 12. 27 『광고연감 82j 발간

1983 창립 10주년을 기하여 사가를 제정 • 보급

1983 325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마련

1983. 2. 28 기능별 본부제로 조직 • 기구개편- 광고본부 • 제작본부 • PR본부 중심, 전산부 신설（3본부 9국 6팀 10부）

1983. 6 제일합섬 EXCELL 전시장 SP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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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기획매뉴얼』발간

1983. 7. 31 C니。상 수상- 삼성물산 '맥그리거' TV C애

1983. 9. 1 제4광고국 신설

1983. 12 SP부, 삼성반도체 64K D램 Display 대행

1983. 12. 23 『광고연감 83j 발간

1984 하쿠호도와 종합적 업무제휴 갱신 체결

1984. 2 삼성S티CO SP업무 대행

1984. 3. 15 『광고계획서작성사례』발간

1984. 4 기구 • 조직 개편- 관리본부 신설（4본부 9국 6팀 10부）

1984. 4. 25 제5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1984. 5. 23 C니。상 수상- 삼성정밀, '미놀타카메라 등 4개 부문

1984. 9. 18 제20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제일제당 '조개다시다 등 6개 부문상

1984. 11. 22 제4회 한국방송광고대상 수상, 동서식품 '그래뉼 커피' TV-C새 우수상 수상 등 4개 부문 수상

1984. 12. 15 『광고연감 84j 발간

1985 최초로 동경사무소 개설, 미국 Ted Bates Worldwide社와 업무제휴

프로모션본부 발족

1985. 4. 30 삼성전자부품 해외광고, 美 Appliance Manufacturer 지 Readership 최우수상

1985. 5. 15 제6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C니。상 수상- 공익광고 '친절'

1985. 6 기구 • 조직 개편- 프로모션본부 설対 마케팅부 • SP부국으로 승격（4본부 10국 7팀 8부）

1985. 9. 19 제21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삼성전자 VTR 신문광고 우수상 수상 등 3개 부문상 입상

1985. 9 『인쇄 및 전파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발간

1985. 11 『광고연감 85』발간

1986 프리젠테이션 룸 준공

1986 제4대 현영진 대표이사 취임

1986. 2. 28 『레이아웃 핸드북』번역 발간

1986. 3. 1 기구 • 조직 개편- 4본부 12국 7팀 7부 5광고국 신설, 기술부국으로 승격 CD BOARD제 운영

1986. 4. 11 제7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1986. 6. 13 C니。상 수상- 삼성그룹 기업광고 비롯 3개부문

1986. 8 최신 마케팅 리서치 기법 BSA법 • PR법 개발

1986. 9. 1 기구 • 조직 개편- 광고본부를 2개본부로 분리 개편, 광고 통괄부 • 제작통괄부 신설, 지원국을 관리본부에 귀속

1986. 10 삼성전자 '휴먼테크' 기업광고- 중앙광고대상 • 한국광고대상 수상

1986. 12 「광고연감 86j 발간

1987. 2 『신문광고 기초이론』번역 발간

1987. 3. 30 삼성전자 관계사 '휴먼테크' TV-CM이 뉴욕국제광고상 은상수상

1987. 4. 20 제8회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

1987. 5. 1 자료개발팀 신설

1987. 7. 6 국내최초로 C니0상의 TV부문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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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국내 최초 칸느 국제광고제 은사자상을 수상（음주운전방지캠페인）

1987. 10. 12 기구 • 조직 개편- 5본부 13국 8팀 7부, 제6광고국 • 제께작팀 신설

1987. 10 제23회 중앙광고대상 수상, 삼성전자 • '삼성컴퓨터 신문광고 우수상 수상 등 5개부문 수상

1987. 11. 8 '87 한국광고대상 수상, 삼성물산 '에스까뜨릴 신문광고 금상 수상 등 5개부문 입상

1987. 11 '87 런던국제광고상 동서식품 맥심 TV-CM 및 삼성물산 '로맨틱스트리트' TV-CM 및 신문광고 파이널리스트 상

수상 등 4개부문 입상

1987. 12 『광고연감 87』발간

1988 제5대 편송언 대표이사 취임

마케팅 국 산하에 자료개발팀 신설

1988. 1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해외 동경 사무소 개설

『제일기획15년사』발간

KOFA 3MsiI시스템 개발

서울올림픽 각종 이벤트 대행

『미디어 가이드』발간

업계 최대 컴퓨터 'HP3000-950'도입

디스플레이 실무진 일본 연수 파견

제차 신입사원 전원 해외 연수

1989. 12 합작 자회사 제일보젤 창립, 미국현지법인 제일 커뮤니케이션즈 아메리카社률 설립

런던, 프랑크푸르트사무소를 개설

1989-1992 광고주 밀착 서비스를 위한 분사제도를 도입

국내 최초의 마케팅 전문기관인 '마케팅 연구소'를 설립

1989 제6대 신세길 대표이사 취임

미국 Boz이I社와의 업무제휴 체결

CAD시스템 도입

사내 방송 CCN개시

1990. 1 새 CI 제정 발표

1990 프로모션 작품상（CPA）신설

마케팅 전문지「마케팅 포럼』창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매체효과를 내는 *0P TIMAX'모델 개통

국내 최대 규모의 '광파일 시스템' 개통

1990. 8 미국 Ed이man社와 PR업무 제휴 체결

1991 윤기선 대표이사 취임

미국 최대의 다큐멘터리 전문 CATV방송사인 T.D.C•와 업무제휴 체결

EMEX 시스템（전자우편시스템） 개통

1991. 6 미국 피츠버그대학 '마케팅전문가양성 교육과정' 개설

경쟁우위전략실천을 위한 SBTCStategic Break-Thru）발진대회

월치급고 2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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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광고업계 최초로 지방사무소 부산 개설

1991. 11 마케팅 연구소 설립

1992 오디오 소프트 사업개시

1992. 5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법인 （CCAI） 설립

1992 TV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전용 스튜디오 준공

1992 21세기 디자인 그룹 출범

사내 교육기관인 *AD School* 을 개설

1992 대전 EXPO독일관 프리젠테이션 실시

1992 ■ 윤기선 대표이사 유럽 광고계 시찰

1992 피죤의 '노란피죤 이 동사자상을 수상

1994. 8 '신광고서비스 선언' 공표

1995. 8 i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1997. 6 국내 최초 칸 국제광고제 금사자상 수상

（삼성전자 더뷸와이드TV '아기눈동자'편）

1997. 9 : 미 Flair와 SP부문 업무제휴

1998. 3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주식 상장

연구내용

제일기획은 1973년 1월 17일 지금의 쌍용빌딩 5층에서 32명의 창립멤버로 출범하였다. 제일기획은 그동안 우리 

나라 광고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1975년 광고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였고 광고 PR지 사 

보「제일기획』을 창간하여 외국 광고이론의 도입과 활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일본에 해외광고연수단을 처음으로 

파견하여 제휴사인 하꾸호도（博報堂애서 사원돌을 교육시키고 저명한 광고회사를 견학케 한 열성을 보였다. 또 

자료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 국내 광고계에「광고기초이론』,「광고자료집』등을 발간하여 광고 저변 확대에 이바 

지 했다.

1977년에는 국내 처음으로〈라이프 스타일조사〉를 실시하였고, '78년에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내 총 

광고비 추계조사를 실시하여 '79년에 창간한 1■광고연감』에 게재 •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과학적인 광고비 추계의 역 

사를 기록했다. 이런 일련의 업적들은 모두 우리 광고산업의 발상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에 이룬 것이라는 점에 

서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거시적이고 범광고계적인 일로 우리 광고계의 수준을 한차원 높인 기 

초작업들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얌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도 제일기획의 위상을 높인 크 

나큰 업적이라 하겠다.

제일기획은 줄곧 국내 총광고비의 10%를 차지해 왔다. 1973년 1월 17일 출범하여 본격적인 종합광고시대를 열 

어 놓은 제일기획은 해외 선진 광고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광고마케팅 기법의 도입에서부터 전문광고인을 발굴 육 

성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창출과 국제마케팅 시대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토대를 

다지며 성장 발전의 지표를 세워놓았다. '광고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기업과 매체간의 공영은 물론 국가 경제의 번 

영에 이바지한다 는 광익윤생（廣益潤生）의 신념으로 출발한 제일기획은 1차 오일쇼크로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는 악조건에서도 창업 1년만에 업계 1위로 부상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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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은 업계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펼쳐나갔다. 1976년에는 국제광고부를 신설하 

는 등 국제화에 눈을 듈리는 한편, 사내 광고상 제도인 FAC상을 제정하여 크리에이티브 항상을 꾀했다. 창립 4년 

만인 1977년에는 취급고 100억원을 돌파한 제일기획은 그해 세계적인 광고전문지『Ad Age』지 발표 세계 광고회사 

순위 97위로 랭크되며 국제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사회전반의 격변과 경기침체로 제일기획도 고도성장이 주춤해지고 기구조직이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야 했다. 하지만 광고 과학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은 계속되어 1978년 '국내 총광고량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제작의 질적 향상을 위해 CD제도와 사계의 권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도약을 위한 정비 노력을 계속 

해 나갔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일기획은 1983년 기구조직도 기능별 본부제로 개편하는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 

다. 325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한편, 프로모션 사업 등 신규 사업영역을 적극 개척하며 명실공히 

종합 커뮤니케이션 회사로의 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하꾸호도（博報堂）를 비롯한 기존 해외 제휴선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선진회사와의 제휴를 확대해 나갔으며 1988년 1월 업계 최초로 동경사무소를 개설했다.

제일기획은 1990년 새로운。제정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일류 커뮤니케이션 회사로의 도약을 맞이했다. 합작 자 

회사 제일보젤, 미국 현지법인 제일 커뮤니케이션즈 아메리카社를 설립하고 런던, 프랑크푸르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제적 광고회사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광고주 밀착 서비스를 위한 분사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마케 

팅 전문기관인「마케팅 연구소」률 설립하여 명실공히 국내 광고산업의 리더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출범 당시 32명의 인원에서 제일기획은 이제 700여 명의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광고사관학교'라 불리우며 

광고인력 양성에 앞장서온 제일기획은 사내 교육기관인 'AD Scho이'을 개설하여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신입 

사원 전원 해외연수를 비롯 피츠버그대 마케팅 전문가 과정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감각을 지닌 전문 

가의 양성은 물론 우리나라 마케팅의 대회 경쟁력 항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일기획은 마케팅과 광고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Data Band 시스템과 C-Target 

모델을 비롯한 7종의 전략 모델 • 13종의 서브모델로 구성 • 운영되는 '제일 전략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광고 과 

학화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마케팅 전문 연구기관인 '마케팅 연구소 를 통해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마케팅이론 확립과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일기획의 크리에이터들은 토털 커뮤니케이션의 튼튼한 뿌리에서 출발하여 언제나 신선한 상품드라마로 소비 

자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다. 1997년 중앙개발의 '지하수개발 이 C니。상에 입상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광고상 

수상에 포문을 열기 시작한 제일기획은 그동안 칸느국제광고 영화제와 C니。상을 비롯하여 50여 회에 이르는 해외 

광고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광고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 1986년 삼성전자의 휴먼테크 TV CM이 뉴욕 광고페스티벌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부문 은상을 수상하고 Q」0상

에서 TV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광고의 국제광고상 입상이 잇달았다. 또한 1988올림픽의 영항으로 올림픽을 

； 소재로 한 광고 제작이 활발했고 외국인 스타들을 모델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으나 무분별한 기 

용을 규제당하기도 했다.

1991년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이 칸느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92년에 피죤의 '노란피죤 이 

동사자상을 연속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 크리에이티브도 세계 수준에 근접했음을 입증해 주었다.

제일기획은 지난 1974년 SP매체 사업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국내 SP사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광고매체를 개척해 

, 나가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SP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지와 상품인지도를 높여주고 

있으며 특히, 동구권 개방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다.

제일기획 디스플레이는 비록 짧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해외연수와 국제 박람회 및 대규모 전시장의 기획,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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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전문가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에스에스패션 전문점, 무역 

센터 휴식공간, 독일 뮌헨 ELECTRO-NICA* 91 전시장 디스플레이 등 국내 정상급의 디스플레이 실력을 발판으로 

국제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일기획 이벤트사업은 뛰어난 인적자원과 선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루어 왔다. 금강제화 슈쇼, 올림픽 한강 축제, 마이마이 콘서트, 삼성그룹 종합체전에 이르기까지 숱한 성 

공작을 연출해 낸 제일기획 이벤트팀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탈 마케팅에 의한 과학적 이벤트를 추 

진해 나가고 있다.

1982년부터 광고주들의 정기간행물을 대행하면서 시작된 제일기획 PR부문은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가며 종합PR 

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 커뮤니케이션회사를 지 항하는 제일기획은 1987년 KBS「TV 문학관」, 

새BC「베스트셀러극장」을 제작하여 사업다각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에 뉴미디어팀을 신 

설했다. 뉴미디어팀은 그동안「안전운전 365일」,「남편은 요리사」,「내고향 좋을씨고」등 TV프로그램 제작울 활발 

히 하며 CATV를 비롯한 다가올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사보『제일기획』과 1r광고연감』, 그리고 각종 광고 전문서적을 발간하며 광고이론의 체계적 정립을 선도해온 제 

일기획은 국내 최초로 대학생 광고대상을 신설하여 광고신인의 발굴 • 육성과 광고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88년에는 업계 최초로 사사（社史）를 발간하여 국내 광고산업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제일기획은 1990년 1월 17일 창립 17주년을 기해 새로운 CI의 도입을 공식발표했다. 급변하는 국내의 시장 • 사 

회환경 속에서 자발적인 기업변신을 통해 21세기 일류기업, 신뢰받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로 

전년도부터 CI 개편작업을 추진해 사명과 레터마크, 기업 슬로건을 새로 확정했다. 사명의 경우 국문은 그대로, 영 

문은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문발음과 통일시키기 위해 'Cheil Communications Inc.' 로 바꾸 

고 한문은 사용犬！ 않는다. 한편 제일기획 자체 이팀에서 개발한 기본 디자인 시스템은 기존의 심볼마크를 폐지하 

고 레터마크로만 사용키로 했다.

출범 당시 제일기획의 조직은 외형상 영업국과 제작국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전문화와 분업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개시와 함께 밀어 닥치기 시작한 광고물량 가운데 그 

최초의 제작물은 제일복장의 댄디 신사복지였다. 이 댄디 광고물에는 제일기획의 로고인 'First'마크가 부착되었 

는데 이처럼 광고제작물에 제작사를 표시한 것은 제일기획이 최초로 창립초기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그후 폐지되 

었다.

본격적인 광고대행 업무를 개시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1973년 1월 31일 제일기획은 먼저 삼성그룹 관계사와 

전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창립 이전부터 대행문제를 추진해 오던 중 이날 15개 삼성 계열사와 4매체를 통한 전 

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들 15개 계열사 가운데 제일제당, 삼성전자, 제일모직, 제일합섬, 제일복장 

그리고 동방생명 등은 광고비 규모에서 볼 때 제일기획의 대광고주들이다.

제일기획은 창립초기부터 삼성그룹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광고주 영입의 문호를 대폭 개방함으로써 삼성 

이외의 광고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그룹사 이외의 일반 광고주 유为에 적극 주력한 창립 첫 

해인 1973년 삼성과 非삼성이 灰）:50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3개월만에 대한석유공사가 일반광 

고주로서는 처음으로 제일기획과 전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필두로 한국화이자, 한국농약, 롯데제과, 대한조선 

공사, 오뚜기 식품, 새한정밀, 진로소주, 선참산업, 루프트한자항공, 대한비타민 등 일반광고주와의 대행계약이 속 

속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관계사 아닌 일반광고주를 개발하는 문제는 순탄犬! 않았다. 그 무렵의 대기업들은 그들 광고 

를 광고회사에 맡긴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광고회사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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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1970년대 초 대부분의 기업듈은 광고회사의 능력에 회의적이었고 자사기밀이 혹시 누출되지 않을까 크게 우 

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일기획은 국내 정상의 고지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함께 팽창일로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광고업계와 긴밀 

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다. 아직 광고대행업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 상황에서 이들 해외 동업 

사들과의 협력관계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였다.

바로 이같은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제일기획은 1973년 11년 19일 일본의 하꾸호도（博報堂）와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1） 광고업계에 대한 조사연구, 2）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3） 교육훈련 

을 위한 인사교류이다. 이같은 협정으로 각종 기술과 자료 등이 활발하게 교환되면서 불모의 광고업계에도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제일기획이 설립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광고계는 광고에 대한 이론 정립은 물론 자료조차 구하기 

힘든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고를 집햄하는 기업은 물론 그 기업의 광고 담 

당자들까지도 광고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회사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광고는 단순히 

메이커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케팅전략에 입각한 

광고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창업 당시부터 영업국, 제작국, 총무부, 매체부와 함께 마케팅부라는 생소한 조직을 두어 과학적인 광고전략의 

전개라는 바탕을 차근차근 다져가던 제일기획은 1976년 고려대 햄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지역을 대 

상으로 심충적인 매체조사률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종합 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골격을 갖춰가기 시작하였다. 전 

파와 인쇄매체를 총망라한 시청시간대, 시청프로그램의 변화경향과 각 매체별 시청및 구독층의 특성, 광고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1215명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조사 내용으로 삽입되었다.

더 나아가 각 제품별 소비자 구매실태 및 라이프 스타일 조사가 본격화되어 매일유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시장 

조사와는 달리 단어연상법, 문장완성법, 회화법（i繪*法）, 추측 및 상상법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잠재의식적 동기 

를 밝혀 내는 '아이스크림 심충 동기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음 해의 광고계획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와 아울러 AE듈의 광고활동과 전략수립을 위해 경제, 산업정보와 광고계 및 소비자 동향을 신속하게 종합, 정 

리해 주는 한편 각종 광고자료 및 사내교육용 교재도 수록한 1■시지』를 1973년 9월 부터 발행하였으며 전23권에 달 

하는 미국광고협회 발행의「AE핸드북』을 번역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 

분하다 하더라도 사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광고전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사원 교육을 위 

한 자료발간도 아울러 추진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지로부터 각종 문헌을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외국의 TV C시도 착 

착 구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광고기획에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에 입각한 광고 

전략 수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조사부에서는 각 광고주로부터 쇄도하는 조사의뢰에 맞추느라 인원보강을 서둘러야 했으며 단순한 경험이나 추 

측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관리, 운영해 오던 우리 광고계는 제일기획의 종합마케팅 서비스를 위한 의지와 과 

감한 투자를 통해 불과 3년 여 만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업무내용도 광고를 핵심으로 한 판매촉진에 

서 시장조사 및 분석, 나아가서는 제품화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성격으로 발전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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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보젤, 신세계 캠페인 포스터부문 뉴욕 페스티벌에서 은상 수상」.「디자인 비즈니스』25호서991년 7월）.

「제일보젤 예회강 대리, 민병순 대리 뉴욕 페스티벌 은상 수상」.「애드버타이징」1998년 9월호.

「제작관리실 신설」.「월간 디자인」1979년 5월호.

「한국의 정서에 호소해 주목받은 오리온 초코파이광고」.「디자인 비즈니스』22호서991년 4월호）.

「제10회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대상 시상식 열려」.「디자인 저널』1989년 6월호.

「창립 20주년 맞은 제일기획」.『한국광고』창간호서99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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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끔익광고협의회,〈공익광고〉, TV-CW질서편, 60초）.
1984년 C니。상 TV파이널리스트상.

끙익광고협의회,〈공익광고〉.

잡지광고 1985년 C니。상 잡지부문 파이널리스트상.

-하루 15분아면 40난후렐 1#00관울 읽게 돱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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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涓曲削| 制，・・。"玉!闿HI띈,H巴

7•이번 X ♦* •버 *6N1 …■“ 一，■

꽁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 지하철광고.

1986년 C니。상 판촉부문 파이널리스트상.

공익광고협의회,〈꽁익광고〉.

1986년 C니0상 잡지부문 파이널리스트상 잡지광고.

삼성전자 와이드IV.

1987년 런던 국제광고상 인쇄부문（잡지） 

화이널리스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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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二- 上……1 .， j 광고대행사

애드코出아 1 합동똥신사광고기획실 만보사 I 오리좀 ; 제일기횏 1 연합광고

田2 S)

［명칭］ 연합광고

［설립연도］ 1974년 2월 23일

연혁

1974

1977

1979

1983

1993

1998

설립

문화광고영화업 인가

사보의 정기간햄물인가 획득

일본 Daiko사와 광고업무 제휴

（주）MBC애드컴으로 상호변경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총괄대행

연구내용

연합광고는 1974년 2월 23일 문화방송 광고기획국을 모체로 발족하였다. 문화방송의 단일매체만 대행하여 오던 

상황에서 그 기능을 전문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MBC 전 네트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 명실상부한 종합광고 

대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천만원으로 동아제약, 미원, 동아일보 등 10개사가 공 

동출자 하였으며, 이사에 이홍수, 이수극, 조웅수, 우윤근, 김성열과 감사에 전재옥을 선임하고 대표이사 이홍수, 

상무이사 이수극, 이사 조웅수를 경영진으로 선출하였다.

1974년 설립 첫해 취급고 14억원이 1991년에는 579억원으로 꾸준히 신장되었으며, 직원수도 200여 명으로 성장 

하여 종합광고대행사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창립 무렵인 1975년의 연합광고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본이 1억원, 주주로는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20%, 동 

아일 보가 10%, 동아제약이 10%, 종근당이 10%, 태평양화학이 10%, 태광산업이 10%, 해태제과가 10%, 미원 판매가 

10%, 금성사가 5%, 럭키가 5%였다. 이사진으로는 대표이사 이홍수（李洪洙）, 상무이사 이수극（李秀克）, 이사 권오 

철（權五哲） 박종민（朴鍾琨） 우윤근（禹潤根） 등이었다.

주요 광고주로는 경북농약공업（주）, （주）금성사, 금성유업（주）, 기아산업（주）, （주）내쇼날연쇄점, 대한방직협회, 

대한잉크페인트공업（주）, 대한투자금융（주）, 동방유량（주）, 동아제약（주）, 동양전기산업（주）, （주）럭키, 미원（주）, 

미원통상（주）, 미원판매（주）, 서울미원（주）, 삼화고무（주）, 세진레이온（주）, 원풍산업（주）, 진흥기업（주）, 태광산업 

（주）, 풍한산업（주）, 한남화학공업（주）, 한독맥주（주）, 해태제과공업（주）, 해태유업（주）, 해태주조（주）, 해태농업개 

발（주）, 훙국생명보험（주）, Japan Air Lines, J. Walter Thompson Company Japan, Pan American World Airways, 

Parker Pen（lnernational） Inc., Pepsi-Cola International-Korea 등등이었다. 거래실적은 1974년도에 1,4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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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遼

이었으며, 1975년도에는 3,626,000,000원이었다.

사보인 연합광고는『광고정보』주간으로 발행되었으며, 1979년 10월부터 월간「연합광고』로 변경되어 무료로 배 

포되었다. 1993년에는 （주）MBC애드컴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의 광고주는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웰라코리아, 대 

한항공, 동부화재 , 동부그룹, 교보생명 , 기아자동차, 건국대학교, 건국유업 , 기업은행 , 한빛은행 , 대우다이너스카드, 

인덕전문대, 킹코일침대, 클리포드, 한양, 한남대학교, 축협중앙회, 노동부, 공보실, MBC아카데미, 남양유업, 한국 

몬테소리, 동문건설, 동구약품, 수석농산, JCB, Mabuchi Motor, Mitsui 등등이다.

그동안 '95, '97 서울모터쇼 행사관, 엔터프라이즈, 세피아, 슈마 등의 신차발표회 등과 함께 세계문화엑스포를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이 외에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96 012치어리더 선발대회, 부산동아시안게임, 인천 시민의 

축제, 이천도자기 축제, '99서울모터쇼 기아관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문화방송 30년사」주식회사 문화방송, 1992.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년.

「연합광고, 91UCA상 선정」.「디자인 비즈니스』30호서992년 1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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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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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關窗龜헤— 우송/刀：!자?; ，口匚仄

LG전자 | 삼성전자 丨 印우전자 ।

田⑵⑶固因

O LG전자

［명칭］ LG전자

［설립연도］ 1958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6번지 LG전자（주） 디자인연구소

［전화］ 02-630-3209, 02-630-3648

［FAX］ 02-630-3647, 02-675-4573

연혁

1947. 1. 5 럭키화학공업사 설립（현 LG화학）

1958 산업디자이너 채용

1958. 10 금성사 설립（현 LG전자）

1959. 6 라디오 모멜을 설계

1959. 8 금성사, 금성（GOLDSTAR） 상표등록, 시작품을 완성

1959. 11 국내최초 라디오 생산

1960 공업의장과 발족

1960. 3 국내최초 선풍기 생산

1961. 7 국내최초 자동전화기 생산

1964. 1 국내최초 적산전력계 생산

1964. 11 국내최초 EMD 자동전화교환기 생산

1965. 4 국내최초 냉장고 개발 • 생산, 국내최초 흑백 TV 생산

1967 가전사업부 공업의장과 개편

1968. 3 국내최초 에어컨 생산

1969. 2 국내최초 세탁기 생산,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생산

1969. 10 금성통신（94년 금성사에 합병）, 금성전선 설립（현 LG전선）

1970. 12 금성전기 설립（91년 금성통신에 합병）

1974 디자인연구실로 개칭

1974. 7 국내최초 PCM 단국장치 개발

1976. 1 금성사, 민간기업 최초 중앙연구소 설립

1977. 8 컬레V 생산

1979 개발부분 전자/전기 디자인연구실 개편

1979. 1 그룹 심볼마크 제정

1980 개발부문 디자인연구소 통합

1981 전자/전기 상품기획부문 디자인연구실 개칭

1981. 5 국내최초 전자식 VCR개발

1981. 8 컴퓨터 국산 제1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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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 4 5

1982 국내 제1호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

1982. 5 국내최초 컬러비디오카메라 개발

1982. 6 국내최초 PC개발

1983 국내최초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DP)개발

1983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설립

1984. 1 그룹 심볼마크 변경

1985 국내 최초 8mm 캠코더 개발

1991 GSTFCGoldstar Techno-Fashion) 설립, 일본 GSDJ 설립

1998. 3 LG전자, 세계최초 클러치 없는 세탁기 '터보드럼' 개발

1998. 10 LG전자, HDTV용 60인치 PDP 세계최초 개발

연구내용 

LG전자주는 1958년 부산에서 가전기기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금성사는 1958년 한국 최초로 박용귀, 최병태 

를 산업디자이너로 공개 채용한 것을 필두로 하여 한국 산업디자인계의 실질적인 효시를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 

다. 이들이 한국 최초의 라디오인 A-501 호(AC 2BRND Radio)를 디자인하였다. 1960년에는 고을한, 김상순이 합류 

되어 공업 의장실로 발족되었으며, 1966년에는 12명으로 1975년에는 디자인 연구실로 개칭되어 1976년에는 총 20 

명이 되었다.

라디오 외에 초기의 전자제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체신1호'라는 이름과 함께 당시 국내에 소 

개된 '금성1호 자동전화기이다. '금성1호 의 디자인은 '시커멓고 뭉툭한' , '다이얼과 수화기만 없으면 저금통 같 

은' , '수화기가 아령같은'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대로이다. 사각통 전면을 차지하다시피하는 

다이얼과 약간 횐듯한 아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화기를 갖추고 있으며, 검정색과 미색 두 종류가 있었다.

1960년대에 가전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금성사는 디자인 부문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1960년 3월 그 때까 

지 상무직속이던 도안실이 생산과로 이관되었고, 1963년 7월에는 공업의장과가 새로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공업디자인 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6년 2월에는 공업의장과가 생산2부로 편입되었으며 박용귀 

가 디자이너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공업의장과의 운영책임을 맡게 되었다. 제품개발에서 디 

자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970년 9월 1일자로 단행된 사업부제 기구개편으로 공업의장과는 '공업의장실'로 

승격되어 사업본부에 소속되었다. '75년에 다시 디자인연구실로 개칭해 독자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역사와 함께 

금성사는 한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산업디자인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조직으로 발전된다. 그 시작은 1968년에 박 

용귀(朴容貴)가 일본의 히다치(日立) 디자인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온 후부터였고 그후로 체계적으로 공업디자인 

의 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금성디자인종합연구소는 1983년 3월에 '디자인의 역할을 단순한 기술이나 마케팅의 지원 역할이 아닌 생활인을 

선도하는 기능이 되게 해야 한다 는 목적 아래 기존의 디자인연구실에서 개명하여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활동목 

표는 디자인의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생활 제한형의 디자인 개발에 힘쓰며 디자인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조직은 크게 제품디자인팀과 디자인팀의 지원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품디자인 팀은

①R&S(Research & Sim니ation)： 디자인 기초기술 조사, CAD등의 기술지원, 고객조사 담당,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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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11図a s

②기획관리（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공이나 좀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관리）

③패키지디자인 분야

로 세분화되었으며 해외 디자인 법인 （금성디자인테크 : Goldstar Design Tech : GSDT）도 설립되어 있다. 디자 

인 1실과 2실에서는 제품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담당했으며 3실에서는 그에 관계된 디스플레이나 그래픽, 광고 등의 

업무를 맡았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합관리실을 두었다. 특히 외국현지에 설립된 GSDT에서는 유럽의 디자인 

성항을 직접 조사하고 유용한 디자인 정보룰 수집하여 현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추진하 

였다. GSDT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현지 고객의 취항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 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점차 고품질의 제품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금성은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업이 본격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최고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인 

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작으로 단순생산 대햄 방식의 0E내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기술력과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디자인을 수출하거나 대상 시장 분석 및 제품설계 • 디자인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그것은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진출한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에 그 

격차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7년 5월 금성그룹은 비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이후에 디자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했고, 디자인이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조직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디자인실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R&D그룹이다. R&D그룹은 신상품 제안 디자인팀（신상품, 어드밴스드（advanced） 디자인, 미래상품 디자인과 소비 

자 분석법, 인간요소 연구 등 디자인 기초연구 조사）, 컬러 디자인팀（색채정보의 수집과 분석, 관리, 제안 및 적 

용）, CAD팀캐드를 이용한 시스템 디자인, 제품 관리, 기초 데이터 전송） 등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금성전자의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독자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게 된다. 이후의 금성전자 디자인은 크게 사용자의 편의성과 수출국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한국적인 디자 

인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가 *WF-941HW 빨래판 세탁기 이다. 이 제품은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 세탁기의 컨트롤 조작부를 전면 상단 부분에 위치시켰다. '86년 출시된 빨래판 세탁기는 몸체를 제 

외한 뚜껑부위와 컨트롤 조작부의 부분부분을 디자인한 최초의 제품이었다. 또한 세탁기의 뚜껑 또한 접혀서 열리 

도록 콤팩트하게 디자인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85년에 선보인 'GR-422AF 냉장고 는 중동수출을 위한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냉장고의 고내（내부）부분에 디자 

인을 최초로 적용시킨 제품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180ml음료가 많이 애용되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많이 사용되 

는 1.5 1 생수병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다. 이 냉장고에는 처음으로 1.5 1 병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도어쪽 공간이 

배려되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반투명 플라스틱 바스켓을 채용하였으며 손잡이도 당시로는 획기적인 포켓타입으로 

디자인 되었다. 도어데코 프레임의 색상과 모양, 내부부품의 색상결정과 일부부품 개선 등에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의 영역이 'GR-422AF 냉장고 를 계기로 일순간애 확대된 셈이었다. 이 모델은 당시 수출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이전에도 금성사는 비디오기기 VCP-H200J'라는 제품으로 일본 G마크를 획득한 적이 있었다. 이 제품은 

1975년에 일본 시장에서 20 • 30대의 젊은 층과 비디오기기 대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젊은충 

의 감성에 맞는 간단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특히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상 고급기기를 살 수 없는 상황을 배려해 

기기 구매시 그들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외관의 고급 이미지 부각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주효했다.

한편 한국형 디자인제품은 전통적으로 홀러내려 오는 생활양식, 식생활이라든지 주거생활에 부응하는 제품을 뜻 

하는 것이었다. '91 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한국형 걸레 청소기 개발이 그러한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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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한국형 냉장고는 김为냄새를 제거하는 특수장치의 냉장고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전회사에서 해결해야
t

하는 한국형 상품개발 방항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를 보면 반찬수가 많고 장기간 보관하 

므로, 그것을 담는 용기 모얌에도 다양한 특징을 담았다.

금성사에 개발하는 상품은 4가지 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크게 전략상품과 주력상품, 구색상품, 유망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략상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들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TV, VCR, 냉장고 등이다. 주력상품은 

현재 금성사에서 판매 이익을 내는 제품으로 공조기 에어컨, 세탁기 등이다. 구색상품은 이러한 전략상품과 주력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OEM으로 의뢰한 제품듈이다. 또한 유망상품의 경우는 현재 별도로 개 

발되는 제품으로 현 상품듈과 함께 출시되는 것이 아니고 R&S팀에 의해 프로젝트별로 개발되는 상품이다. 액정 

VCR, 김치 냉장고가 그것이다. 금성사에서는 주력상품과 전략상품을 위주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성사는 국내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금성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하였고 '91 년부터는 이를 국제산업디자인 

공모전으로 확대했다. 이 국제공모전은 밀라노에서 개최된 ICSID 이사회에서 국제공모전으로 공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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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区困困施⑦闻

［명칭］ 삼성전자

［설립연도］ 1969년 1월

연혁

1969. 1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 설립

1969. 12 삼성 SANYO 전기 설립（1977년 삼성전자에 합병）

1970. 1 삼성 NEC 설립

1970. 11 흑백 TV （P-3202） 시생산

1971. 1 흑백 tv （P-3202） 파나마에 처녀수출

1971. 9. 1 제품디자인 팀 발족（영업부 판촉과 소속）

1971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

1972. 1. 31 삼성전자 첫 수출용TV 생산 개시

1972. 11 국판용 흑백TV 생산개시

1973 생산량의 급증으로 디자인 파트가 기술개발실로 소속

1973. 1. 21 삼성전자 미국, 캐나다에 IV 첫 수출

1974 본격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짐으로 해외 활동은 물론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참여

1974. 3 냉장고 (SR-180, SR-201TD) 생산개시

1974. 12 세탁기 （SEW-200W） 생산개시

한국 반도체（주） 인수

1975. 4 세계 3번째, 국내최초의 순간 수상방식 이코노 TV 개발

1975. 12. 27 삼성전자 미국에 카세트 첫 수출

1976 제품별로 디자인 담당원을 둠으로써 파트별로 전문화,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포터뷸 • 텔레비젼, 

전자손목시계, 전자계산기, 스테레오 앰프, 카셋트 등은 해외시장에서도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1976. 2 절전형 하이콜드 냉장고 （SR196, SR-206WP） 생산개시

1976. 4 컬러 TV (SW-C3761, SW-C3762, 14인犬!) 자채개발 성공

1976. 10 흑백 TV 생산 100만대 돌파

1977. 4. 30 삼성전자 컬러 TV 첫 수출（파나마）

1977. 5. 1 삼성전기 디자인팀 합병

1977. 6. 24 삼성전자 냉장고 수출 개시

1978. 4. 1 전자 디자인과, 가전디자인과로 분리 승격（각 사업본부 설계실 소속）

1978. 5 흑백 TV 생산 400만대 돌파W계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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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2 수출 1억불 돌파

1979. 5. 1 삼성전자 캔 자판기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

1979. 6 전자렌지 (RE-7700) 생산개시

1979. 8 삼성전자 전자동 컬러TV공장 가동

1980. 2. 1 전자 디자인과률 TV디자인과, 음향디자인과로 분리

1980. 3 한국 전자통신(주) 인수

1980. 5 에어콘 생산개시

1980. 7 20인치 컬러 TV 생산개시

1980. 8. 1 삼성전자 컬러 TV 시판 개시

1980. 10. 7 삼성전자 제10회 전자제품 신모델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980. 12 이코노 TV 생산 100만대 돌파

1981. 2. 9 삼성전자 컬러 TV 생산 100만대 돌파

1981. 5 흑백 TV 생산 1,000만대 돌파

전자렌지 (RE-705D) 캐나다에 처녀 수출

1982. 1 컬러 TV 일본에 역수출

1982. 6. 2 종합연구소로 소속부서 변경

1982. 12 한국 전자통신(주)에서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3. 3 퍼스널 컴퓨터 (SPC-1000) 생산개시

1983. 5 포르투갈 공장 PAL 방식 칼라 TV 수출개시

1983. 9. 1 종합연구소 제품디자인실 승격 통합

1983. 9. 7 삼성전자 83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VTR 최우수 금상 수상

1983. 9. 28 제1회 삼성 굿 디자인 전 개최

1983. 10. 15 삼성전자 세계 최초의 초소형 8mm VTR 개발

1984. 2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84. 5. 1 1실 7개팀으로 기구확대

1984. 9. 4 제2회 삼성 굿 디자인전 개최

1984. 12 VTR 미국에 처녀수출

매출 1조원 달성

1985. 9. 19 제3회 삼성 굿 디자인전 개최

1986. 5. 16 1실 8개팀으로 기구확대

1986. 5 86 한국 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1986. 7 1메가 D램 개발

1986. 8. 14 삼성전자 컬러 TV 생산 1000만대 돌파

1986. 9. 15 삼성전자 레이저 이용 고속복사기 개발

1986. 10. 8 삼성전자 세계 최초 초소형 • 최경랑 4mm VTR 개발

1987. 2. 1 종합연구소 신축 등으로 디자인실 이전

1988. 2 삼성전자 중국체전에 국내 최초 광고 실시

1988. 2. 9 삼성전자 4메가 D램 개발 성공

640



기업 | 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 | 삼성전자 |

m阴图困回拒7 8

1988. 4. 1 1실 2그룹 8개팀으로 기구 개편

1988. 5. 1 동경분소 디자이너 파견

1988. 8. 5 삼성전자 국내 최초 팩시밀리 수출

1988. 10. 1 삼성전자 프랑스합작 판매회사（SEF） 설립

1988. 11 삼성 반도체통신을 삼성전자로 흡수 합병

（가전, 정보통신, 반도체의 사업부문제 채택）

1989. 5 컬러 TV 생산 2,000만대 돌파

4메가 MASK룸 개발

1989. 5. 3 삼성전자 최첨단 반도체 4메가 마스크룸 개발

1989. 12 반도체 매출 세계 13위 기록

1990. 8. 10 삼성전자 세계 세번째 16메가 D램 개발

1990. 10. 1 삼성전자 더블덱 VTR 세계 최초 제품화

1990. 12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1메가 PS램 개발

1991. 1. 1 삼성전자 소련 과학원과 기술연구소 공동 설립

1991. 6 삼성전자 국내 최초 슈퍼VGA 칩 개발

1991. 10 펜 노트북 PC 개발

1991. 12 수출 40억불 달성

초소형 휴대용 전화기 개발

1991. 9 삼성전자 세계 최고 해상도의 컬러모니터 개발

1992. 2. 26 삼성전자 ISDN（종합정보통신망） 사설교환기 국내 첫 개발

1992. 3 8비트 마이콤 개발

1992. 4 삼성전자 1.4인처 TFT-LCD개발 성공

4메가 S램 개발

산업용 로보트 생산 1천만대 돌파

1992. 5. 28 삼성전자 컬러TV 등 4개 제품 세계 명품으로 선정

1992. 8. 1 삼성전자 세계 최초 64메가 D랩 개발

1992. 8 이동전화 시스템 개발

1992. 9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

1992. 11 수출 40억불 탑 수상（제조업체 최초）

1993. 2 세계 최첨단 250메가 HDD 개발

1993. 2. 1 삼성전자 GI사와 전략적 제휴

1993. 6. 3 삼성전자 8mm VTR 세계 최초 개발

1993. 9 삼성전자 16메가 D램 양산공장 준공

1993. 11 삼성전자 HDD 및 모니터 완전 절전화 실현

1993. 11. 12 삼성전자 100그램대 초경량 휴대폰 독자 개발

1994. 2 삼성전자 도시바와 반도체 합작사 설립 계약

삼성전자 무CFC사이클로 펜탄 냉장고 국내 첫 개발

1994. 4 전자레인지 생산 3천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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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회사(한국DNS) 준공

1994. 5. 20 삼성전자 일본 오디오 전문업체 LUX사 인수

1994. 8 삼성전자 세계 최고 용량 HDD 개발

1994. 8. 1 삼성전자 멀티미디어용 핵심반도체 윈도램 세계 최초 개발

1994. 8. 29 명품TV 개발,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

1994. 10 삼성전자 벽걸이 TV용 고성능 TFT-LCD 개발

1995. 1. 4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회전냉각 문단속냉장고 개발

1995. 5. 11 삼성전자 세계 최초 표면광 홀로그램 광픽업 개발

1995. 6 삼성전자 도시바와 64메가 플래시 메모리 공동 개발

1995. 9 세계 최초 33인対 더불화면 TV 시판

1995. 10. 10 삼성전자 22인치 대형 TFT-LCD 첫 개발

영국 윈야드 복합단지 준공

1995. 11. 1 삼성전자 신기업문화(Smart & Soft) 제정

1995. 11 100억달러 수출탑 수상 (단일 제조업체 최초)

1995. 12 세계 최초 1기가 싱크로너스 D램 시제품 개발

1996. 3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착공

멕시코 티후아나 전자 복합단지 준공

1996. 6 삼성 명품 TV 플러스원 출하

1996. 10 1기가 D램 개발

1997. 3 중국 상해시에 CD애A 장비 첫 수출

1997. 4 미(美) 3D0사의 반도체 부문 인수(AGT사 설립)

1997. 4. 29 삼성전자 백색가전 세계 5대 브랜드화 선언

1997. 7 세계 최소형 CDMA 휴대폰(137g) 개발

1997. 9 세계 최고속 CPU(533MHz) 해외 첫 수출

PCS 단말기 국내 첫 출하

1997. 10 세계 최대 크기인 30〃 TFT-LCD 개발

1997. 12 세계 최경량 PCS 단말기 어05g) 개발

1998. 2 128메가 SD램 세계 첫 출하

1998. 3 세계 최경량 PCS 휴대폰 (SPH-4100) 개발

1998. 4 고선명 디지털 VCR 세계 첫 개발

256메가 SD램 반도체 세계 첫 생산

1998. 7 64메가 램버스 D램 개발

1998. 8 완전 평면 TV 첫 개발

1998. 9 1메가 SD램 반도체 샘플 첫 출시

1998. 10 디지털 TV 세계 최초 양산

1998. 12 호주 허치슨사에 2억 1천만불 CDMA 시스템 공급 계약

1999. 1 미국 '포브스'지 세계 최고 가전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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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창립되어 1명의 디자이너룰 채용함으로 디자인 파트의 시초가 되었으며 19기년 디자이 

너를 공개 채용함으로서 본격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73년에 생산량의 급증으로 디자인 파트가 기 

술개발실로 소속되었으며 1974년 본격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짐으로 해외 활동은 물론 대외적인 홭동에 적극참여 

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제품별로 디자인 담당원을 둠으로써 파트별로 전문화 및 업무의 능률을 항상시켰으며 포 

터블 텔레비젼, 전자손목시계, 전자계산기, 스테레오 앰프, 카셋트 등은 해외시장에서도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다.

당시 가전업계의 선두였던 금성사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부서를 확대개편하는 데 비하여 후발업 

체인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1972년부터 내수시장에의 진출이 시도됨에 따라 디자인 개발문제가 심각 

하게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당시 서울대학교의 디자인 교수였던 민철홍에 의뢰하 

였다.

1972년 민철홍은 삼성전자 19인치 혹백 TV의 첫 모멜인 '마하 505'를 디자인하였다. 이 제품은 그 당시에 조성 

되고 있던 TV 붐을 타고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어 놀라운 판매신장을 보였다. 비숫한 회로를 사용하더라도 디자인 

을 잘하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민철홍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내 디자인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하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73년에 생산량의 급증으로 디자인 파트가 기술개발실로 소속되었으며 '74년부터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활동은 물론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74년에는 국내 최초의 

카세트 라디오를 생산해 국내 가전제품의 질을 높였다. 제품 디자이너 갈종호가 디자인한 이 카세트 라디오는 전 

면 판넬을 2종으로 사출, 형태, 칼라, 질감 등의 다양한 조화를 이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초기 디자이 

너로는 김영창, 김충한, 홍성수, 김병한, 최현창 등이 있었다. 78년에는 각 사업본부 설계실 소속의 '전자 디자인 

과'와 '가전 디자인과'로 분리되었고, '83년에는 종합연구소 제품 디자인실로 승격 통합되어 1실 2개 디자인 그룹 

8개팀으로 개편되었다.

제품디자인실은 기획관리팀과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룹 1은 칼라TV디자인, 오디오 세트 디자인, 

비디오 디자인, 그룹 2는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디자인, 냉열기 디자인, 회전기 디자인, 퍼스널 컴퓨터 디자인, 사 

무자동화기기(OA) 디자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8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실은 혁신 디자인(rev이utional design)과 개선 디자인(ev이utional 

design)의 2가지 측면에서 제품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혁신 디자인은 판매현장에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사업부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디자인 프로세스룔 일컫는 것이었고 개선 디자인 

은 미래지향적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실에서 관계부서의 의뢰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제시하는 프 

로세스였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예가 '엑설런트 톱(Excllent Top) TV* 였다.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히트한 이 제품은 엑 

설런트 롭(Excellent Top) 시리즈의 전신인 엑설런트 시리즈의 음성다중 기능울 세일즈 포인트로 하여 기존의 허 

라이전틀 타입(horizontal type)을 탈피하고 좌우 스피커를 내장시킨 듀얼 타입(dual type)을 선보임으로써 컬러 

TV에 대한 듀얼 시대를 열어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며 성공한 바 있다. 당시에 전략적 성공 모델인 엑설런트 

가 엑설런트V, 엑설런트 V2로 시리즈화하여 시장을 리드해 오던 중 음성 다중 방송 확대에 따른 진용 구축을 확고 

히 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전락 모멜이 필요하였다.

초기반응은 서라운드 기능과 별도 스피커를 장착한 조형에 익숙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이상하게 보인다 라는 

반응도 없지 않았으나, 세일즈 포인트로 잡은 서라운드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스피커의 용도에 대한 집중 광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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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에 편승하여 소비자들이 점차 반응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판매는 호조를 보이기 시작 

하여 엑설런트 톱의 조형과 서라운드 기능에 대해 익숙해져 갔고, 이미지 리더로서 소비자의 감각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특선 냉장고 88'은 변화하는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경우이다. 당시 국내의 냉장고 소비자의 소 

득 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라 그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가전제품 가운데 필수 순위 

1위라는 소비자 인식과 식품 포장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스턴트 식품의 증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대 

용량화, 와이드(wide)화, 디자인 중시와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식생활의 양과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보관 식품 

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져 점차 대용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사용자의 신장(身長)을 고려하여 

대용량의 냉장고는 높이가 제한되는 대신에 폭은 점차 넓어지는 경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최종 결정된 외관 디자인에 따른 도어의 형태 및 구조 변화로 인해 별도의 설비 투자와 생산 라인을 

개선하는 등 상품 기획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부문이 디자인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진 의욕적인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디자인은 'R'조형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벤딩 도어 (bending door)였으며, 도어 타입에 맞게 핸들도 종래 

의 손잡이 개념에서 탈피하여 취부구조 개선과 함께 그립 부위를 둥글게 마감하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로 마 

무리되었다. 컬러와 내 • 외부의 시각적 처리는 실구매자가 여성 고객충임을 감안하여 패션과 개성을 중시하여 타 

입 선정 및 패턴 선정을 하였으며 모든 디자인 요소는 여성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배려 되었다.

'HIT세탁기'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이다. 세탁기는 여성 시장의 조사 

없이는 마케팅에 대하여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제품이므로 여성의 소비 행동을 분석하고 취향을 알아야 했다. 일반 

적으로 여성이라는 소비층을 더욱 세분화시켜 보면 그 속성은 학생, 직장 여성, 미혼, 기혼, 독신 등에 의하여 커 

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상품 컨셉트가 나오고 디자인 컨셉트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HIT세탁 

기의 상품 컨셉트는 '진일보한 가사 합리화와 여성의 미묘한 감성에 대응한 섬세한 배려를 기능과 조형으로 실현 

하라 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논리의 전개로 보일수 있으나 그 논리 속에는 시장 세분화 

(market segmentation)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제품의 디자인적 접근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 

의 하나는 컨트롤부이며 HIT세탁기의 컨트롤부에서 느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의 습 

성을 연구하여 최적의 위刀와 작동 순위, 기능적 고려 등을 분석하여 그래픽적으로 그루핑(grouping)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사용자와 세탁기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세탁기 구매에 있어서 선택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HIT세탁기의 조형 감각은 

둥그런 맛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레트로(retto)풍으로 진행되었으며, 키 워드 설정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듈을 HIT세탁기의 디자인 정책으로 정하여 광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탁기를 구입하게 된 소비자의 컬러 선 

택 이유에 대한 조사에 따라 세탁기 자체와 다른 가전제품이나 부엌 및 주변 환경과의 색을 고려하여 색을 선정하 

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아몬드 컬러로 판단하였고 이 색의 

제품이 판매에서도 성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주말 부부 라는 광고 컨셉트 또한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부 

합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

1992년부터는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 작동이 쉬운 제품 개발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시장 개방의 대응방안으 

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게 된 한국적인 디자인 개발은 궁극적으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구분이 없어지 

게 됨을 의미하며, 국내 소비자를 겨낭한 상품이 곧 세계 소비자를 겨낭하는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제품력이 세계명품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형편이므로 모든 제품을 세계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 

다는 판단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흥내내지 못하는 즉, 한국기업에서만 만드는 상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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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자제품의 한글화 표기화 작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제품 디자인의 국제적인 추세는 첨단기 

능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추가해 작동하기에 편리한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첨단 기능이 실생활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기능들을 작동하는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 실상은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작동하기 

편하고 손쉽게 작동되는 그런 기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첨단기능이 주는 복잡함과 차가움을 벗어버리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기를 원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됼이 호화스럽고 다기능의 제품둘에 대한 역반응으로서 보다 견고하 

고 오래쓰고 간편한 것의 반응으로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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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혜目謳回■

LG전자| 삼섬전자 | 대우전자 |

m 2j Bl E S］

셰份 대우쩐자

［명칭］ 대우전자

［설립연도］ 1983년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전화］ 02-369-0632

［FAX］ 02-369-0659

연혁

1983. 3 대한전선（주） 인수, 대우전자 디자인실 설립

1983. 10 미국 실리콘 벨리의 현지 법인 디자인 사무실 *ID FOCUS'설립

1994. 9 프랑스 파리 디자인실 센터 설립

1997. 2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연구센터'로 개칭

연구내용

대우전자는 그 역사를 대한전선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대한전선은 1971년 공장 각 개발부서에 분산 소속되어 

있던 디자이너를 통합하여 1973년 12월 생산부서인 공장소속의 외장개발과로 정식 발족을 보았다. 1975년 급증하 

는 디자인의 해결과 아이디어 창출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본사 사업부 상품개발부로 소속을 달리하여 기업 

의 마스터 플랜은 물론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심점 속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대한전 

선의 인더스트리얼디자인 그룹은 15명（그래픽 3명 포함）의 디자이너와 지원부로서 MOCK-UP 제작실에 4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한전선은 가전제품 생산회사로서 초창기 우리나라 제품 디자인의 질적 항상에 큰 

역할을 했다.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했지만 TV가 주력 제품이었으며 성능의 우수함은 물론 수직형, 포터블형 등과 

같은 디자인의 참신함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당시 활동한 디자이너로는 박종서와 김태호, 김철호 

등이 있었다.

원래 대우전자는 처음에는 오디오 전문 수출업체로 출발했다가 본격 가전 사업은 83년 대한 전선 가전 부문을 

인수하면서 시작했다. 현재 국내의 가전3사 중 83년에 뒤늦게 출발한 후발업체인 대우전자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 

미지 상승을 위한 노력이 근래에 와서 여러 제품과 기업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88년 

서울대 인간공학연구소의 이면우 교수와 대우전자 디자이너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일련의 '하이터치' 제품을 개발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잠재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품에 부여한 것으로, 일부는 양산화하기 

에 아직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음성인식 전자레인지', 유아교육용 컴퓨터 '코보（KOBO）' 등을 시판함으로써 하나 

둘씩 그 결과를 실현하고 있다.

대한전선을 인수한 대우전자는 대한전선의 실패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첫째 이유는 

그룹의 이미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명은 전기줄과 전선을 만드는 회사같은 느낌을 주었 

다. 사명（社옴을 브랜드명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 투 쓰리' 냉장고 혹은 무지개 세탁기 식으로 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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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말하고 있었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삼성 세탁기, '금성 냉장고' 식으로 회사명을 제품에 싣고 있었다. 전자 

제품은 애프터 서비스의 기대치가 높아야하므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비중이 큰 분야인데, 이 점에 대한 

연결 고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우전자는 최우선 과제로 회사 이미지를 대우그룹의 이미지와 통일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그 이전만 해도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세일러스 마켓(sale/s market)1 시절이었 

으나 점차 회사간의 경쟁심화로 제품이 많아지고 소비자가 상품을 골라서 사는 '바이어스 마켓' 시대로 바뀌고 있 

던 경향을 파악하여 타사보다 먼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디자인 개발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초기에는 전자산업이 기술력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또한 체계적인 제품 차별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기본줄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가 '로드 맵(road map)'으로 상 

품이나 디자인이 흘러온 과정을 지도로 그려 그 전개과정을 추출해내는 것이었匚｝. 둘째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 

는 심리를 바탕으로 소비심리를 토대로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소비자 타겟 맵(consumer target map)'이 

라고 하여 표적 즉, 소비자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다. 가령 신혼충의 의식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 

하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발주자로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우전자는 '조신덴키(上新電氣)'라는 회사와 업무제휴를 

하여 일본 내에서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지를 상품별, 아이템별로 매달 분석하였다. 예를 듈어 W중 베 

스트 5를 선정하고' , '판매비중을 파악하고' , '어떤 크기의 모델이 잘 판매되는가?' ,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 • 분석하여 제품개발에 많이 참조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86년부터 

외국 현지의 유명한 디자인회사와 제휴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런던의 시하우어 • 파웰(Seyho니r/ Powell)사와 

대형 컬러TV를, 일본의 요코(Yocco)사, ODSAh 후쿠다(Fk니da)사와 함께 몇몇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러한 공동 프로젝트의 진햄시에는 대우전자의 디자이너를 상대 회사에 보내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감각 

을 배우고 익히도록 했다.

대우전자는 그 이후에 디자인 개발을 위해 'H-프로젝트팀 을 구성하여 하이터치 제품의 자체개발을 추진해 왔 

다. 그 결과 1988년 8월 말 코보 라는 유아교육용 컴퓨터를 시판했다. '코보(KOBO)' 에 이어 2차로 자주형 진공 

청소기를 내놓았다. 진공청소기는 우리나라 주거방식의 특이성으로 인해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비교적 늦은 지난 

'85년 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과거 전통적 주거형태에서 아파트로의 주거환경 변화와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필요로 하였으며,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깨끗한 청소 

상태의 유지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청소기의 개발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우전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사의 기술력 과시로 

기존의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청소기 우위성 확보로 차세대 청소기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기존 청소기에 

하이터치 개념을 도입하여 자주형 청소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테크팀은 먼저 '89년 12월부터 소비자듈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적절한 청소기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청소기는 점차 용량, 크기의 증가와 함께 고기능, 고출력이 요구되고 

있었다. 기능과 형태는 디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관계인데, 특히 진공청소기는 기능을 완전히 알아야 디자인이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가 움직이며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제품에 동적인 이미지의 표출과 사용에 있어서의 인간공 

학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기 시장분석 결과 대우전자는 제품에 미래지항적이고 독창적이며 고급형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 

였다. 또한 청소기 몸체를 공용화하여 하나의 본체로 자주형과 일반형 청소기 2대의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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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対 제품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비에 대한 시장성 문제를 이러한 공용 개발에서 해결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형 청소기는 자주형 기능에서 전 •후•좌•우 180도 좌회전 주행, 주행속도 조절, 자동 코드릴 

(cord re이) 조절 기능 등을 삭제한 것인데, 청소기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베이스률 

회전시키는 턴 테이뷸 방식을 채용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자주형 진공청소기는 형태 전개에 있어서 기존의 청소기 스타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집 

진부와 모터의 배열을 기존의 가로에서 세로 타입으로 변형하였으며, 몸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부 베이스가 넓 

은 사다리꼴 형상으로 처리하였다. 베이스는 주행과 회전시 공간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원형으로 처리하였고, 

더스트 커버(dust cover)률 맨 위에 두어 반구 형상으로 처리하였다. 브러시(brush)와 코드릴은 착탈식으로 디자인 

하였는데, 코드릴 상자는 보관시에는 청소기의 하부 베이스에, 사용시에는 본체에 장착해 사용토록 하였다. 이렇게 

코드릴 상자를 따로 내놓은 것은 코드릴 상자의 무게로 인해 청소기 사용시 코드가 콘센트에서 자주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코드의 길이는 주행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며, 수동을 원할 경우 클러치를 풀면 일 

반청소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밖에 기존의 기능인 리모콘에 의한 자동코스 주햄이 가능하며, 각 컨트롤 기능이 

전자식으로 디스플레이 되었다. 파워는 40W에서 250W로 3단 파워 컨트롤이 가능하며, 더스트 사인(sign), 즉 먼지 

표시량이 전자식으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대우전자 중앙연구소 상품디자인본부가 맡고 있었다. 1989년 120여 명의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 

었으나 상품디자인본부라는 독립적인 디자인실이 발족한 83년 당시만 해도 디자이너의 인원이라야 20여 명이었다. 

이후 85년 기획과가 신설되고, 86년 주방기 그룹, 동년 11월 프로젝트팀 신설되었다. 상품디자인본부의 활동이 가 

시화된 것은 84년 '패션 사운드 ,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등의 캐大!프레이즈를 내걸고 소형 오디오류에 

다양한 색상 • 디자인을 적용하여 카세트류에만도 26가지 색상을 적용하여 국내 가전제품의 패션화, 디자인화를 선 

도한 것에서부터였다. 이것은 국내 가전업계 디자인 경쟁의 시발로 평가된다. 또한 85년에는 냉장고 분야의 컬러 

화를 시도하여 선풍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는 냉장고는 횐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타파한 시도라는 점에서뿐 

아니라 ID포커스사에서 인체공학적 실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삼각핸들 및 IC조작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다.

86년부터는 디자인의 패키지화를 시도하여 시리즈별로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한 CIPD제품 개발의 장을 열기도 

했는데 이때 강한 색채, 과감한 디자인을 적용한 드레시 시리즈, 신혼충을 겨낭한 핑크톤의 핑키 시리즈, 중년층 

겨냥의 중후한 디자인인 클래식 시리즈 등이 개발되었다. 87년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수퍼비젼 시 

리즈, 탤렌트 시리즈, 봉세탁기 시리즈 등 첨단 기능과 새로운 디자인, 다양한 색상이 동시에 적용된 제품듈이 개 

발된 해였다. 특히 헤드폰 스테레오 요요시리즈는 동일 모델에 4가지 색상 디자인을 채용하여 클래식 뷸루 화이 

트라든지 뉴웨이브 블랙 레드를 대상충 기호에 맞춰 출시함으로써 '이색 패션 • 2색패션'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 

다.

또한 1988년의 위드, X브랜드 등의 블랙 앤드 화이트 시리즈는 세계 디자인계의 유행 경향인 볼랙센스를 전제품 

에 적용한 경우로서 원색에서 파스텔로, 또 흑백을 조화시킨 무채색으로 흐르는 가전제품 색상 트랜드를 처음으로 

채용한 예였다.

비슷한 것은 1983년 라디오부문 대상을 받은 대우전자의 기업PR 광고에서도 나타났다. 개구리 울음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새벽 닭 우는 소리, 매미소리, 어망 끌어올리는 소리, 크낙새 나무 쪼는 소리, 열차 달리는 기적소리, 

절구질 소리, 베틀놀이, 변사소리, 목탁소리, 까처소리, 귀뚜라미 소리 등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잊혀져 있던 한국 

의 소리를 찾았고 한국적 가치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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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방을세탁기（디자이너 지웅규（지승혼））.

탱크 제품 포장 표준이.



산업 디자인 (Industrial Design)

一 二 ■ 운송기기디자인

시발자동차 I 기아자동차 I 현대자동차 하동환자동차 | 신진자동차 I 대우자동차 |

①讶

［명칭］ 시발자동차

［설립자］ 최무성（崔茂盛）

［설립연도］ 1955년

연혁

1955. 3 시발자동차 조립

1956. 5. 8 정부의 증차금지로 생산중단

연구내용

1955년은 미군잉여차량인 트럭（쓰리커타）, 지프차 등으로 조립하여 만든 버스, 승합택시 등의 운수사업이 성황 

을 이룰 때였다. 이때 을지로 2가 공지에서 천막을 치고 자동차를 조립하던 '시발자동차（주）' （대표 • 최무성）가 미 

제 지프차형 실린더 헤드만을 국산화하고 보디를 조립하여 '시발자동차'률 만됼어냈다. 이 차는 재생한 4기통 엔진 

을 장착하는 한편 트랜스 미션, 액슬 등은 미제 중고품을 재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시발자동차'는 한국자동차공업사상 최초의 국산조립 승용차였다. '시발자동차（주）'의 대표였던 최무성은 이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쳤는데 이 자동차는 광복 10주년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승용차가 생산되자 생산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여 '시발자동차'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같은 인기 속에 '시발택시회사'까지 설립하여 3백대를 자체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회사 

는 이후 6기통 승용차까지 생산하였으나 유류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시발자동차'는 56년 5월 8일 정부가 국내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5월 8일 이후 이미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 

지 않고서는 증차（墙車）를 못하도록 하는 5 • 8라인 조치를 치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물론 증차인가 

등을 일체 하지 않게 되어 결국 3천대 생산으로 그치고 말았다.

'시발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공업 생성과정에서 국산차의 조립생산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장래 자동차공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주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뜻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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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시발자동차.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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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기아자동차

［설립자 및 초대장］ 김철호（金詰浩）

［설립일］ 1944년 12월

［전화］ 02-788너331

［FAX］ 02-788-1374

연혁

1944. 12. 11 기아의 전신인 경성정공（주） 법인설립 등기

1945. 1 최초의 공장인 영등포공장 준공

1952. 2. 15 경성정공주식회사를 기아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52. 3 국산 자전거 첫 생산, 3000리호로 명명

1961. 9. 13 상표 'KIAMASTER' 채택

1961. 10 C너00 오토바이 첫 생산

1962. 1 3륜화물차 K-360 생산 개시

1967. 2 일본 동양공업（주）과 기술 제휴

1967. 8 일본 혼다（本田）기연공업（주）과 기술제휴

1971. 7. 1 일본 모리타 특수기공（주）와 특장차 제조기술 제휴계약

1971. 9 일본 동양공업（주）과 기술제휴 추가계약 체결（4륜 트럭）

1971. 9 4륜 트럭 타이탄（E-2000）, 복사（E-3800） 생산

1973. 3 트럭 복사 시판

1973. 7. 4 디젤타이탄 E-2700 생산

1973. 8. 17 브리사 픽업（B너000）, 4.5톤 복사（E-4100） 생산 개시

1974. 10 승용차 브리사（S-1000） 생산

1975. 5 완성차 첫 수출, B-1000 10대

1975. 8. 1 기아기연공업（주） 설립, 2륜차사업 분리

1976. 3. 29 （주）기아기공의 전신인 （주）삼원제작소 설립

1976. 8. 23 아시아자동차 공업（주） 인수

1976. 10 브리사 픽업（P-1300） 생산

1976. 11 기아세단 K-303（1,300cc） 판매

1977. 2 （주）삼원제작소, （주）기아기공으로 상호 변경

1977. 5. 10 브리사 II （S너300） 생산

1978. 8. 26 중야학원（고암중 • 창녕공고） 인수

1978. 11 아시아자동차공업（주）, 라이트버스 A어808 시판

1978. 12. 1 중야학원, 학산의숙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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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2 고급 승용차 푸조 604（2,700cc） 생산

1979. 3. 1 삼천리자공（주） 설립, 자전거사업 분리（삼천리자전차공업（주）의 전신）

1979. 3 승용차 푸조 604（2J00cc） 시판

1979. 4 중형승용차 피아트 - 132（2,OOOcc） 생산

1980 12인승 봉고 코为를 개발

1981. 6. 16 기아기연공업（주） 대림산업에 매각（당국의 2륜차 2원화 조처에 따라）

1982. 4. 18 자동차 생산 30만대 돌파

1983. 5. 17 봉고 9인승 생산

1985. 5. 11 미국 포드자동차（주）와 기술제휴

1985. 11. 18 1985년도 한국광고대상 금상 수상（한국일보 제정）

1985. 11. 20 봉고 픽업 시판

1986. 7 미국 포드사와의 기술 제휴

1986. 11. 1 기아 심벌 변경

1986. 12. 18 소형 승용차 프라이드（P-031） 생산

1986. 12 중형승용차 콩코드 생산

1987. 1. 6 베스타 3인승, 6인승 밴 출하

1987. 1. 30 프라이드（페스티바） 미국에 첫 수출

1987. 2. 16 1,300cc 프라이드（P-037） 생산

1987. 3. 16 프라이드 시판 개시

1987. 5 중형 승용차 콩코드（2,OOOcc） 생산

1987. 9 프라이드 카달로그 과학기술처 장관상 수상

1987. 10 중형승용차 콩코드 생산

1987. 12. 5 페스티바 수출 5만대 돌파

1989. 6. 7 프라이드, 일본 수출 개시

1989. 10. 10 포드 3,OOOcc급 SABLE 판매개시

1990. 2. 15 아시아자동차공업（주）, 지프 록스타 시판

1990. 3. 16 기아자동차（주）로 상호변경

1990. 3. 20 대한중기공업（주）, 기아특수강（주）으로 상호변경

1990. 4. 30 아시아자동차공업（주）, 록스타 파라과이 수출

1990. 4 프라이드, 미국 컨슈머 리포트지 ' 90 우수차종에 선정

1991. 4 프라이드, 미국 컨슈머 리포트지 '91 최우수 추천차종 선정

1991. 10. 23 제29회 동경모터쇼 세피아, 스포티지 출품

1991. 10 제27회 중앙광고 대상 수상

1992. 4 프라이드, 미국 컨슈머 리포트지 우수추천차종에 3년연속 선정

1992. 5 대형승용차 포텐샤 생산

1992. 5. 1 아시아자동차공업（주）, 타우너 신차발표회

1992. 8. 24 상용차 브라질 진출（베스타, 세레스, 트레이드）

1992. 9 독자모델 승용차 세피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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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0. 8 아시아자동차공업（주）, 타우너 경상용차 5종 시판

1993. 5. 10 아시아자동차공업（주）, 지프 록스타 R2 시판

1993. 6. 1 세피아, 유럽 진출（벨기에, 이태리）

1993. 7 스포티지 생산, 대전엑스포 기아자동차관 개관

1993. 7. 12 세피아, 미국 진출

1993. 9. 23 아스파이어 생산 개시

1993. 10. 22 제30회 동경모터쇼 참가

1993. 11. 25 아스파이어, 미국 진출 개시

1993. 12. 13 제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신문 광고부문 최우수상 수상

1994. 1. 1 그룹 CI 변경

1994. 1. 6 LA 오토쇼 참가

1994. 6. 8 뉴콩코드•뉴캐피탈 시판

1994. 10. 4 파리모터쇼 참가

1994. 11. 3 뉴세피아 시판 개시

1994. 11. 21 스포티지 미국 수출

1995 차세대 세단 크레도스 개발

1995. 5 제1회 서울모터쇼 참가, 수출 100만대 돌파

1995. 6 중형승용차 크레도스 생산

1996. 7 정통스포츠카 엘란 생산

1997. 2 대형승용차 엔터프라이즈 생산

1997. 8 세피아II 생산

1997. 10 제32회 동경모터쇼 참가

1997. 12 스포츠형 준중형세단 슈마 생산

1998. 1 정통 미니밴 카니발 생산

1998 . 2 중형세단 크레도스II 생산, 1톤 프런티어 틸팅캡 생산

1998. 7 다목적 7인승 외건 파크타운 생산, 수출 200만대 달성

1999. 2 최고급 크레도스II 2.0 V6 발매

1999. 3 제69회 제네바 모터쇼 참가

1999. 4 경차 비스토, RV 카스타 신차발표회

연구내용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경성정공주식회사 는 1944년 12월 1일 창립되었다. 이 상호는 1944년 8월 김철호 사장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지은 것인데 '경성 은 당시의 서올명이고 '정공'은 현대적인 

공업, 즉 정밀기계공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상호는 8 • 15광복 이후 일정시대의 서울명인 '경성 이 신생 대한 

민국의 기업체 이름으로서 걸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952년 2월 15일 '기아산업주식회사'로 개칭하였다.

1981년 2월 28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을 위한 2 • 28 조처로 기아는 자본금 90억원의 특장차 메이커인 동아자동

656



기업 I 산업디자인 I 운송기기디자인 I 기아자동차 I

UJ②図困IS固苗

차와 서로 같은 비율로 통합하여 5톤 이하의 트럭과 특장차만 생산하게 될 위기를 맞았다. 기아는 2 • 28조치의 영 

향으로 승용차생산 중단 및 오토바이사업 포기 등 도산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때 기아는 일본 마쯔다사와 기술제 

휴로 80년 9월에 소형화물트럭 '1 톤 봉고'를 생산하게 된다. 봉고는 유지비도 싸고 용도가 다양해 수요가 증가하 

기 시작했다. 이듬해 81년 8월 봉고신화의 주역인 '봉고코치 12인승 을 개발해 새로운 도시자동차로 부각시켰다. 

'봉고'의 등장은 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나라 전체의 분위기와 다용도성과 경제적인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출퇴근용, 업무용, 수송용으로 그 용도를 만족시키면서 '봉고'라는 이륨을 기억해 지금도 모든 원박스카를 봉고차 

라 부르게 되었다.

기아에 디자인 부서가 생긴 것은 1976년으로 당시 기아의 주력차종은 브리사-II였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 

을 목적으로 한 차량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디자인 부서를 갖추고 

주지아로와 이탈디자인의 협력을 얻어 포니률 내놓은 상태였다.

기아는 우선 개발조직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여 디자인 부분은 기술부문의 작은 부서로 3〜4명의 인원으로 출발 

했다. 그 당시의 주요업무는 프론트 엔드와 텔렘프 형상, 시트트림 등을 마쯔다 차와 차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후 

1985년도에 인원이 14〜 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의 2 • 28조치에 따라 승용차 생산을 중단한 지 6년만인 87년 3월 차종 규제조치의 해제와 함께 기아는 승 

용차 '프라이드'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기아는 80년대 초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아차의 고유모 

델 디자인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기아가 세계진출의 전략차종인 Y-CAR의 개발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85년 

5월로 이 Y-CAR가 바로 '프라이드'（수출명 : 페스티바' ）인데 이미 82년 8월부터 추진되었었다.

프라이드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최우선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한 경우였다. 소형차체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넓은 

거주공간을 유지토록 했고, 운전자중심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시트를 뒤로 젖히면 넓은 화물공간이 생기는 실 

용적인 실내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색상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횐색, 빨강, 노랑색 등 다양한, 그러면서 밝고 경쾌 

한 디자인 색상을 개발했다. 86년 10월 시작차를 생산하고 3사 공동품평회를 거쳐 12월 19일 마침내 생산에 됼어 

갔다. 87년 1월 신차의 이름을 '프라이드' 로 하고 시승회를 가졌다.

소형차 프라이드로 승용차 시장에 컴백한 기아는 그해 가을 또다시 고성능 승용차 콩코드를 내놓았다. 콩코드 

역시 기아의 일본 파트너 마쯔다가 1982년 완전히 모델 체인지해 내놓은 '카펠라' 를 바탕으로 개발한 유럽 취항의 

고성능 승용차다. 'NB-V• 란 프로젝트로 만 4년에 걸쳐 개발된 콩코드는 외관상 날렵하고 컴팩트한 멋을 과시하는 

유럽풍 웨지형 정통 세단이라고 할 수 있다. 콩코드의 바탕이 된 카펠라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첨단장비, 그리고 

에어로 다이내믹스를 살려 일본, 미국, 서독 등지에서 인기차로 손꼽혀왔는데 콩코드는 바로 그 성능을 그대로 살 

려낸 기아의 야심작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를 최대한 살리고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따라 계기판에는 

양쪽에 타코미터와 속도계를 두고 그 사이에 차의 모든 기능을 보여주는 그래픽 패널을 배치해 운전중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콩코드의 등장은 국내 숭용차 시장에 중형차 3파전을 예고해주는 차 

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프라이드와 콩코드에 이은 기아의 제3탄은 캐피탈이었다. 앞서의 두 차종에도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캐피탈은 프라이드와 콩코드 사이의 갭을 메꾸면서 라인 오프의 완결이라는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캐피탈은 콩코드를 기본으로 스타일링했으며 고성능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중량의 

극소화를 달성했다. 콩코드의 기본 샤시, 브레이크, 서스펜션, 내장재 등을 그대로 이어받은 덕분에 내장면에서 기 

존 15008급 승용차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캐피탈의 디자인상 컨셉트는 중후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스타일 비즈니스 세단의 개념을 살린 넓고 디럭스한 실 

내공간 등이며 호화로운 감각을 추구하고 있다. 쐐기형으로 날렵한 이미지를 주는 콩코드에 비해 캐피탈은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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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포티카로서 부드러운 느낌의 기아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의 중형차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평을 듣는 캐피탈의 주 타게트는 35〜45세 사이의 자영업자, 유통판매업, 전문직 종사자로 이미 성공기반을 구축 

하여 성취동기가 강하면서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이른바 '뉴리더층 이었다.

92년은 기아자동차의 첫 고유모델이 탄생했다. 준중형차인 '세피아'가 그 차인데, 9월 22일 종합전시장에서의 

신차발표회를 통해 데뷔하게 된다. 개발 4년만에 선을 보인 '세피아'는 개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아 디자인팀은 87년 승용차 고유모델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 컨셉 선정작업에 둘어갔다. 

승용차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관심이 많은 1,500cc급이기 때문에 독자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더 

군다나 국내뿐 아니라 미국지역과 유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는 목표까지 세울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당시 합리화조치가 해제되면서 생산된 프라이드, 콩코드, 캐피탈과의 모델라인업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컨셉이 검토되었는데 '디럭스한' , '보수적인' , '스포티 의 3가지 컨셉이 제시됐다.

프로젝트 코드명이 S카로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세피아'의 기본 컨셉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애용될 수 있는 서브컴팩트카로서 뛰어난 주행성능과 최고 품질로 개성을 추구하고 동급 최고수준인 거주성 

을 실현하는 경제적인 승용차였다. 스타일 디자인은 자체추진 및 용역사 활용이 검토되었다. 용역사를 활용하는 

목적은 부분적인 노하우의 습득과 우리와 다른 지역적 환경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스타일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팀에서 작성한 기초설계를 기본으로 거주성, 승강성, 시계 

등을 검토한 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스타일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 슬림하고 매끄러운 감각 및 근육질이 강조된 클레이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나친 특징을 가미하는 것은 대중적인 측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S카의 

디자인 컨셉은 심풀하고 스마트한 감각의 곡면에 강조된 세련된 스타일, 각 부분의 돌출을 최소화한 세미웨지 스 

타일, 에어로 다이내믹한 디자인으로 속도감과 도시감각을 추구하였으며 랩어라운드 및 콕피트형식의 소프트한 실 

내 디자인으로 안락감과 거주성 향상, 동급최고의 디자인 품질확보 및 미국시장을 고려해 미국식 기호를 가미한 

스타일 등이다. 2차 차량 상품성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한 후 해외용역회사인 IAD및 I • DE • A률 참여시켜 초 

기에 렌더링으로 제시한 것을 만들게 했다. 그중 기아안과 IAD안이 최종평가에 돌어갔는데 기아안이 다소 신선도 

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조형감각과 비례감이 좋았기 때문에 IAD안을 제夭I고 최종 선택되었다. 이러한 여러 단계 

를 거친 S카는 '세피아'로 명명되었는데 스타일과 경제성 그리고 성능을 만족시켜주는 첨단의 이상적인 자동차란 

의미의 'Style Economy Power Hi-tech ideal Auto'의 합성어이다.

전체적으로 미끈한 곡선이 강조된 세단 스타일인 '세피아'는 지나치게 장식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단순하면 

서도 세련된 멋을 풍긴다. 앞모습은 간결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차분함이 있으며 초슬림 헤드램프와 일체형 컬러범 

퍼는 간결하면서도 스피디한 인상을 준다. 뒸모습은 리어 피니셔를 콤비네이션 램프와 일체식으로 만든 것을 비롯 

해 그린하우스 뒷부분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매工I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동경모터쇼에 화려하게 선보인 세피아 는 

2번의 모델 변경을 거쳐 IMF시대인 지금도 인기있는 승용차종으로 남아 있다.

국내 첫 지프형 승용차인 '스포티지는 '73년 7월에 탄생했다. '스포티지는 스포트(sport)와 포테이지 

(portage)의 합성어로 일상용도와 레저용도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SUVCSport Utility Vehi이e)차량이다.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스타일을 가진 '스포티지'는 외관도 넓고 높아 실용적이었으며 볼륨감있는 곡면을 활용하 

여 도시감각에 맞는 첨단스타일이었다.

이러한 지프형 타입의 디자인 개발을 기아자동차가 착수한 것은 탄생 6년전인 87년 5월 이었다. 'NB-7'프로젝 

트로 명명된 이 계획은 '프라이드 이후 포드와의 두번째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국내 및 해외 자동차시 

장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따라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는 개성을 존중하는 SUV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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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승용차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오프로드의 주행이 가능한 제품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라이드핸들링 위주의 주행성과 동급차종에서 개성을 갖춘 도시감각의 서브 콤팩트 차로 요약될 수 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기아, 포드, 모던 3사가 공동으로 컨셉설정을 위한 초기 스타일링 결정 등의 업무가 추진됐 

다. 그러나 완료시점에서 포드는 손을 떼었다. 이렇게 진행된 '스포티지'는 89년 5월부터 최초 양산사양의 차량제 

작이 이루어졌다. 01 단계는 스타일링 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따 

라서 소비자의 취향과 항후 판매시점에서의 요구변화 등이 반영되었다. 중간모델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으나, 최종결론은 현행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어렵게 확정된 '스포티지'는 도 

쿄 모터쇼에 세피아와 함께 출품하여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匚｝. 그후 여러 수십대의 시작차를 제작하고 실 

험을 거쳐 국내외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스포티지'는 첫 지프형 승용차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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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1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 1明!케痢■ 丿 曰 …

， ：「二汴 广。汉也지 현대자동차 : …弓.낀 ' 신진자동치 1 ' ，，，'치 j

皿2 [3] ffl (S誼H!播闻H

［명칭］ 현대자동차 

［설립자］ 정주영 

［설립연도］ 1967년

현대자동차 ［전화］ 02-746-6063

연혁

1967. 12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설립

1968. 2 미 포드사와 기술 • 조립 계약 체결

1968. 4 포드와 판매계약 체결

1968. 11 코티나 생산

1969. 5 포드 20M 생산

1971. 9 코티나 종료

1971. 11 뉴 코티나 시판

1972. 5 기획관리실 해체

1973. 4 기획실 재신설

1973. 6 포드 20M 종료

1973. 9 이태리 이탈디자인사 및 스위스 SAET사와 차체설계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1973. 11 소형승용차 기본 스타일 결정

1974. 6 이탈디자인사, 시작차 1호 완성

1974. 9 고유모델 차명 포니（PONY）로 결정

1974. 10 제55회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와 포니쿠페 출품

1975. 12 포니 출시（국내 최초 고유모델）

1976. 2 PONY 시판, 사우디 아라비아에 포니 시험 수출서5대）

1976. 12 뉴코티나 종료

1977. 3 코티나 마크IV 생산

1977. 11 포니 1.400CC 생산

1978. 1 제56회 브뤼셀 국제자동차 박람회에 참가

1978. 2 포니 생산 5만대 돌파（수출대상 37개국）

1978. 3 제48회 제네바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참가

1978. 10 고유모델 중형승용차（Y카） 제품기획 착수

1978. 11 그라나다（6기통） 시판

1978. 12 Y카 스타일링 착수

1979. 3 이탈디자인과의 Y카 시작차 제작에 대한 계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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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7

1979. 10

1979. 11

1979. 12

1980. 3

1980. 5

1980. 6

1980. 8

1980. 9

1981. 2

1981. 3

1981. 4

1981. 8

1981. 10

1981. 11

1982. 2

1982. 9

1983. 1

1983. 2

1983. 9

1983. 10

1984. 4

1984. 5

1985. 2

1985. 4

1985. 7

1985. 11

1985. 12

1986. 1

알파프로젝트와 丫카 차체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

Y카 스타일링 완료, 모델 제작

마크-IV 이코노미 생산

이탈디자인과 포니 페이스리프트 모델카 제작에 관한 계약어979. 11. 20-1981. 1. 19）

Y카 시작차 설계 착수

그라나다 4기통 개발계획 수립

포니 3도어（국내 최초의 3도어 승용차） 생산（4. 9 시판）

그라나다（4기통） 시판

포니 수출 5만대 돌파

마크 V 테스트가 제작

마크 V 시판

Y카 프로젝트 잠정 중지

네덜란드 레이（R.AI） 모터쇼에 포니 출품

PONY2 생산

이태리에 포니 첫 수출（400대）

Y카 설계 재개

미쯔비시와 기술제휴 발표

제18회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박람회에 포니 세단, 미니버스, RB635 버스 등 11개 차종 출품

런던 모터쇼 참가（포니 RHD 출품）

이탈디자인과 X카 스타일링 및 시작차 제작에 관한 계약

스위스 프로진터와 X카 스타일링에 관한 계약

포니-II （승용차 부문 최고의 베스트셀러카）

뉴 그라나다（6기통） 시판

Y카 테스트 카 제작 및 종합테스트

Y카, 스텔라로 차명 결정

포니2, 캐나다 몬트리올, 뱅쿠버, 토론토 모터쇼 등 주요도시 모터쇼 참가

중형승용차 스텔라 시판

스텔라 RHD 생산

런던 자동차 전시회에 스텔라 참가

이탈디자인과 Y-2 시작차 제작에 관한 계약

프로진터와 Y-2 스타일링에 관한 계약

포니2 CX 시판

포니-엑셀 : 국내최초의 FF（전륜구동）차량/ 미국시장 개척 선두주자

스텔라 CXL 시판

영국에 엑셀 수출 개시

구형 쏘나타어,800, 2,000cc） 시판

포니 종료

EXCEL 미국 수출（1,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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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2

1986. 3

1986. 4

1986. 6

1986. 7

1986. 9

1986. 1(

1988. 6

1988. 8

1988. 1'

1989. 4

1989. 9

1989. 1(

1990. 2

1990 .1(

1990. 1：

1991. 2

1992. 1

1992. 9

1993. 5

1994. 4

1995. 1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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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図困国固[7]⑧②睡

그라나다 종료

미국서 엑설과 프레스토 판매 개시

이탈디자인과 엑셀스포티 스타일링에 관한 계약

미 수출용 엑셀스포티 생산

이탈디자인과 J카 스타일링（4도어세단, 웨곤, 쿠페）에 관한 계약

미상륙 첫해 수입차 최다판매 갱신

그랜져 시판

미수출형 엑셀 A이X • 프레스토 AMX • 엑셀 스포티 시판

스텔라 APEX • 스텔라GL 시판

신형 쏘나타 1.8, 2.0 시판

HMA광고, 제35회 칸느 국제광고 페스티벌에서 은사자상 수상

쏘나타 미국 수출개시

제3세대 승용차 엑셀（X-2） 시판

국내 최고급 승용차 그랜져 3.0 V6 시판

국내기업 처음으로 제28회 동경모터쇼에 참가（쏘나타, 엑셀, SLC 출품）

스포츠 패션카 '스쿠프' 시판

엘란트라 1.6 DOHC, 1.5시판

엑셀 TV광고, '제10회 방송광고대상 작품상 수상

엘란트라 수출개시

HCD- I （국내최초로 해외에 발표한 첫 Concept Car）

'92 디트로이트, 시카고, 제네바 모터쇼 최우수 컨셉카 선정

뉴그랜져 시판

쏘나타-II （독자디자인, 중형차로는 첫 베스트셀러（'94〜'95）） 시판

엑센트 시판

HCD-III 개발: RV형 Concept Car

준대형 승용차 마르샤 시판, 준중형 승용차 아반떼 시판

아반떼 시판

아반떼-투어링 시판: 본격적인 RV 시대를 엶

쏘나타 III시판: *96. 8 모스크바 모터쇼 420개 차종중 최우수자동차상 수상

국내최초 본격 스포츠카 티뷰론 시판, 컨셉카어CD너, 2）둥 양산화한 첫 모엘

다이너스티 시판: 국내 최고급차/디자인기술 선진국에 첫 수출

티뷰론 스포츠팩（TGX） 시판

아토스 시판

EF 소나타 출시

그랜져-XG： 대형승용차의 신 기준 제시

에쿠우스 시판

베르나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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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우리 나라의 자동차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에서 1976년에 생산한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 이후 지속적인 고 

유모멜의 개발과 투자로써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는 1973년 이탈리아의 쥬지 

아로와 현대 자동차가 120만불의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첫 시험제작 차량을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 출품 

하고 1976년부터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한 소형 승용차이다. 포니는 FR(전방엔진, 후륜구동) 방식의 4도어 패스트 

백 형의 승용차로서 차체구조는 3박스로서 세단의 구조이지만 차체 스타일은 데크와 뒷유리가 조형적으로 하나의 

면으로 연출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면 처리는 이 시기의 이탈리아의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차체 스타일 양식을 대표하는 평면에 가까운 

곡면과 샤프한 모서리 처리로써 마감하는 기법이 쓰였다. 뒤 데크부의 스타일링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 

면, 카울과 A-필러, 후드의 연결부는 고전 양식의 근대 기법적인 재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픽적인 처리에 있 

어서도 포니는 통일성있는 스타일 구성을 보여 준다. 헤드램프는 원과 정사각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정확함과 

함께 정돈된 이미지를 가지며, 테일램프도 사각형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역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뒤 도 

어의 식스 라이트 글래스(six니ight glass ； 삼각형의 소형 유리창)에 쓰인 비교적 큰 라운드는 벨트라인을 타고 온 

펜더의 직선적인 어깨 라인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눈길을 머물게 하는 포니의 차체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포니는 품질에서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으나 스타일의 독창성으로 인정받은 모델이며, 여러 국가로도 수출이 되 

었다. 그러나 포니는 품질을 따지기 이전에, 70년대 중반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내놓은 최초의 

고유모멜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포니는 1982년에 페이스 리프트(face life)되어 포니 2로 바뀌게 되었 

다. 포니 2는 기본적 차체 형태는 포니와 동일한 패스트백 형이었으나, 구조가 해치백으로 바뀌어 5도어 개념의 

승용차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후면부에는 포니보다 많은 곡면이 사용되었으며, 거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어 

헤더(rear header)부분이 뒤쪽으로 이동되어 지붕의 길이가 포니보다 뒤쪽으로 길어졌다.

포니 시리즈에 이어 개발된 스텔라 역시 쥬지아로의 스타일링으로 완성되었다. 스텔라는 스타일 컨셉트가 쐐기 

(wedge)형 차체의 공기역학적 스타일로서 전체의 면 곡률은 포니 2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정도의 완만한 곡면이 

었으나 모서리의 라운드 처리 기법이 포니에서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었다. 스텔라는 FR(후륜구동) 방식의 3 

박스 구조의 차체로서 축거에 비하여 차체가 긴 특징을 가져 앞 • 뒤 오버항이 긴 편이었다. 차체의 실루엣은 일반 

적인 세단의 형태이고, 도어는 패널과 섀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프레스 도어의 방식을 취하였다. 스텔라의 차체 

는 폭이 넓어져서 거주성 위주로 설계되었으나, 플로어 패널은 폭방향 치수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 도어의 아랫부 

분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양이 비교적 큰 편이며, 또한 로커 패널(rocker pan이)도 도어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84년부터는 포니2가, 1986년부터는 스텔라가 각각 캐나다에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수출부터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안전도 테스트와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된 것이었으므로 세계 시장에 한국의 자동차를 알리기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85년에 발표된 엑셀 시리즈 역시 쥬지아로에 의하여 스타일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국내 메이커의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과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엑셀이 주목되는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차체 길이에서 

엔진룸의 길이 비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캐빈 부분의 비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엔진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카 

울이 앞쪽으로 이동되어 앞 펜더의 휠 아치 후반부의 길이도 짧아지게 되었다. 엑셀의 전반적인 면처리는 역시 쥬 

지아로의 조형 기법에 의하여 평면에 가까운 곡면 처리와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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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였으나, 일부분에서는 샤프한 모서리를 남거두기도 하였다. 엑셀은 이후에 세단형과 3도어 해처백 형 등의 

변형 모델돌을 계속 내놓았고, 1986년부터는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포니 2와 스텔라, 엑셀까지의 차량들은 1980년대 초의 세계적인 스타일 경향이었던 사각형 헤드램프와 수평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스타일은 유럽의 포드사와 일부 차종에서부터 시작되어 80년대 중반에는 많 

은 차량둘이 사각형 헤드램프를 가지게 되었다. 엑셀은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차제 각 부분 

의 부품 형상 등에서도 그 시기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 많았다. 도어의 형식은 스텔라에 이어서 섀시 일 

체형의 프레스 도어를 썼다. 스텔라는 지붕의 양측면 부분에 물받이(drip rail)가 별도로 부착된 구조인데 비하여, 

엑셀은 물받이를 도어 섀시로 감싼 구조인 풀 도어(full door)형태의 프레스 도어이다.

엑셀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 최초로 미국에 수출하여 시판된 전륜구동형 승용차라 

는 점과 차체의 구조 변화에 의한 모델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対백 차량은 2박스의 차체 구조 

이며, 세단형은 3박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차체로써 이와 같은 배리에이션 개념을 도입하였다. 계속 

되는 고유모델의 개발은 비록 스타일링 작업이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국내 메이커들이 기 

술 축적을 빠른 시간에 이룰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시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독자개발 작업이 가 

능하게 되었다.

1986년과 1988년 사이에는 쏘나타 이외에 특별히 발표된 독자개발의 신모멜은 없이 기존 차종의 부분 변경 위 

주의 차량들이 나왔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전적으로 외부의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1989년도에 발표된 쏘나타는 스텔라에 이은 두번째의 중형 고유모델 승용차였으나, 스텔라와는 많은 부분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쏘나타는 3박스 구조에 엔진이 가로로 놓인 횡직(横直) 전륜구동형 승용차였으므로 엔진 

룸의 비례가 짧고 캐빈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한편 차체의 면처리는 쥬지아로의 스타일 기법에서 벗어난 면과 모서리의 처리로서, 기하학적인 면의 비중이 줄 

고 곡면이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전체의 면 마무리 기법은 곡면과 곡면이 만나고 그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는 

개념이지만 이전까지의 면 처리 개념은 일정한 규칙을 갖는 곡면이 연속되고 여기에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를 한다 

는 개념이었으나 쏘나타의 면 처리에서는 '일정한 규칙 을 갖지 않는 면이 상당 부분에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규칙을 갖지 않는 면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쏘나타의 뒤 펜더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뒷 도어 이 

후의 휠 아치와 테일램프로 연결되는 측면부는 규칙적인 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곳을 차체 후부에서 투시하면 

면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이 나타난다. 측면을 이루는 펜더의 면이 뒤쪽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전체의 곡률이 증가 

하고 있다.

이 곡률의 증가에 따라 데크의 상부 폭이 차체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되고 이것은 차체 후부를 보 

우트 테일 형태로 만돌어줌으로 공기의 흐름이 유연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한편 데크의 측면부는 면의 곡률 

이 증가함에 따라 면의 절대 면적은 증가하여 데크의 높이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 

다. 쏘나타의 면처리의 기법은 쥬지아로의 그것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부처리와 원도우 그래픽(window 

graghic), 도어의 세부적인 마무리 등은 쥬지아로에 의하여 손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쏘나타 발표 이후 90년대까지는 특별한 신차의 발표는 없었으나, 실제 차량 개발은 거의 자체적인 디자인 능력 

에 의하여 진햄되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쏘나타 이후의 개발 차량은 주지아로와는 추향을 약간 달리하 

는 조형 감각을 가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선 후에 현대는 스타일링 개발에서는 한걸음 진보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에 나온 

스쿠프(Scoupe)는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스타일 컨셉트에 의하여 개발된 차종이었다. 스쿠프는 엑셀의 샤시를 공 

용하는 차종으로서 이때부터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스타일 기법이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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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형차인 엑셀의 설계룔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구조는 소형 전륜구동 승용차였으나, 한국 최초의 3박스 쿠페라 

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스포티 루킹 카(sporty looking car ； 실용의 목적이 비교적 작은 스타일 위주의 차량)의 

컨셉트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차량이었다.

스쿠프의 차체 비례는 전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이며 캐빈의 비례 역시 작다. 스쿠프의 스타일에서 면처리 

기법은 쥬지아로의 기법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차체 측면의 블리스터(blister)의 적용과 급격히 경사진 앞 

유리,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 등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의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스쿠프의 전체적인 스타일 

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스타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타이트한 곡률 처리와 모서리의 라운드 처리, 

규칙적인 면의 적용과 펜더의 뷸리스터 적용도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규칙을 갖는 차체 측면의 흐 

륨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뷸리스터가 적용되어 이질감을 갖지 않는다. 도어의 면은 규칙을 갖는 면이며 앞 뒤 

펜더는 블리스터가 적용되었는데, 면의 연접부를 도어 분할선상에 설정하여 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 등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블리스터의 볼륨은 다소 부족했다.

1991년에 발표된 차량 중에는 프로젝트 명이 J-Car인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엘란 

트라(티antra)이다. 엘란트라는 스타일링뿐 아니라 설계 등에서도 벤치마킹(bench marking)기법이 철저하게 응용 

되어 개발된 차량으로서 독자개발 능력이 거의 자리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 기법 

은 신제품 개발시 경쟁 상품이나 목표 상품을 철저히 연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발 제품에 반영하 

는 기법으로서 많은 부문에서 응용되고 있다.

엘란트라의 차체 구조는 3박스의 세단이지만 데크가 짧아 보수적인 세단의 이미지는 주지 않는다. 차체의 비례 

는 캐빈이 상당히 크고 후드와 데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이다. 차체의 면 구성 역시 전반부는 곡면의 성격이 

강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상자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체의 형상적 마무리에 있어서는 스타일 

보다는 설계적인 요소에 対중된 인상을 받게 되는데, 도어 섀시나 글라스의 구조, 트렁크 리드(trunk lid)의 분할 

방식, 차체와 C-필러의 조립 구조 등이 다른 우수 차종듈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으로 설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엘란트라의 차체 면처리는 대체로 곡률이 큰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서리의 처리도 그다지 샤프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앞 •뒤 범퍼의 단면 형상은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전면부와 후면부에도 스타일적 요소가 많이 적용되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리어 피니셔(rear 

finish이，)등에서는 많은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다.

1992년에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II 를 내놓았다. 쏘나타 II 도 현대자동차의 독자 스타일링으로 이것은 쥬지아로의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쏘나타 II는 3박스 구조의 전륜구동형 승용차인데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 

기 위하여 긴 휠 베이스를 확보하고, 후드와 데크의 비례가 짧고 캐빈이 긴 차체를 가지고 있다. 앞 • 뒤의 오버항 

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차체의 형태 개념은 상자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의 실내 공간 확보를 위 

한 것이다. 그러나 모서리의 라운드 처리와 윈도우 그래픽(window gra아lie ； 창문의 모양), 테일램프 스타일 등에 

서 곡선이 많이 사용되어 전체 실루엣이 상자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드러운 스타일의 인상을 준다.

쏘나타 II의 휠 베이스는 2,700mm로서 세계적으로 비슷한 크기와 등급에 있는 승용차듈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쏘나타가 등장한 이후로 한국의 승용차의 특징에서 실내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 

었다. 특히 중형 승용차는 대부분이 가족용 승용차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넓은 실내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구조 

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실내공간의 중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었으므로 차체 형태에서 캐빈의 비례가 증가하 

고 엔진룸과 데크의 비례가 줄어드는 변화가 많은 메이커의 차량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실루엣 

은 과거의 긴 후드와 긴 데크에서 변화하여 캐빈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나타난다. 과거 스텔라의 경우에 차체 

폭은 늘렸으나 플로어는 늘리지 않아 로커 패널이 도어보다 안쪽에 위치하였으며 차체 아래쪽의 말림(tun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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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많았으나 쏘나타 II 에서는 플로어의 폭이 넓어져 로커 패널의 폭방향의 위치가 차륜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도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평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차량의 자세가 안정적으로 변화 

되는 효과도 얻었다.

1994년 현대자동차의 엑셀 후속 모델은 엑센트(Accent)였다. 그동안 현대를 비롯하여 기아, 대우 등에서 고유모 

멜을 여러 종 개발했지만 엔진, 차체, 바디 등 1백% 국내 기술 및 디자인으로 독자 개발한 것은 액센트 가 처음 

이었다. 차명이 '신기술로 자동차의 신기원을 창조하는 신세대 승용차' (Advanced Compact of Epochmaking New 

Techn이ogy)라는 뜻을 가진 '엑센트' 란 이름은 3차에 걸친 국내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선정했다. 

특히 발음 및 기억이 쉽고 강한 느낌을 주면서 젊고 신선한 이미지의 인상적인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개발 초기부터 '나만의 컬러' , '나만의 스타일 을 고집하는 소위 신세대를 겨냥해 만든 신감각의 소형 승용차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저가이면서 가볍고 성능면에서 동급 최고의 차로 만둘겠다는 계획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다 'x-3카'라는 개발명의 엑센트는 개발기간 동안 총 3천5백억원이 투입됐으며, 

75년 국내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 개발 이후 1백%의 독자모델 시대률 개막시켰으며, 로열티를 한푼도 지불하 

지 않는 모델로 자동차 산업의 신기원을 만들었다. 당시의 그린 라운드'에 대비해 자원 재활용과 경량화 등 환경 

기술이 대폭 적용되기도 했다. 디자인 특징은 당시 흐름인 최신 감각의 올라운드 크린 바디 스타일로 동급 최대의 

실내공간, 윤거 및 축거를 넓힘으로써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신감각적인 면에서는 '컬러혁명 으로 불리는 신패션 감각과 새로운 안전 개념, 그리고 신효용 감각 등을 강조함 

으로써 시장수요를 주도했다. 대중적인 소비자 그룹과 상품의 새로움을 중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상품의 

구입가치를 중시하는 미시족 성항의 젊은이 모두에게 구매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엑센트 의 강점은 무엇보다 

도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컬러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심홍색, 황적색, 진보라, 연보라, 진녹색, 황녹색, 회보라 

, 순백색 등 8가지로 다양하게 도장된 '엑센트 는 과감하면서도 뚜렷한 소비자 계층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됐다. 컬러혁명으로 표현되는 '엑센트'의 다양한 색상 적용은 그동안 선보였던 고정색상에서의 탈피 이외에도 

낙후되었던 도료 기술을 한차원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도로 위률 달리는 차들을 보면 거 

의 검정색 일색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준중형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군청색, 자주색, 은색 등 중간색 

계통이 인기를 끌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티코 와 '프라이드' , '엑셀' , '스쿠프' 등 소형차를 중심으 

로 흰색, 빨간색, 노란색 등 화려한 색상의 승용차가 하나둘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 색상의 흐름에서 94년 

3월에 나온 '아벨라 와 4월에 나온 '엑센트'가 자동차 컬러혁명을 주도하는 차종으로 등장하면서 컬러패턴을 혁신 

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20〜30대 초반의 신세대 및 여성고객을 주요고객으로 겨낭함에 따라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패션, 주거환경, 취미 등을 분석 예상해 이들의 이미지에 적합한 색상을 적용하게 된다.

1995년에 시장에 나온 아반테는 중소형차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카에 오른 '엘란트라 를 뛰어넘 

어야 했기에 개발팀의 부담은 더욱 컸다고 한다. 그러나 5년만에 탄생한 '아반페 는 현대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는 호평과 함께 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이 순조로왔던 것은 아니었다. 1, 2차 

디자인 품평에서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이며 진보된 디자인이라 설계팀뿐만 아니라 경영진에서도 모험을 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였다. 게다가 엘란트라가 발표되었올 때 너무나 진보적인 디자인 때문에 초창기에 판매 

가 부진했다는 선례가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다 그러나 초반기를 지나면서 엘란트라가 얻은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 

어 아반떼가 양상되는 90년대 중반에는 그러한 스타일이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디자이너듈의 집요한 설득, 그리 

고 디자이너를 신뢰하는 경영진의 지원에 힘입어 이 디자인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냉각문제로 인해 설계나 시험부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 

으나 국내 최초의 노-홀(n。나x)le) 차량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취합되었다(그릴은 없으나 홀이 띃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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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종종 있었다. 스쿠프, 에스페로 등이 그 예다). 냉각문제는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범퍼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 홀을 초기 디자인보다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전면 끝단에서 후면 끝단으로 이어지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과 더욱 풍부해진 볼륨감, 프로젝션 몰딩을 배제함으 

로써 클린 보디를 보여주는 측면부, 차체와 일체감을 이룬 범퍼, 끝단을 날카롭게 처리해 개성을 강조한 후면 데 

크, 매끈하며 샤프한 후면 램프, 외부의 볼륨감과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의 대시 보드 등은 현대의 캐릭터를 자신 

있게 보여주는 아반떼의 특징이었다. 100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에는 소재기호를 써넣음으로써 폐차시 소재에 따 

라 분류 •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린카 개념을 도입한 점도 새롭다.

해외시장을 겨낭하고 만든 '아반테'는 '앞선, 앞으로 를 뜻하는 스페인어 이름으로 성능, 스타일,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앞선 미래형 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반테'는 지난 90년 'RD'(Riding D이ight)라는 프로젝트명 

으로 개발을 시작해 5천억원을 투자하고 순수 독자기술로 완성시킨 승용차이다. 깨끗한 바디 스타일링 디자인에 

1,500cc 및 1,800cc 엔진을 사용했고, 부품의 재활용 비율을 80%이상으로 만든 그린카였다. 전체가 둥근형태로 풍 

부한 볼륨감을 강조한 스타일 디자인은 엘레강스한 멋을 보여 주고 있다. 슬랜트 노즈 타입의 보네트는 넓은 시야 

를 확보하고,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앞부분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없애고 슬림형 헤드램프 사 

이에 보네트 열림선이 들어가게 했다. 바디 일체형 범퍼에 유선형 에어 인테크와 안개 등을 넣어 헤드램프와의 조 

화를 살렸다. 날카로운 눈매의 헤드램프는 빛의 성능을 키우고 야간 주행시 먼거리 시인성을 좋게 했다. 옆모습은 

앞범퍼에서 트렁크 리드 끝단에 이르기까지 사이드 볼륨을 강조했다.

도어 손잡이는 차체와 같은 색으로 처리해 일체감을 주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바람개비 모양의 알루미늄 휠과 

휠커버는 스포티한 차체와 잘 어울린다. 뒷모습은 트렁크 리드의 날카로운 면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매끈하고 동물적인 디자인으로 앞모습의 이미지률 이어갔다. 충분한 곡선미와 풍요로운 볼륨감 

을 자랑하는 '아반테'는 바이오 터치의 첨단 디자인을 지향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하 

면서도 조금 앞서 가는 느낌을 준다. 같은 둥근 모양이라도 현대만의 개성이 엿보이는 것은 숨길 수 없었다. 실내 

를 살펴보면 계기판 주변의 곡선이 자유롭게 디자인되었다. 굽이치는 자유곡선이 당시로서는 다른 인상이었다. 이 

러한 실내 디자인은 현대의 컨셉카 HCD-1 에서 얻은 힌트를 응용해 선보인 듯하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도 신경 

쓴 부분이 많았다. 특히 눈에 두드러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시트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천과 패드를 한꺼번에 성형하는 신기술이었다. 시트의 곡선이 외관과 어울리며 부드러운 형태이다. 특히 뒷자석 

시트의 곡선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선으로, 둥그런 디자인의 외관과도 잘 어울린다. 새차마다 새로운 변형으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램프디자인 역시 또 다른 변형을 시도했다. 그릴없는 프론트와 새 헤드램프로 '아반테'의 

새로운 얼굴을 창조했다. 특히 리어 램프의 경우는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다. 마치 고양이 눈이 뒷차의 운전자 

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은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은 높이 평 

가할 만하다.

1996년 4월에는 국내 최초의 본격 스포츠카 '티뷰론 을 선보였다. 티브론은 상어를 연상시키는 역동적 스타일의 

차체에 최고 150마력의 고출력 2.0 베타엔진, 포르쉐와 공동개발한 현가장치, 스포츠카용 버켓시트를 장착한 차세 

대 쿠페형이었다. 그 몇해 전부터 선보였던 컨셉트가 HCD-II 를 기본으로 디자인된 티뷰론의 디자인 컨셉트는 '공 

격적이고 강인함(aggressive & strong)' 이었다. 물의 흐름과 불의 강렬함이 감성적으로 조화되어 '정중동(精中動)' 

의 개념이 형상화되었으며 우아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추구했다. 전면부의 본네트와 팬더판넬에 풍부한 볼륨감을 

주어 근육질의 야성미와 속도감을 표현했으며, 헤드램프에 표정을 부여해 생동감을 연출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프레임없는 도어를 적용하며 클린 스킨(이ean skin)이미지를 극대화시킨 한편, 쐐기형상의 골격을 바탕으로 측면 

이미지 라인을 분리시켜 정지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외장의 강하고 근육질적인 이미지를 내장

668



기업 I 산업디자인 I 운송기기디자인 I 현대자동차 I

工2 3亩5亩空8亩肅

스타일링 에까지 접목시켰다. 내부의 운전자에게 스포츠카의 다이내믹한 느낌이 전달되도록 좌측 도어 트림으로부터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이르기까지 면과 선의 흐름을 속도감있게 처리했으며, 2가지 톤으로 처리해 운전공간에 액센 

트률 주었다. 특히 각종 스위치류의 크기를 대형화해 조작성을 항상시켰고, 직접 투과방식의 조명을 채택한 계기 

판은 각종 경고등의 인지율을 높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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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자동차 1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하동환자동차 | 신진자동차 I； 대우자동차 |

田 I.2J 1.31 ［시

［명칭］ 하동환자동차

［설립자］ 하동환（河東煥） 

［설립연도］ 1955년

연혁

1955 하동환제작소 설립

1962 하동환자동차공업주식회사 출범

1967 월남과 브루네이에 버스 30대 수출

1970 소형 훨 베이스 생산

1972 중 • 대형 휠 베이스 생산

1975. 9 미국의 더러（Theurer）사와 트레일러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

1975. 10 콩고사와 믹서트럭 및 벌크 시멘트 특장차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

1976 일본 모리타（森田）사와 소방차 생산을 위한 기술제휴

1977 동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6 신진자동차 흡수 합병

1986 쌍용에 완전 인수

연구내용

1955년 12월 소규모공장으로 출발한 하동환제작소는 1962년 12월 법인체로 개편하여 하동환자동차공업주식회사 

로 출발했다. 이 회사는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 최고의 자본금,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업체로서 주력제품은 

버스였다. 이를 계기로 하동환버스는 선두업체로 평가받기 시작했으며 1965년 서울시가 좌석버스운행을 실시하면 

서 서을시내는 온통 하동환버스가 누빌 정도가 되었다. 1967년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수출을 개시하여 

월남과 브루네이에 30대의 버스롤 처녀수출했다.

순탄한 성장가도를 달리던 하동환자동차는 신진자동차의 승용차생산에 의해 시련을 맞았다. 이 무렵 정부의 자 

동차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던 군소자동차공장의 정리 또는 합병이 추진되어 하동환자동차도 

신진과의 업무제휴를 권유받기에 이르렀다. 이 제휴로 전국의 버스 시장을 양분하게 되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5개 시도에는 하동환자동차가 공급하되 신진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토록 하고 그 아래 지역인 전라, 경상, 제주 

는 신진이 직접 공급하게 되었다. 하동환자동차로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붙이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방항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하동환자동차는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휠 디스크를 국내 생 

산키로 하였다. 1970년 2월 일본의 토피공업과 기술제휴하여 영등포공장 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소형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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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생산에 착수하여 전량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다음해 11월에는 이를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수출하였다. 

1972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중, 대형 휠 디스크의 완전국산화에 들어갔다.

0I 무렵 경인,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건설장비 등 각종 특수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수입에 

만 의존하고 있어 자동차업계는 특수차량의 생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수차량의 생산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기술제휴가 급선무였는데 하동환자동차는 1975년 9월 트레일러의 생산을 위해 미국의 더러（Theurer）사와, 10월에 

는 믹서트럭과 벌크 시멘트 특장차 메이커인 콩고사와의 기술제휴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특수차 생산기반을 다졌 

다.

하동환자동차는 특장차의 생산을 위해 일본, 미국 등의 유력사와 기술제휴를 하기 전에 이미 8년간이나 계속된 

신진자동차와의 업무제휴에서 손을 떼고 독자적인 기업으로 새출발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 나갔다.

하동환자동차가 기업공개를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기업공개를 계기로 하동환자동차는 특장차 메이커로 

각광을 받았다. 그후 1976년 3월에 일본의 모리따（森田）펌프사와 기술제휴률 통해 소방차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 

갔으며 9월에는 청소차량을 생산하여 서울시에 납품하였고 콘테이너 트레일러, 믹서 트럭 등 각종 특장차의 생산 

도 본격화되었다. 그해 12월에는 보다 빠른 국제기술정보의 습득과 수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지 

사를 설为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 속에서 한 자동차회사가 세계 속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륨을 붙인 

상호보다는 보편적인 이름이 좋지 않겠느냐는 회사 간부들의 의견에 따라 1977년 2월 26일 동아자동차공업주식회 

사라는 새로운 상호로 바꾸게 되었다. 1955년 하동환제작소가 불하자본에 의한 버스 생산에 착수한 지 22년만의 

일이었다.

이름을 바꾼 지 한달 후인 그해 3월 동아자동차는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둘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국산 

소방차납품식을 거행하였다. 그후에도 소방차의 국산개발과 성능항상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1984년 32m 사다리 

소방차와 조명차의 생산에 이어 1985년 47m사다리소방차, 농어촌소방차, 고발포배연차로 이어져 1987년에는 미8군 

에 화학소방차 23대를 납품하였다.

80년대의 세계자동차산업은 소형승용차의 국제경쟁시대라 할 수 있었다. 소형차 경쟁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제1차석유파동을 계기로 연료가 적게 들고 성능이 우수한 값싼 소형승용차의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세 

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자 미국과 유럽의 메이커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륜구동형의 작고 가벼운 새로운 소형승 

용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합리화조치로 한국형승용차의 개발과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월드카 전략에 참여하여 이 양 

자의 상호경쟁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경쟁적 발전, 그리고 특수차 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배양을 설정하였 

다. 특히 정부는 특장차 부문의 전문생산체제 확립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방차, 믹서트럭, 탱크 로리 등 특장차 

를 동아자동차에 전문생산케 하고 중소형 트럭 및 버스를 기아산업에 전문생산케 하되 양자가 합병하는 조치를 권 

고하자 동아는 창사 이래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었다.

1981년 2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조처로 승용차는 현대와 대우（당시의 새한）로 이원화되었고 중소형 버스 및 트 

럭은 기아로 일원화, 동아는 소방차, 믹서 등 특장차를, 신진은 민수용 지프를, 아세아는 방위용차량을 각각 전문 

생산케 되었다.

자동차산업의 활기와 함께 시설을 확장해 오던 동아자동차가 신진자동차의 자매회사이자 사륜구동 지프차의 전 

문 메이커인 거화를 흡수하게 된 것은 1986년 신진자동차의 도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1984년 11월 신진의 도산 

으로 대주주 김창원 회장이 자신의 소유주식을 양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 정부는 자동차산업 합리화조치의 기 

본취지와 현실을 감안하고 대기업의 기업확장을 막는다는 원칙 아래 현대, 대우, 기아 등 다른 자동차업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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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세인 동아자동차를 인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동아와 거화의 흡수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진의 부도와 정부의 거화 정상화방안이 나온 지 한달 남짓 

뒤인 1984년 12월 12일 양사는 선경영권인수, 후주식대금정산의 원칙 아래 계약을 체결, 정산에 따르는 시간의 낭 

비를 막았기 때문이다.

동아자동차는 1988년 3월 주주총회의 결의로 쌍용에 합병되었다.

참고문헌

1■쌍용50년사』. 쌍용50년사편찬위원회, 1989.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의 자동차」, 1999.
「현대자동차 20년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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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하동환 자동차.

보루네오에 수출하는 하동환 자동차.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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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 _ ■ 운송기기디자인 |

시발자동차 I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I 하동한자동차 : 신진자동차 대우자동차 |

［口 I2 ⑶

［명칭］ 신진자동차

［설립자】 김창원（金昌源）

［설립연도］ 1957년 3월

연혁

1957

1962

1963

1964

1965

1966

1972

1974

1978

1979

1981

1983

1985

신진공업사 설립

마이크로버스 보디 제작

유선형 승용차 신성호（新星號） 제작

신진공업（주）로 상호변경, 일본 도요다 자동차와 기술제휴

새나라자동차 인수

신진자동차로 상호변경, 코로나 승용차 생산

신진자동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즈의 합작으로 지엠 코리아 자동차（GMK） 설립

신진과 AMC가 신진지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설립

GMK가 새한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대우, 새한자동차 지분 인수로 경영 참여

신진지프자동차공업주식회사 （ 주 ）신진자동차로 상호변경

（주）신진자동차가 A이C지분 인수후 주식회사 거화로 상호변경

새한자동차가 대우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거화가 부도로 동아자동차에 합병됨

연구내용

신진자동차는 1957년 3월 김창원（金昌源）이 설립한 '신진공업사'가 시작이었다. 신진은 UNKRA 자금 2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60년 5월 완공한 정비공장이 실패한 후 62년 11월 대 • 중형 차량 조립공장 인가를 받아 마이크로버 

스 보디 제작을 하고 있었다.

신진공업사는 1962년 10월에 대 • 중형 조립공장 허가를 얻어 16인승 마이크로 버스 등을 조립하여 굴지의 자 

동차 메이커로 부상했으며 새나라 자동차가 조업율 중단하게 된 후 '63년 11월부터 부산공장에서 미군불하부품으 

로 조립한 유선형 승용차 신성호 3백50대를 제작 공급하여 소형 승용차 제작기술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 '신성 

호'는 부품이 중고 재생품인데다 고가（高價）여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신진자동차는 1964년 5월 소형자동차 

조립공장 허가를 받은 뒤에는 자동차 생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제작방식 또한 신진공업（주）'에서 이름을 바 

꾼 후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와 기술제휴를 맺고 66년 5월 21%를 국산화한 코로나승용차를 생산하였다. 이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완전분해부품（Complete Knock-Down） 조립단계로 이행（移行되어 갔으며, 이때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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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阴③

동차 생산은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신진은 기술제휴선을 찾는 과정에서 한때 '66년 3월에 미쓰비시 골드 승용차 

1백대를 국산부품을 혼합 생산하여 전량을 외국이에 판매함으로써, 30여만불의 외화를 획득하기도 했다.

5월부터는 코로나, '66년 8월부터는 대형버스, '67년 5월에는 고급승용차 크라운을 생산했으며 ' 67년 12월에는 

6톤카고 덤프트럭 등 화물차(貨物車)의 생산에까지 착수했다. '66년에는 승용차 3천1백17대, '67년에는 승용차 4 

천9백83대, 버스 2백36대, 트럭 91대를 생산했다.

신진자동차가 지프의 생산에 들어간 것은 1969년 윌리스 지프(Willys Jeep)를 승계한 카이저 지프(Kaiser 

Jeep)와 기술제휴를 맺을 때부터였다. 1974년 4월엔 신진과 카이저 지프를 인수한 AMC간에 4):50의 합작투자로 

신진지프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프를 한국군에 대량 납품한 것을 계기로 국내 승용차시장에 진출하였 

다. 초기에는 상당한 각광을 받았으나 제1차석유파동에 따라 4000cc급 배기량 차량의 판매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 

어야만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유지비가 너무 돌기 때문이었다.

신진자동차는 1972년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즈와의 합작으로 설립한 지엠 코리아 자동차(GMK)를 설립하였다. 

나중에 GMK는 새한자동차로 회사명이 변경되고 대우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후에 새한자동 

차는 1983년 대우자동차로 회사명이 변경된다.

신진지프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1979년 (주)신진자동차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81년에 신진자동차는 AMC의 지 

분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거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거화의 기술진은 지프에 각종 국내의 엔진을 탑재하여 실험 

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1978년 8월 2785CC의 디젤엔진의 탑재에 성공하였다. 지프의 디젤엔진개발에서 힘을 얻은 

거화는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총아로 등장한다. 1978년엔 AMC의 지분을 회수하여 내국법인화하였고 1981년에는 주 

식회사 거화로 상호를 바꾸면서 중동지역에 상용차로서는 국내최고인 1000여 대를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수출 

실적 1500만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수출 1000만불탑과 산업포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화는 부도 

를 맞게 되면서 1985년 동아자동차에 합병되었다.

참고문헌

쌍용50년사편찬위원회.「쌍용50년사」, 1989.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의 자동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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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새나라 자동차. 새나라 자동차 조립광경.

신진공업이 63년 제작한 마이크로 버스.

맵시나. 제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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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份 대우7다罟자

［명칭］ 대우자동차 

［설립연도］ 1978년 

［전화］ 032-510-4442 

［FAX］ 032-501-8683

연혁

1965. 11 신진자동차공업(주) 설립

1972. 6 신진자동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즈의 합작으로 지엠 코리아 자동차(GMK) 설립

1976. 11 새한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1977 제미니 생산

1978 대우, 새한자동차 지분 인수로 경영 참여

1980 로얄 살롱 생산

1983 맵시 1500, 1300 생산

대우자동차로 회사명 변경

로얄 프린스 생산

맵시나 생산

1986 르망 생산

르망, 미국에 처녀 수출

1990. 9. 26 에스페로 생산

1991 국민차 티코 생산

1994. 2. 18 아카디아 개발

1994. 5. 23 씨에로 생산

1994. 7. 28 대우 NGV II 개발

1995. 3. 8 해치백 넥시아 시판

1995. 7. 2 인도에서 씨에로 생산

1995. 10. 13 국내 최초 대형트럭 전모델 독자 기술로 개발

1996. 1. 19 뉴프린스, 브로엄 생산

1996. 11. 7 라노스 개발 및 시판

1997. 2. 18 누비라 출시

1997. 3. 28 레간자 출시

1997. 5. 15 라노스 해치백 로미오 , '줄리엣' 출시

1997. 5. 20 98년형 NEW 프린스 택시 시판

1997. 5. 31 98년형 뉴브로엄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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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6. 25 누비라 왜건 '스패건' 시판

1998 쌍용자동차 인수

1998. 4. 1 경차 마티즈 출시

1998. 5. 18 라노스 1.3 시판

1998. 5. 26 체어맨 500 시리즈 시판

1998. 6. 17 레간자 2.2 시판

1998. 7. 14 뉴 무쏘밴 시판

1998. 9. 7 99년형 누비라(해치백), 레간자 시판

1998. 9. 25 마티즈 디아트 시판

1998. 10. 21 체어맨 CM400S 모델 시판

1998. 11. 10 99년형 티코 시판

1999. 3. 4 누비라II 개발 시판

연구내용

1972년 6월 신진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사G이C)의 공동출자(185억원)로 종합자동차 제너럴모터스코리아 

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해 9월에 소형승용차 시보레1700을 생산개시하고, 국내 최초로 신차발표회를 가 

졌으며, 12월에는 중형승용차 레코드1900을 생산개시하였다. 1973년 3월 고속화물차 6.5톤, 8톤카고트럭을 생산개 

시하고, 6월에 대중승합자동차 대형버스를 생산개시하였다. 1974년 5월 가솔린엔진공장을 준공하였고, 11월에 중장 

비차량을 생산개시하였다. 1975년 5월 자동차종합전시장을 개장하였으며, 8월에 레코드 로얄을 생산개시하고, 12월 

에 작업훈련소를 설립하였으며, 10.5톤 덤프트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수출하였다. 1976년 11월 새한자동차주 

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1977년 9월에는 동양 최대규모의 서울정비센터률 준공하였으며, 10월에 프레스공장 

을 완공하여 12월에 소형승용차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1978년 7월 대우실업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1979년 5 

월에는 차체조립공장이 완공되었으며, 198이년 6월에는 국내최초의 로얄디젤 승용차와 픽업트럭 믹스디젤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1983년 1월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84년 1월 트랙터(39톤 • 53톤)를 생산개시하였 

다.

대우는 로얄, 로얄 살롱, 프린스, 수퍼 살롱으로 이어지는 로얄시리즈로 국내 중형차률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 

고 있었으나 현대에서 '83년 최초의 중형차 고유모델로 꼽히는 스텔라를 내놓으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포니 시리즈를 시작으로 포니 엑셀('85), 소나타('89), 엑셀('87), 스쿠프('90)로 이어지는 라인을 구축하며 꾸준 

히 고유모델 개발에 노력한 현대와 캐피탈에 국내 최초의 DOHC 16밸브 엔진을 개발하여 장착한 기아 등의 분주 

한 개발 노력과는 달리 고유모델 개발을 외면한 채 중형차 부문에서 장기집권을 해오던 대우는 이에 식상한 소비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의 콩코드, 현대의 소나타가 등장하면서 중형차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중형 자동차 시장에서 수세에 몰린 대우자동차에서는 이 부문의 강화와 2위 자리를 되찾고, 나아가 선두를 넘보 

기 위해 '86년부터 1천 4백억 원을 투자해 올 9월 '에스페로(Esper。)'를 탄생시키고, 10월 15일부터 시판에 들어 

갔다. 신차 개발이 시작된 후 대우는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6개의 스타일링 전문회사와 접촉한 끝에 결국 볼보 

(V이vo), 람보르기니(Lamborghini) 등을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문업체 베르토네(Bertone)사와 손잡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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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우 디자인 요원을 파견하여 스타일링을 마쳤다. 그후 83대의 시험차룰 제작해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국내 등지에서 각종 시험을 거쳐 에스페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차개발은 성공여부에 따라 그 회사의 존속이 좌우될 정도로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서도 대우에서 중형 승용차의 고유모델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국내 소비자둘의 소득 

증대로 인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사 제품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의 생산차종인 르망과 로얄의 중간 

크기의 신차개발로 시장점유율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유모델 개발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대우의 이미지와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신차률 해외시장 수출전략 차종으로 개발한다는 의미 

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충은 모던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에 이르는 그룹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률 다진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했다.

그 디자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 스타일에서 공기역학을 최대한 반영한 곡면 일체식(Wrap Around) 디 

자인으로 날렵한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그릴을 없애고 대신 밑으로 바깥 

공기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 헤드라이트도 초슬림형으로 디자인되었고 분리형 보닛을 채택했다. 외관의 또다른 

특징은 뒷좌석 3면의 유리창이 연결된 것처럼 섀시의 기둥을 차 안으로 내장하여 스쿠프의 뒷창을 연상시킨다. 그 

리고 뒷면의 램프도 길게 만들어 야간주행시 안전을 고려한 것 같다. 에스페로의 내부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간결 

한 느낌의 곡선일체식 실내설계와 비행기 조종석 개념에 따라 반원형의 계기판 패널을 문짝의 트림부분에 타원형 

으로 연결시켰다.

국민차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티코의 개발은 대우자동차가 아닌 대우조선이 맡았다. 이는 티코생산을 계기로 그 

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했던 대우조선의 경영상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 한다. 

'90년 12월에 처음 선보인 시작차는 배기량 657cc의 경자동차 스즈키 알토률 기본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 배기량은 796cc로 조정하고 엔진룸의 길이를 늘이는 등 설계를 고쳐 내놓았다.

일차적으로 거론된 1,000여 개의 이름 중에서 십수 차례에 걸친 스크리닝 작업과 프로젝트 팀 내의 토론 결과 

의미연상과 발음표기가 쉽고 제품 연계성이 고려된 독창적인 이름 '티코(TICO)'로 확정했다. '티코 는 작지만 

(tiny) 탄탄한(tight) 차, 편리하고(convenient) 아늑한(cozy) 차, 오래도록 함께 할 여러분의 친구(companion)라는 

의미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대우는 국민차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 확보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 

업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전략적 이미지 통합계획 전략을 세웠다. 바로 대우 국민차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IP전략이 그것이었다. 국민차의 CIP 전략은 기업 내외의 환경요인을 고려하 

여 이미지 형성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차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 

고 궁극적으로는 대우 국민차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 개발은 '88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 호돌이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전문업체 '디자인 파크(대표 김 

현)'에서 맡았다. 대우는 국민차의 이미지 전략목표의 초점을 새로운 개념의 차라는 제품 이미지를 축으로 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합리적 생활의 제안자라는 가치에 맞췄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와 창조적, 도덕적,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치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우 국민차 이미지률 설정하고 

대내외로 전달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 구성의 핵심이 되는 메이커 주체의 표시 시스템은 '대우국민차'라는 

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명칭 자체가 주는 딱딱하고 정형적인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 현대적 감각의 문자체를 활용했 

다.

대우 국민차 3색 로고라인 중 군청색은 드넓은 오대양과 푸른 하늘을, 자홍색은 열정에 찬 인간을, 노란색은 육 

대주와 풍요로운 대지를 각각 상징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은 바다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천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주를 품에 안은 인간을 표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해석은 주역에 나오는 고대 동양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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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주의 세 가지 근원, 즉 천지인을 뜻하는 삼재（三才）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편 브랜드 로고타입과 마스코트, 엠블렘으로 구성되어 있는 브랜드 이미지 통합시스템은 대우 국민차 이미지 

룰 바탕으로 강력한 제품 이미지률 구축하여 기업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계획되었 

다. 이에 따라 로고타입은 영문과 한글 모두 '티코' 라는 말의 기호적 속성에 부합되도록 부드럽고 모던하여 감각 

적이고 개성적인 조형 특징을 갖고 있다.

브랜드 마스코트는 토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티코'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표현된 결과물과 그 응용동작듈, 

적용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드럽고 따스하며 귀엽고 빠르고 친근한 감성적 이미지와 아울러 브랜드 로 

고, 엠블렘 등과의 형태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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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크라운. 1967. 5〜 1972. 7.
신진자동차공업에서 생산된 '크라운' .

맵시 1500. 1983. 6-1984. 11.

로얄 프린스. 1983. 6-1991. 5. 르망 GSE. 1986. 6〜 1997. 2.

에스페로. 1.5 DOHC. 1990. 10-1997. 12. 티코 SX. 19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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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제후디자인 운송기기口자인 가구디자인

한국가구 조루•너i 오 | 한샘 윤樹농방

回添0：

鉱힌 M 기구

［명칭】 주식회사 한국가구

［설립자］ 최훈학

［설립연도］ 1965년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957번지

［전화］ 02-663-4121-3, 663-0387-8

［FAX］ 02-663-4022, 666-8438

연혁

1965. 5
1966. 12
1973. 12
1976. 12
1982. 6
1985. 11
1987. 1

회사명 '한국가구공업주식회사' 로 설립

강서구 공항동 본사 및 제1공장 준공가동

제1공장 시설증설 및 증축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에 제2공장 준공

강서구 공항동 전시장 증축 개장

CIP 정립으로 심볼마크와 '주식회사 한국가구'로 상호변경

본사,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로 이전

연구내용

한국가구는 1966년 5월 20일 '한국가구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11월 '주식회사 한국가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디자인팀의 구성은 현재 고문 1명과 디자이너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먼저 금융계에는 1978년 11월에 한국신용보증기금과 1979년 8월 한국국제보험, 1980년 한국은행 

에 임원실 가구를 납품했으며, 1981년 외환은행 본점에 임원실과 영업장, 사무실에 소요되는 가구를, 1981년 한국 

은행의 임원실 가구, 1981년 7월 한국상업은행에 영업장 가구, 1982년 6월 한국투자금융에 영업장과 회의실 가구, 

1982년 7월에 국민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임원실과 영업장 가구, 1982년 10월에 외환은행에 영업장 가구, 

1982년 11월에 삼신투자신탁에 임원실과 영업장 가구, 1983년 7월 한일은햄 5개 지점에 가구, 1984년 4월에 한국 

증권금융에 임원실 가구, 1984년 8월 산업은행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1985년 1월 한미은행 10개 지점에 가구, 

1985년 2월 한국증권금융에 임원실 가구와 한국개발은행에 임원실 가구, 1987년 7월에 제일은행 본점에 임원실 가 

구, 11월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에 임원실 가구, 1989년 4월에 제일투자신탁에 임원실과 영업장 가구, 8월에 看남은 

행 본점에 임원실, 회의실, 영업장 가구, 12월에 동화은행 본점에 임원실, 회의실, 영업장 가구, 1990년 한국기업리 

스에 임원실, 회의실, 영업장 가구, 12월에 서울상공회의소에 회의실, 접견실 가구, 1991년 4월 보람은햄에 임원실, 

회의실 가구, 8월에 경기은행 본점에 임원실, 회의실 가구, 1994년 3월 제일은행에 임원실, 회의실 가구를 맡아했 

다.

관공서와 기업체 가운데 주요 납품처와 품목은 1982년부터 호남정유（주）와 거래를 시작으로, 1983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 이맘대학에 고급도어와 건축관련부품, 1982년 4월에 공군본부에 가구, 미도파 여행사에 임원실 가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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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가구, 1983년 6월 대일전자에 임원실 가구, 3월에 （주）유공에 사무용 가구와 실내장식, 

1984년 1월 관악컨츄리클럽에 귀빈실용 및 일반가구, 2월 포항제철에 가구, 6월 상공회의소에 임원실 가구, 8월과 

10월 주한미국대사관에 사무용 및 공관용 가구, 10월 포항제철에 상황실 가구, 12월에 광양제철 회장실 및 접견실 

가구, 1985년 3월 포항제철에 연수원 가구, 10월 주한미국대사관에 사무용 및 공관용 가구, 1986년 3월 제일스포츠 

센터에 가구,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코카콜라 U. S. A.에 납품, 1986년 10월부터 1987년 10월에 주한미국대사관의 

사무용 및 공관용 가구, 1987년 11월 주일미국대사관에 사무용 및 공관용 가구, 1991년 2월 고려무역의 해외공관 

에 집기류, 7월에 한양투자금융（주）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8월 （주）삼천리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1992년 9 
월 포항제철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1993년 3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호남정유（주）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11월 STAR FAITH의 해외공관에 집기류, 1994년 2월 에스티엠（주）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 

구, 1994년 3월 럭키개발（주）와 （주）선경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호남정유（주）에 임원실 가구, 4월 단암산업 

（주）와 5월 （주）엘지유통에 임원실 가구, 6월 증권감독원에 임원실 및 회의실 가구, 7월 대한투자신탁과 10월 한 

보철강（주）에 임원실 및 영업장 가구, 11월 삼창무역 해외공관에 집기류, 1995년 9월 한국증권금융（주）에 임원실 

가구, 10월 대법원에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회의실 가구, 1996년 3월에 호남정유（주）에 임원실 가구 등이 있다.

호텔 및 레스토랑 가운데 주요 거래처에 관한 실적은 1978년 2월 신라호텔과 9월 쉐라톤워커힐, 1979년 1월 코 

리아나 호텔에 객실 및 영업장 가구, 1980년 5월 제주 그랜드호텔과 1981년 11월 서울 팔레스호텔, 1982년 9월 서 

울 힐튼호텔에 객실가구, 서울 힐튼호텔에 1983년 2월 영업장 가구, 5월 특실가구, 10월 서울 프라자호텔에 특실가 

구, 12월에 영업장 가구, 1984년 4월 쌍용 주화호텔에 영업장 및 특실가구, 1988년 10월 인터콘티넨탈호텔에 객실 

및 영업장 가구, 1990년 4월 영업장 및 로비라운지 가구, 1991년 6월 N.W NAKATAMA HOTEL과 9월 MANHATAN 
HOTEL, TOKYO, 1992년 5월 AWAJSHIMA HOTEL, TOKYO, 1993년 4월 YAMANAKA HOTEL, YOKOHAMA, 1993년 

7월 SHIRAHAMA HOTEL, YOKOHAMA에 일반객실 및 튝실가구, 1995년 1월 인터콘티넨탈호텔과 1995년 3월 서울 

힐튼호텔에 객실가구, 1995년 6월 힐튼호텔에 영업장 가구, .1995년 NEW SATELLITE HOTEL, TOKYO에 일반객실 

및 특실 가구, 1996년 3월 서울 힐튼호텔에 객실 및 영업장 가구, 1996년 6월 PROVA PACHINKO HOTEL, OSAKA 
에 영업장 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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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죠지안 컬렉션의 치팬데일 의자. 벨르 에폭 시리즈 1.

벨르 에폭 시리즈2. 벨르 에폭 시리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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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J

麻

KOREA
보루네오가구

연구내용

［명칭】 보루네오가구

(주)보루네우 가구는 대부분의 가구회사들이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데 비해 일찌기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디자인에 있어서 첨단을 걷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보루네오의 디자인실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고잔동과 서울 쁘렝땅백화점 13층 상설 전시장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을 포함하여 총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쁘렝땅백회점에 파견나가 있는 17명의 디자이너 

들을 제외하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33명이다. 이들은 제품개발부 설계실 내에 홈, 오피스, 키친, 캐 

드(CAD), 디스플레이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타 가구업체가 부엌가구, 오피스가구 등으로 한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반면, 보루네오 설계실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의 가구를 디자인하고 있다.

보루네오 가구의 특징은 현대가구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체의 장식적 요소률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 심플한 라인, 다양한 색상, 가볍고도 실용적인 재료, 용도에 맞춘 유광과 무광의 적절한 도장 등은 보루네오만 

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이탈리아의 가구 디자인과 직결된다. 흔히 세계가구를 특징지을 때 이 

탈리아 •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스타일, 덴마크 • 노루웨이 • 핀란드를 중심한 스칸디아 스타일, 그리고 미국 스 

타일로 구분한다. 유럽 스타일이 모던하고 다소 환상적이면서 예술적인 반면, 삼림이 풍부하여 그 재료가 다양한 

스칸디아 스타일은 견고하고 목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에 반해 미국 스타일은 디자인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콜 

로니얼 스타일(c이onial style)의 투박하고 고풍스러운 가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세계의 가구 스타일 중 보루네오 가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던하고 세련된 이탈리아 디자인이다. 점 

차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도 입식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그에 따르는 각종 가구도 그 디자인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 

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양식 가구가 보편화 되고, 이제는 현대가구의 본고장인 유럽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보루네오 가구는 이탈리아의 유명회사들과 기술제휴를 맺어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직영 판매소를 설対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기도 한다. 사무용 의자는 바기사(Vaghi S. P. A) 탈린사(Talin S. P. A.), 소파는 리 

빙사(Living S. R. L.), 사무용 가구는 G-14사, 옷걸이는 바기사와 각각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생산하고 있다. 이 

렇게 수입한 디자인은 리디자인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판매된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회사들의 가구를 수입하여 수입전문매장을 마련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외국 가구의 동향과 감각을 파악하기 위 

해서이다. 이를 통해 기술측면에서 합작도 가능하고 더불어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로 

보루네오 가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사온 디자인을 재수출하고 있다. 보루네오 가구 전체 판매량의 25%는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BIF(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KOREA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보루네오 가구가 미국뿐만 아니 

라 동남아 일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문턱에 둔 보루네오 가구는 최근 미국의 경 

제전문지인〈월스트리트 저널〉창간 100주년 기념호에 세계 66대 유명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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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호평은 바로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가구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인력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곳의 디자이너들은 입사 후 제조현장에서 6개월의 트레이닝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런 후 해외연 

수제도에 따라 연2회 해외에서의 현장실습을 거친다. 이탈리아 주재 사무실에서 실습을 하고, 각국에 있는 해외판 

매소나 쇼룸을 돌아보게 된다.

디자이너들의 출신을 보면 초기에는 건축과 졸업생이 많았지만 현재는 목공예와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다. 보루네오 디자인실에서 나오는 품목은 천여 개가 넘는다. 1980년대 말에 듈어와서는 하이그 

로시라는 브랜드를 내놓아 고급가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색상에 있어서도 목질을 강조하는 

갈색 일변도의 가구에서 벗어나 검정, 횐색, 회색, 심지어는 와인 컬러, 푸른색 계열 등 매우 다양화시켰다.

참고문헌

박회연.「디자인현장: 이탈리안 스타일의 멋과 기능을 추구하는 보루네오 가구 디자인실」.『월간 디자인』

198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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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사무용 가구. 0A시대에 잘 맞는 0A 시스템 가구로 

간막이를 중심으로 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합, 
설처가 자유롭다. 제품명:COMBINARE.

Arm Chair. 이탈리안 스타일의 하이그로시 제품

부엌가구. 번거로운 쌀통이나 휴지통이 내장된 Built- 
in style의 부엌가구. 제품명:LA VILLA.

식탁용 의자. 이탈리안 스타일의 하이그로시 제품.

침대와 화장대. 전세계 가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하이그로시 가구.
장식장. 필요나 취향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 
는 스타일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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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죯口자时 I I…•훈至亓无日하百〜］ 가구디자인

한국가구 보루네오 | 핟쇌 I 윤树농방

田E [3]国

1 Hill 1
HANSSEM

［명칭】 한샘

［설립연도］ 1970년 9월 9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7너

［전화］ 02-590-3424

［FAX］ 02-595-1114

연혁

1970. 9 한샘 창업

1973. 9 주）한샘 법인 설립

1976 주식회사 한샘으로 상호변경

1977. 7 국내 최초 부엌가구 수출

1982 신문광고 개시

1982. 2 수출유공표창 '부엌가구 수출 1위'

1984 주거환경개선 캠페인

1984. 11 수출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1985 GD마크 획득, TV광고 '행복은 어디있나요'

1985. 6 （주）나의부엌 설립（현재 （주）EFFEX로 상호변경）

1986. 12 HAMSSEM CORP. 미국 현지법인 설립

1988 주거환경연구소 설립

1988. 11 （주）한강상사 설립

1989 이계 약 (PAOS)

1989. 10 한샘사상사연구소 설립

1990 디자인연구소 설립

1991 Cl BASIC DESIGN확정

1991. 3 EFFEX산업（주） 설립

1991. 4 HANSSEM JAPAN 일본 현지법인 설립

1992 CI 사내 발표

1992. 1 정보기술연구소 설립

1992. 3 제3공장 완공

1992. 10 제3공장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건설부）

1992. 11 (주)NEXUS 설립

1993 서울디자인센터 설립

1993. 8 （주）한샘서비스 설립

1993. 10 서울디자인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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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 괴 3 4

1994 '나의부엌 상호변경 （주）이펙스, 디자인 박물관 개관

1994. 11 （주）한패상사 설립

1995. 2 제4공장 완공

1995. 8 ISO 9001 인증획득（영국 로이드사）

1995. 8 （주）한샘조명 설립

1996 주택사업본부, 인테리어 사업본부, 부엌사업본부（경영지원실 ）

1997. 1 한샘 인테리어 사업본부 출버한샘 주택 사업본부 출범）

1997. 6 （주）한샘바스 설립

1997. 7 （주）한샘퍼니처 설립

1997. 10 한국산업디자인대상 수상

1997. 11 *97 하반기 한국경제신문 히트상품 선정, '97 한국소비자축제 소비자 만족대상 수상

1998 한국 산업디자인상 수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1998 우수 디자인（GD）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산업자원부

1998 히트 상품 선정-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올경제신문

1998 조세의 날 표창

1998. 6 *98 상반기 한국경제신문 히트상품 선정, '98 상반기 한국일보 히트상품 선정

1998. 7 '98 Good Design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1998. 10 * 98 중앙일보 히트상품 선정

1999.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브랜드파워 대상 최우수 브랜드 선정

1999. 5 한국경제신문 환경마케팅대회 고객만족상 수상

1999. 6 한국능률협회（K새A） 히트상품 선정

1999. 6. 30 템플턴으로부터 200억원 유为, 환경마케팅대회 고객만족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

1999. 7 우수산업디자인（GD）전 국무총리상 수상 - 산업자원부, '99 Good Design전 국무총리상 수상

1999. 9 한국표준협회 KS TOP10 선정, '99한국문화대전 소비문화대상 수상

1999. 10 Japan GD 마크 획득

연구내용

한샘은 1970년 설립되어 95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률 변경하고 품질보증 Q마크（87년）, 목재 사무용가구 KS 

마크（90년）, 수출 1000만불탑（94년）, ISO 90m인증（97년）등 차례로 획득했다. 한샘은 국내 부엌가구 시장에서 이미 

1위를 달성했다.

90년대 초에 새로 CI를 발표하였는데 심볼의 전체적인 형상은 이미지를 영문 HANSSEM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서, 단순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문표기는 한국의 한샘에서 '세 

계속의 한샘 이기 위한 회사의 의지를 뜻한다.

'한샘'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한'과 '샘'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은 크다（大）, 많匚K多）는 의미와 영원히 발전한 

다는 길匚K久）, 넓다는 의미와 뭇（衆）, 모두（諸）, 나라（國）를 뜻하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하늘（天）, 으뜸（元）, 가장 

（最大）, 임금（君主）, 하나（제일, 첫째）라는 선두적이고 선구자적인 의미, 그리고 공명정대를 의미하는 바름,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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乐图亩亩 — .................... 一— —

의 의미를 지닌다. 샘은 항상 새롭다는 의미로 맑고 깨끗함, 창의적임, 솟아오른다는 의미로 힘, 끊임없는 발전을 

뜻하고, 넓게 퍼진다는 의미로 한의 공동체적인 의미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뜻도 함께 갖는다

참고문헌

「인체공학도입으로 신개념 사무가구 꽃피운다」.「디자인 신문』1998년 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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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퍼즐 패널시스템.

시스템 가구.
침대와 옷, 책장, 서랍장까지 패키지로 기획됨

1980년〜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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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 디 자인 (Industrial Design)

। 제푿디자인 i 운송:기기□자名 : ■

한국가구 丨 보루네오 । 힌샘 । 윤씨농방 ।

□] E [3]

［명칭］ 윤씨농방 

［설립자］ 윤미자 

［설립연도］ 1976년 5월 31일

으. 与屮%

연혁

1976. 5. 31

1978. 10. 10

윤씨농방 창업

윤씨농방 서교동 사옥 신축 이전

1981. 3. 10 규수당 예식장 （레이디스 타운） 사옥 신축

1982 일본으로 가구 수출 （소품류）

1984. 10. 10 윤씨농방 새아씨예식장 사옥 신축

1985. 10. 10 제주도 중문 SEA VILLAGE HOTEL 신축

1987 말레이시아 가구 수출

1989. 8. 20 동양 쇼핑센타 인수

1989. 10. 10 금림산업 공장 신축

1996. 11 국제가구전시회 출품

1997 중국으로 가구 수출

1999. 3 상하이로 가구 수출

연구내용

윤씨농방이 설립된 1976년은 서양식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때였다. 전통적인 안방문화가 서양식 거

실문화로 바뀌면서 가구에 대한 인식이 무분별한 서양우월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우리 전基문화의 우수성을 알 

리고 한국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윤씨농방이 설립되게 되었다.

윤씨농방 가구는 집에 가구를 끼워 맞추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장농을 분리하여 집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톡 최초로 실용화되었다. 또한 가구의 독립성을 개념화하여 대량생산보다는 제품 각각의 고 

유성과 예술성을 극대화하여 제품의 가처와 회귀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양적 문화 

와 조화시켰으며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전환하여 기능적인 면에서는 현대적인 실용성을 살려 디자인하고 있다.

윤씨놈방의 가구는 각 가구마다의 문양에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여 제작된다. 또한 기교적이면서도 은은함이 배

어있어 오래되어도 싫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주거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쉽게 변화 

하는 현대적인 가구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정서를 반영하여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 

시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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丄②亩

대표적인 제품 중의 하나인〈연경（連鏡）장〉은 한국 전통의 진수를 현대적 기능으로 되살렸다. 연경장은 옛스러 

움의 고전미와 쓰기 편한 현대적 감각을 조합해서 윤씨농방이 창조한 고유의 디자인이다.〈가링상감장〉의 경우 가 

링이라는 화류목을 사용하고 문짝 전면에 상감조각을 하여 가링상감정이라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장수의 의미를 상 

징하는 십장생 （해, 물,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돌 산 사슴과 벌레를 상감하여 한국의 정서와 멋을 표 

현 했다.

참고문헌

「팔려 나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좋은 상품 만들고 싶다는 윤미자의 윤씨농방」.「월간 디자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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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図

주요작품

가링 장. 가링 사방탁자 • 문갑.

연경장.

한식식탁 • 의자. 후원장식장 • 양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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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Crafts Design)

산업도자

밀양자기 I 행남자기

田

JJI!」주 밀앙도자기 
co, I닝.

［명칭］ 밀양도자기 

［설립연도］ 1941년 

［전화］ 02-2276-1631 

［FAX］ 02-2276-1630

주요제품

서을사무소 쇼우 룸.
차밍디너세트 (47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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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 공예디자인(Crafts Design)

1 산업도자 ■

밅양자기 1 행남자기

Q] -2③⑷⑸IS

◎행남자기

［명칭］ 행남入卜기/HAENG NAM CHINA WARE

［설립연도］ 1942년 5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너。（주）행남자기 빌딩

［전화］ 02-540-7904（디자인실）

［FAX］ 02-512-7907

연혁

1942. 5 행남사 설립, 전통반상기류 소량 생산

1953 최초의 커피세트 생산

1954 전통 반상기 전품목 및 청자화병, 항로 등 전승공예품 생산

1960 분무식 （Spray） 화공기법 도입

1960. 6 의전용 HOME SET 경무대 납품

1963. 5 국내 최초 도자기 해외수출（홍콩 등 동남아지역）

1963 수동식 스크린 인쇄시설 자체 제작으로 가동, 전사대지 자체 제작

1964. 5 행남자기 전시회 개최（서울 YWCA）

1964. 10 홍장미 H0애E SET 본격 생산（환원자기, 영국제 수입전사지 화공）

1970. 11 행남자기 전시회 개최（서울 YWCA）

1970 한국민예품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1972. 4
'저사지 인쇄시설 도입

1972 수입에 의존해 오던 홍장미전사지를 자체개발품으로 대체

자동 스크린 인쇄기를 도입함으로써 문양개발 및 생산활성화의 계기 마련

1973. 1 상아빛의 아이보리차이나 개발

1973. 5 행남특수도기 주식회사 설립

1974. 9 STONEWARE 국내최초 개발（미주지역에 본격적 수출）

1974 기존 5명의 디자인팀 외 부설 신제품개발실 설치（2명의 인원 보강）

1975. 1 세계도자기 SHOW（미국 ATLANTIC시）에 DINNER SET출품

1975 제품의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한 소비자 모니터회의 개최

문양의 입체효과를 위한 그라데이션 톤 개발

1976 행남디자이너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Noble하자 결성

1977 인글레이즈이nglaze） 화공기법 개발, 제품포장 부문 CI 도입, 제1회 관광호텔용품전시회에서 우수상 수상

1978. 10 행남전자 기술요업（주） 설립

1978 한국 민예품경진대회에서 상공부 장관상 수상（한국 민속풍취와 소재로 서양 체스 제작）

1979 제1회 행남일요화가회 작품전 개최

1980. 1 주행남사 설립（행남사와 행남특수도기（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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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1. 3

1982. 4

1982

1983

1985

1986

1986. 5

1987

1987. 2

1987. 6

1988

1989

1989. 9

1990

1994. 7

1995. 9

1997. 1(

1998. 3

1998. 1：

기업 | 공예디자인 | 산업도자 | 햄남자기 |

11 ② SI [41 [5| 固

제2회 행남일요화가회 작품전 개최（이후 81년- 3회, 82년- 4회, 84년- 5회, 85년- 6회）

스노우본차이나 개발（홈세트, 커피세트 등）

미국 THC사와 정기 수출계약 체결

국내 도자기축제에 신제품으로 참가

굳 디자인마크 시상- 무늬명: 청실홍실

굳 디자인마크 시상- 무늬명: 선학

본 차이나 생산공장의 설립과 제품생산

서울사무소에 디자인실 개설- 정보입수와 시장조사, 제품개발업무 진행

문양개발을 위한 공정 중 페이퍼드로잉（Paper Drawing）제 정착

제5공장의 초정자기 '울트라 파인' 제품 개발과 생산에 착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도자기식기류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선수촌에 납품함과 동시에

기념제품을 시판

이태리 '86 미라노 MACEF SHOW0II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해외시장의 동향을 조사

한국 디자인포장센터가 제정한 굳 디자인 마크 9종 획득

（87년- 3종, 88년- 2종, 89년- 11종, 90년- 4종, 91년- 4종, 계 33종）

프랑스 베어나도（Bernarda니d）사와 기술제휴로 세계최고급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돌입

행남공예공장의 준공- 적소지（赤素地） 다기세트 소량 생산

루마 부라스타 기법을 도입（그릇표면의 홈에 유악이 투명하게 비쳐보이게 함）

세계 일류화제품 추진을 위한 외국인 특별디자인 고문을 초대, 형태개발공정중 도면제도 정착

행천자기（주） 설립

세계 일류화상품 추진대상업체로 지정됨

행남특수인쇄（주） 설립

행남광물정제（주） 설립

행남특수인쇄（주）의 설립에 따라 무늬디자인 개발공정의 분업화를 이룩함

쟈스퍼 웨어（Jasper Ware） 자체 개발- 색소지（色素地） 위에 백색부조의 문양을 장식하는 방법

일본 나고야 세계디자인박람회에 디자이너참관단 파견, 형태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본차이나제 식기 KS마크 획득

차세대 소비층을 거낭한 디자인과 행남 오리지널디자인의 본격 창출을 위한 기획에 착수

국내 최고급 브랜드제품- '타nile Bernard'의 제품기획 및 개발

（주）행남사를 （주）행남자기로 상호 변경

C' ESTBIEN COLLECTION 생산

（주）행남통상 설립

ELEGANT BONE CHINA 생산

ASTER BONE CHINA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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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행남자기는 일제침략 종전직전 1942년 5월 16일 산정공장(목포시 산정동 292)에서 '행남사 라는 이름으로 시작 

되었다.

창립 이후 첫 가마 때부터 우리 식생활의 필수품인 밥사발, 국그릇, 접시류 등을 구워냈는데 형태는 투박했고 

불완전했지만 음식을 담는다는 기능성에는 충실한 것으로서 토속적인 풍취를 보여준다. 행남자기의 최초 커피세트 

생산은 1950년대초, 6-25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형태의 두께는 얇아 비교적 가벼웠으며 단순한 살구꽃 무늬를 손 

으로 그려넣고(Hand Painting), 분무식 화공기법(Spray)으로 시각적인 입체감의 표현을 시도했다. 그리고 전래의 

인화문기법과 유사한 스탬핑(Stamping) 기법으로 꽃이나 당초문을 찍었고 아자문양을 밴드처리하거나 단순히 코 

발트안료만으로 선을 둘러 멋을 내기도 했다.

1960년 이후부터 1970년 이전까지 행남의 산업도자기제품은 국내최초로 홍콩 등 동남아일대에 수출을 시작함으 

로서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어 국내최초로 12인조 홍장미 홈세트(환원백자)률 생산했다. 한편 당시 수입전 

사지에 의존했던 현대식화공을 자체조달하기 위해 소규모 수동식 스크린 인쇄설비를 갖추었다. 전사대지도 당시 

회귀했던 아트지를 직접 사됼여 제작 • 사용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국내 전사대지 제작업체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도자기전반에 걸쳐 행남이 이룩한 기술영역은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여타의 군소업체를 파생시켰고 

오늘날 우리나라 도자기산업부홍에 초석의 역할을 했다.

당시의 커피세트는 외제품의 복사판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형별로 보면 다소 정착화되고 있었다. 즉 컵 

의 기본틀인 원통형, 나팔꽃형, 항아리형, 나팔꽃 모양의 항아리형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커피세트에 비해 유 

행을 덜 타는 홈세트와 반상기류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소비자의 인기를 모았던 문양은 주로 장미, 카네이션, 

자동차, 영국의 문장, 메르헌!(동화적인 소재) 등으로 서구적인 소비기호률 엿볼 수 있으며 화공은 종래의 기법들 

이 더욱 발전되어 나갔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가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던 때로서 중화학공업 집중투자에 이어 

전산산업개발이 착수되었다. 한편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등 변화의 물결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국내외 

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행남은 꾸준하게 개발구축에 힘을 쏟았고 도자기전시회를 열어 홍보에 나섰으며 외제품 

과의 비교전시회에 본차이나를 자체개발하여 출품하는 등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73년에는 자동스크린 인쇄 

기 도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전사지를 전량 자체수급함으로써 독자적 문양개발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또 

스톤웨어(Stone ware)를 개발하여 핸드페인팅 및 밴드화공한 제품을 미주지역에 본격 수출했고 국내시판중이던 

환원자기 외에 우유빛 백색도를 자랑하는 아이보리차이나(Mary China)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화공안료의 독성검출이 염려되던 상회(Onglaze) 화공 방법에서 개선해 낸 인그레즈이nglaze) 기법을 이용 

하여 시도한 서구적인 꽃문양은 소비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다. 소재개발에 따라 형태는 더욱 다양해져서 주기, 다 

기, 매병 등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제품디자인은 일본의 선진영향권 속에서 행남의 오리지날 디자인 연구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76년 이후에는 문양에 새롭게 파스텔 칼라가 등장했고, 꾸준한 수요률 보이는 무채색칼라, 자극적이면서도 생 

동감있는 원색칼라, 이렇게 3분류의 패턴이 소비기호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의 문양은 장미, 국화, 보리, 진달래, 

포도, 모란, 당초로 그 인기순위가 나타났고 서구적인 이미지의 장미가 선호되고 있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1980년 이후 1985년까지는 햄남의 사세성장과 함께 디자인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현재까 

지 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눈처럼 횐 빛깔의 '스노우본 차이나(Snow Bone China)*, 젓소뼈를 함유시켜 밝고 

화사한 유백색 투명성이 주특징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본차이나(Bone 아)ina)' 의 본격적인 생산, 그리고 최 

경질의 초정자기 '울트라파인 의 개발 및 생산 등 숨가쁜 성장을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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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후에는 국내 도자기축제 등에서 행남브랜드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게 된다. 행남이 이루어온 기술과 

제품개발 과정에는 계획과 실적, 모방과 창작, 시장성과 예술성, 굿（Good）디자인과 헝그리어ungry）디자인의 모순 

과 갈등 속에서 전통과의 맥을 잇고 우리만의 오리지널리티（독창성）률 확립하기 위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시기에 주종을 이루었던 문양은 장미, 모란, 국화, 당초, 목련 등으로 동서양적인 기호가 혼재했으 

며 학, 공작, 풍차 등을 소재로 한 무늬도 소비대중의 각광을 받은 한편 현대적 감각의 빠른 느낌을 주는 디자인 

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86년 이후 1990년까지의 기간 역시 고도성장시대로서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산업도자기업계는 수입자유화를 맞게 되었고, 시장개방에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 결과 제품디자인과 품질 

의 고급화가 당면과제로 되었다. 행남의 제품도 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이 시기이다. 종래의 일 

본 영향권에 속해있던 우리의 디자인은 예속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유럽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어 고 

급품지향의 클래식 디자인이 이 시기의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전통자기에 대한 소 

비자의 호응도가 다시 높아져 우리 것 찾기와 함께 식기시장에서 한때 전통자기가 큰 인기를 모았다.

행남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도자기식기류 공식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선수촌 납품 및 기념제품을 

개발 • 생산해 냄으로써 국내외에 브랜드이미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육성책으로 한국디 

자인포장센터가 제정한 '굿디자인 마크를 획득（91년말 누계, 33종）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행남사는 프랑스 베어나도（Bernardaud）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더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여 외제품이 이미 장악한 고가품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노하우아Sow-how）를 축적하여 일반제품의 고급화에 

활용하였다. 또한 세계일 류화추진을 위해 외국인특별고문을 초빙하여 디자인의 세계화를 꾀했다.

1988년에는 햄 남특수인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사지품질의 향상을 기하고 문양의 디자인개발공정을 분업화했 

다. 변화가 심했던 이 기간동안의 문양을 보면 선（線） 구성을 주로 한 추상적 이미지의 디자인이 단연 선두에 나 

섰고 당초, 살구꽃, 장미, 모란, 백합, 케라, 난초, 진달래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추상무늬란 20세기에 등장한 추 

상미술의 기본개념을 빌어 주로 현대적 감각의 질서를 가시화한 기하학적 무늬로 파스텔칼라조의 단조로운 색채와 

횐선의 반복으로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법의 여러가지 제품돌은 1970년대말부터 등장한 파스텔칼라의 

꽃무늬가 변형되어 발전한 것으로 행남디자인의 중요한 골격이 되고 있다.

행남사의 디자인연구부는 생활변화와 흐름들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도자기식기 제품의 형 

태와 무늬를 개발하고 있다. 즉 우리 전통문화에 배어있는 멋과 소박함, 자연을 생활 속에 들여 놓는 철학과 여유 

를 담고 있는 요소됼을 현대적 감각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재편성한다. 또 현대감각에 맞는 선, 면의 분할 

로 유행을 선도하기도 한다. 이때 햄남의 디자인연구부는 91년 디자인 관련부서의 통합을 맞아 새로 조직정비와 

업무개선을 추진했는데, 특히 특수인쇄 개발업무에 주력하여 전사지개발 작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요계층의 개성이 판매에 강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개성에 부합하는 형태와 화공의 

개발작업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기능을 넘어선 기품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선진국형 수요가 예상되고 있었던 것 

이다. 행남은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경향이나 그에 따른 전망을 기초로 소재별로 요구층에 상응하는 제품개발을 

시도하였다. 즉, 울트라 파인은 고급수요충을 겨냥하여 고급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노우본은 중급 수요충을 

대상으로 형태와 화공의 다양화에 비중을 둬 연구작업에 임하였다.

본 차이나 개발작업의 중점사항은 본차이나제품 특유의 얇고 견고하며, 깨끗한 백색도가 돋보일 수 있는 세련된 

분위기와 클랙식하고 화려한 패턴을 개발하여 기존의 여성적인 제품과 남성적인 분위기의 제품을 조화있게 개발하 

는 데 노력하였다. 베어나드제품도 신브랜드인 '에밀 베어나드'를 중심으로 최고급제품의 수준에 맞는 형태와 다 

양한 패턴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700



기업 I 공예디자인 I 산업도자 I 행남자기

E 21図E樹固

참고문헌

「행남50년사」. 주식회사 행남사, 1992.



기업 I 공예디자인 I 산업도자 I 행남자기 I

no 2 a a rs ⑹

주요작품

1940년 초창기제품. 복 자와 수 자 제품.

초창기제품. 60년도 주생산품인 탕기류.

양식기생산초기 제품.

스톤웨어. 70년대말 수출제품.〈New Country）.

에밀 베어나드- 디너세트〈오뜨포르〉（머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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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부
흥익대 미술과

서라벌여대 미술학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국제복장학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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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중앙일보 

KBS 무대미술 

MBC 무대미술

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한국디자이너협의회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한국디자인학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

한국일러스트협의회

공모전

광고도안 현상 선발대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 

상업미술전람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 

조선일보 광고대상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LG국제디자인 공모전 

한국일보 광고대상 

대한민국공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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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시범소 I 힌胃공이디자인연구스 한국산업디자인진후원 I

¥
［명칭］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이craft Demonstration Center(KHDC)

［초대디렉테 노만 디 한(Norman R. De Hann)

［설립연도］ 1957년

［소속기관］ 상공부

연혁

1957

1959. 5. 31

1960. 1

설립

한국정부와의 계약만료

서울대학교로 이관

연구내용

1957년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Korean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는 상공부의 주관하에 미국 대외경제협 

조처(USC加0와 주한 유엔군사령부, 미국 국제협조처이CA)가 재원을 뒷받침하고 미국에서 온 4명의 디자이너°와 I
각 미술대학 졸업생 및 졸업반 학생 10여 명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서울 태평로 구(舊) 중앙산업 건물에 개설하였 

던 일종의 디자인 연구소였다.

이 시범소의 디렉터인 디 한(Norman R. De Hann尸은 상공부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58년 3월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초빙된 금속공예 디자이너였다. 이 시설은 1960년 1월까지 운영되다가 서울대학교에 이관 

된 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말았으나, 설립 초기에는 도자기, 목칠, 금속, 직물, 초자, 완초공예 등 분야별 

로 나누어 미국인 디자이너와 한국인(권순형, 원대정, 김영숙, 변장성) 공예가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던 의미 있 

는 시설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디자인 분야가 공업디자인과 상업디자인으로 다시 분화되면서 공예의 포괄적인 영역 내에 

서 소극적으로 존재하던 과거와 달리 뚜렷한 차별적 위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 이전까지 디자인 분야는 근대기 

에 새롭게 유입된 개념을 놓고 그 범주와 영역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논의를 계속해 오긴했으나, 당시의 주된 흐 

름을 형성했던 공예분야의 활동영역과 맞물려 뚜렷한 자리매김을 해오지 못하였다.

애초에 한국공예시범소는 국내 제조업체에 디자인과 생산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새로운 상품개발을 촉 

진시킴으로써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진홍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디자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미국인 디자이너들 

은 서울대, 홍익대 둥에 출강하여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공예와 경공업제품의 디자인과 생산기술 컨설팅 및 수출진홍 방안의 모색

(2) 국민의 산업디자인 의식고취 및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해외 전람회 참여를 포함하는 홍보활동

이상과 같은 취지하에 그 당시 취약했던 한국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전통공예와 경공업제품 부문의 디자인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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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에 관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수출증대에 관심이 않던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공예시 

범소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지역특산품 공장과 경공업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계몽과 지도룰 실 

시하였다.

시범소의 업적으로는 우선 공예협동조합 산하의 각 기업과 제작소의 기술자와 공예가들을 대상으로 도자, 초자 

（硝子）, 금속, 염색, 석공예, 가구, 목칠 등의 2〜3개월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을 시켰으며 대학에서 특별 

강의도 하고 미국 제네랄 일렉트릭사에서 제작한 <What is Industrial Design?）, （Tomorrow Meets Today〉라는 영 

화를 상영하여 대학생 및 일반의 디자인 의식을 고칚시켰다.

또한 우수 디자이너듈이 공예시범소의 직간접적인 영항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제일 먼저 민철홍과 김영 

숙이 선정되어 유학을 떠났고 다음으로 권순형과 배만실이, 그 뒤로 김정숙, 변영성, 정정회, 원대정 등이 유학을 

갔다. 민철홍은 일리노이공대이linois Institute of Techn이。gy）의 디자인연구소（Institute 이 Design）에서 산업디자인 

을 공부하였고,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김영숙은 알프레드대학에 유학해 백자를 요업과학의 입장에서 본격적으 

로 연구하였다. 배만실은 미 국무성 초청 연구생으로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 광고（Advertising）, 도 

자기를 공부하였다. 변영 성은 클리브랜드대학에서 목공예를 , 정정 회는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섬유미술 （Fiber 

Art）을, 원대정은 뉴욕 알프레드대학에서 세라믹을 공부하였다. 이들은 일제시대 수학했던 1세대를 이어 교육현장 

에 듈어와 제2세대를 형성, 디자인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철홍과 권순형은 서울대학교, 배만실은 이화 

여자대학교, 원대정, 유강렬, 정규는 홍익대학교, 변영성은 서울여자대학교, 김영숙（김익영）은 국민대학교에서 교 

편을 잡았다.

한편 시범소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국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지원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무료로 디자인을 서비스하려고 했지만 당시 산업계에서 갈구하던 것은 기계설비를 갖출 시설자금의 융자 

나 기술도입이지 디자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로 전통 민속공예품（성하산업사）, 가구（대성가구）, 실크 제 

품（미아리 실크사） 등과 같은 부문에서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 산업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취약했던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본격적인 산업디자인활동보다는 '양산공예'의 

진홍이 더욱 절실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소가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디자인의 진홍이었다. 실제로 시범소의 모든 공식문서 

와 보고서에는 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월보（月報）의 명칭도 'Korea Industrial 

Design' 이었다. KHDC는 국내 산업디자인 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 디자인 교수요원 미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무역박람회의 한국관을 디자인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1959년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견본시（World Trade 

Fair）'와 '텍사스주 견본시'에서 한국관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196아브 '시카고 견본시'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것은 

모두 전시관을 KHDC가 디자인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한국공예시범소는 1960년 5월 31일 한국 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 해 말에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다. 4 • 19 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는 등 혼미한 정국으로 인해 정책적인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공예시범소는 비록 열약한 조건 속에서 미국인들의 주도로 운영되었지만 정부, 

산업계, 교육계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속에 산업디자인 진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평가된다.

1） 권순형에 의하면 꽁예시범소는 미국의 디자인 회사 스미스 세어 맥도멋（Smith, Scherr, MacDermott Designers, Akron, 

아iio）'이 한국 AID 원조계획의 일환인 공예시범소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디 한 외 두 명（나중에 한명 

더 추가）의 디자이너를 고용, 파견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한다. 또 시범소 설対 동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공예와 디자인 

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으니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어 상공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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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T 건축과를 중퇴한 디 한은 미군 하사관으로 미8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반도호텔의 개축작업에 참여한 것올 계기로 

한국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 군복무를 마친 다음 미 국무부의 재정지원으로 KHD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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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12

［명칭］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초대소장］ 이순석

［설립연도］ 1965년 7월 26일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연혁

1965. 9. 13

1966. 6. 14

1966. 7. 26

1969. 2. 5

1969. 3. 14

1970. 5. 19

수출入딘흥확대회의에서 공예기술연구소 설치 결정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예 디자인연구소 설립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로 개칭

사단법인 한국수출 디자인센터로 개칭

재단법인 한국포장디자인센 테에 통합됨

연구내용

1966년에 발족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사단법인 단체였지만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디자인 연구기관이 

었다. 1960년 5월 노만 디 한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난 1965년, 정부로부터 디자 

인 진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동 

안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개발과 고급 모직물 수출에 힘쓰던 시대였지만 수출이 잘 되지 않고있었다. 그 이유가 디 

자인에 있다고 판단한 상공부는 '미술수출'을 기치로 내걸고 디자인 진홍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5년 9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출진홍확대회의에서는 디자인 진홍정책의 일환으로 공예기술연구소（가칭）률 

설립하고, 디자인 전람회률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다.

1966년 6월 14일에는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 진홍기관의 모체 

가 된다. 1966년 7월 26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소의 이사장으로는 박갑성 서울미대 학장, 소장으로는 이순석 

응용미술과장이 피선되었다. 순수 민간연구소 형태로 운영되던 동 연구소는 1969년 2월 5일 사단법인 한국수출디 

자인센터로 개칭되어으며 같은 해 3월 14일에는 '한국수출디자인센터 로 또 다시 개칭되었다. 이때부터 우린 나라 

에서도 공예와 디자인의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월에 바뀐 명칭에 '수출 이라는 용어를 첨가시 

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출진흥에 대한 디자인의 기여에 대한•인식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협회의 의의는 전통적인 （”술관에서 탈피하여 디자인의 경제적 • 산업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듈 중 하나 

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미술 수출”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공예기술연구소를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기 

구로 조직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디자인이 지금까지의 공예적이고 예술적인 사고에서 폭 넓은 디자인 사고, 다시 

말해서 공예가 세대에서 디자이너 세대로 전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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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초대이사장］ 이낙선

［설립연도］ 1970년

［소속기관］ 산업자원부

［전화］ 02-708-2114

［FAX］ 02-765-9676

연혁

1965 한국디자인센터 설립

1969 한국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품포장센터를 제 4 차 수출진홍확대회의에서 통합하기로 결정

1970. 4. 20 수출진홍확대회의（청와대）에서 3단체 통합방침 결정

1970. 4. 20 （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 승인（상공부장관）

1970. 5. 15 정관개정 및 임원개편에 의한 법원등기 갱신

（이낙선 상공부장관 초대 이사장 춰임- 비상근）

1970. 7. 28 기술진홍단체 지정（상공부）

1970. 7. 29 제1차 디자이너 등록（233명）

1970. 10. 1 부산지소 개소（중앙동4가 191번지）

1970. 11. 20 "디자인 • 포장지 창간

1971. 6. 5 제6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주관（제1회〜5회, 상공회의소 주관）

1971. 9. 27 세계공예협회（WCC） 가맹

1971. 10. 11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

1971. 11. 10 자료실 개관

1971. 11. 20 전국디자이너대회 개최서68명 참가）

1972. 3. 31 제2대 조태호 이사장 취임

1973. 1. 26 부산지사 가공공장 준공

1973. 2. 5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규정 제정（대통령령6486호）

1973. 2. 21 부산지사 이전（학장동 405-6번지）

1973. 10. 8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이CSID） 가맹

1973. 11. 30 대통령 단체표창（수출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수출산업 발전과 수출증진에 기여한 공로）

1973. 12. 22 공작실 설치（연구시제품 제작）

1974. 1. 10 APF이사회 참가（홍콩, 6일간）

1974. 2. 25 완구제품 Good Design전 개최

1974. 2. 27 정기이사회에서 연구기금（현 진흥기금）조성 의결, 기금적립 개시

1974. 3. 21 해외포장자료전 개최

1974. 5. 9 IESC Mr.Roy, V. Wilson 초청 디자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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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0. 13 ICOGRADA총회 참가

1974. 11. 30 넥타이 Good Design전 개최

1975. 3. 1 벽지제품 Good Design전 개최（46일간）

1975. 4 제1차 UNDP수원사업 개시

1975. 6. 11 일본, 에꾸앙겐지 초청 디자인 세미나（2일간, 264명 참석）

1975. 10. 22 국내우수포장 상설전시서24일간）

1975. 11. 10 UNIDO국제포장세미나 개최（6일간, 157명 참석）

1976. 7. 5 제4대 김회덕 이사장 취임

1976. 9. 18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규정 개정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

1976. 11. 5 포장시험실 설対

1977. 4. 9 중동지역 수출품 포장실태조사（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13일간）

1977. 5. 10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개최（22일간）

1977. 9. 13 스웨덴 포장재 생산전문가 Mr.S.V. Ostland초청 지도（76일간）

1977. 9. 16 ICSID 총회 참가

1977. 10. 4 제4차 아시아포장대회 개최 （5일간, 11개국 209명 참가）

1977. 12. 31 디자인 • 포장 진홍법 공포

1978 5, 6대 이사장 김회덕（金熙德） 취임

전시장 공간을 700여평 마련

디자인 관계 자료와 도서실, 열람실로 200여평을 마련

디자인 • 포장 진홍법의 제정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법령으로 선포

제18차 APF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주관하여 개최

「대한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라는 명칭으로 개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로 개칭

디자인 포장센터 '86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실시 요강 발표

'85년부터 한 • 일 디자인세미나를 서울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

'88년의 '한 • 일 학생디자인교류전 등 전시회를 개최

1978. 5. 9 디자인 • 포장 진홍법 시행령 공포

1978. 8. 18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 최초 디자인분야 유학생（석사과정） 1명 파견

1979. 5. 29 시범공장 자동제함 및 결속기 도입

1979. 6. 5 •오늘의 산업디자인. 단행본 발행

1979. 6. 제2차 UNDP수원사업 개시

1979. 10. 1 센터 심볼마크 제정 및 사색（社色） 제정

1979. 10. 11 영국 산업디자인전 개최（14일간）

1979. 11. 9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개최（25일간）

1980. 5. 19 창립 10주년기념, ICSID 회장 Mr.Arthur J.Pulos 초청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4일간 660명 참가）

1980. 5. 27 창립10주년 기념, 일본 에꾸앙겐지 외 2명 초청 산업디자인 세미나（234명 참석）

1980. 9. 4 김회덕 이사장 APF회장 피선（2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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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9. 22 전두환 대통령 ■포장기술향상■지시

1981. 7. 25 ICSID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5개국, 14명 참가）

1981. 10. 5 제8차 아시아포장대회 개최（13개국 210명 참석）

1981. 12 국비유학생 파견분야에 디자인 분야 신설（2명）, 1981. 10. 13 ： 제22차 APF이사회 개최（13개국 31명 참석）

1982. 2. 1 올림픽상품 디자인개발위원회 운영

1982. 8. 31 올림픽 기념품 소장전 개최（15일간）

1982. 8. 31 해외우수 문구류전 개최서5일간）

1983. 1. 27 전두환 대통령 "디자인산업 육성■지시

1984. 4. 12 말레이시아 연수생 1명 교육（2개월간 한 • 말 기술협력사업）

1984. 2. 22 제5대 이광로 이사장 취임

1984. 4. 19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주관 해외 기념품 조사단 참가 （미국 • 일본, 1명 15일간）

1984. 9. 22 중소기업 디자인 • 포장 상담실 설처 운영

1985. 1. 17 한 • 일 디자인 세미나 개최한 • 일 각 3명 주제발표）

1985. 1. 28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 추천기관 지정

1985. 3. 12 유망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상공부）

1985. 5. 2 필리핀 상공부차관 이r. Jose P. Lerister. Jr 내방

1985. 6. 11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제 도입（8. 30. 최초로 48점 선정）

1985. 6. 11 KORPACK '85 개최（6일간）

1985. 10. 1 국제무역센터（ITC） 용역사업 개시

1985. 11. 22 청와대 "유망중소기업 육성사례 보고회” 참석

1986. 1. 15 페루 연수생（2명） 내방

1986. 2. 5 UNDP 신규사업계획 조인

1986. 3. 3 기술지도사 자격기준 개정 （센터, 디자인 • 포장 실무경력 5년 이상자 포함）

1986. 3. 11 GD마크 등록 （특허청, 업무포장등록 제62호）

1986. 3. 31 위탁지도기관 지정 （중소기업 진홍법 시행령 제25조, 55조 의거）

1986. 5. 5 GD상품전시장 준공（5.27개관）

1986. 7. 1 Kraft-Liner 수입 자유화 （상공부 고시 86-21 호）

1986. 7. 8 중소기업진홍공단과 업무협조약정 체결

1986. 9. 5 강의실 시설 현대화（개축공人D

1987. 4. 7 '87 KORPACK개최 （KOEX 전시장）

1987. 9. 2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개최 （관람인원 5,742명）

1987. 10. 14 한 • 일 디자인 세미나 개최 （전통문화와 디자인）

1988. 4. 6 프랑스 산업디자인전 개최

1988. 4. 7 한 • 불 디자인 심포지움 개최 （디자인과 창조성）

1988. 5. 26 컴퓨터 응용디자인 기자재전 （5일간, 8,000명 관람）

1988. 6. 15 제6대 조진회 이사장 취임

1988. 6. 17 국제산업디자인대회 개최

1988. 10. 29 일본 포장관리사 센터 내방（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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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2. 2 해외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세미나 개최 （19개지역 대표 82명 참가）

1988. 12. 3 개발도상국 수출진흥 시찰단 내방 （19개국 22명）

1988. 12. 13 대일무역개선 세미나 개최

1988. 12. 21 「산업디자인」지 100호 발간

1989. 3. 6 Design Expo 참관유치단 내방 （Kato Heishi 등 5명）

1989. 4. 27 SEOUL PACK'89（KORPACK을 개칭） 개최 （26,172명 참관）

아시아 포장대회 개최（외국인 35명, 내국인 315명 참가）

1989. 5. 1 APF회장 XU JIANGUO, 센터 내방

1989. 7. 3 영상자료실 개관

1989. 8. 8 중 • 고교 미술교사 디자인교육 실시（15명 참가）

1989. 9. 1 대일무역 역조개선사업, 일본연수（2명, 1개월간）

1989. 9. 27 국정감사 수감

1996. 8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발표

연구내용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은 한국의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여러 번의 통합과 명칭변경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출발은 1970년의 제4차 수출진홍확대회의에서의 디자인 관련단체의 통합에서부터이 

다.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한국수출디자인센터는 1966년도 발족시에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라는 순수한 연구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추진에 의해 수출진흥을 위한 예술과 기술 

의 보다 긴밀한 노력이 긴요한 경제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상공부의 지원에 따라 상공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 

여 'New Idea. New Plan, New 니fe'라는 3대 이념 아래 과학적이고 미적으로 신제품의 디자인을 연구개발함으로 

刷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디자인 문화항상을 위한 총본산의 구실을 하기 위해 수출디자인센터로 개칭되 

어 설립되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은 공산품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디자이너 양성, 산업계 전반의 디자인 계몽에 관한 

사업,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연구와 선전광고에 대한 연구와 지도, 우량 디자인 • 포장상품 상설 전시장 운영, 공예 

품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에 관한 출판물 간행, 공산품 디자인 항상을 위한 상공미전 발전에 관한 협조사항, 전 

각호（各號）에 부대되는 사항 등으로 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동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 • 보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1968년도에 들어와서 수출목표 5억 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진홍 효율화의 요소가 되는 수출용 포장개선의 긴요 

성이 보다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동년 8월 21일 제6차 경제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수출품 포장재 

의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수출품 포장재의 저력한 공급과 품질향상 및 검사 그리고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을 추진할 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어 한국무역협회와 각 수출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1969년에 한국수출품포장센터를 

설립하였다. 주 사업내용은 수출품 포장자재의 일괄수입 • 비축 • 공급업무, 포장재의 반제품 또는 원료 수입가공, 

직영 포장공장의 운영, 포장재의 시험 및 검사, 포장재 제조기술 및 시험에 관한 연구개발, 포장기술 도입 및 보 

급, 기타 포장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위의 두 기관과는 달리 포장재의 생산 • 꽁급 • 수입 • 비축사업이었다

그후 제4차 수춤진흥확대회의에서 기존의 한국포장기술협회（1965）와 한국수출디자인센터（1966） 그리고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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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포장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1970년 5월 19일날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탄생되었다. 1978년 디자인 • 포장 

진홍법（법률 제 3070호）과 이듬해의 시행령 제정으로 디자인포장센터는 특별법인이 되어 영역개념과 홭동이 법적 

으로 규정된다. 또 19기년 센터 주관이 된 상공미술전람회가 1976년 규정개정으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으로 개칭 

되고 상업미술이 시각디자인, 공업미술이 공업디자인 등으로 바뀌면서 디자인계 뿐 아니라 일반에 있어서도 디자 

인이 미술과는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라는 인식의 단서를 마련한 것이다.

그후 1991년 산업디자인 포장 진홍법의 개정으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한국산업디자 

인진홍원으로 변경되었다. 3단체의 통합후 이 기관은 디자인의 향상과 포장기술의 개선을 기하고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취지로 하였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디 

자인과 포장에 관한 연구진홍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전문 디자이너와 포장 관리사의 육성 및 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기술정보의 도입과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이 밖에도 외국의 유수 전문가의 초빙과 각종 관계 국제기구와의 

유대 지속 등을 통한 국제간의 교류에도 힘써 왔으며 전시 활동과 간행물을 통한 전문분야의 홍보활동 등이었다.

그동안 한국디자인진홍원이 벌여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고취하고 상품의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디자인 

의 수준 항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홭의 질을 높이고 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 

하고자 '86년도 우수 디자인（Good Design） 상품을 선정하였다. 1987년에는 저1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을 상공부와 

한국방송공사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우수포장개발을 촉진하고 상품의 고 

급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이 전시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 

터 전시관에서 전시되었다.

1990년에는 5월 29일부터 이튤간 플라자 호텔에서는 ICSID, AMCOM, 한 • 일 디자인세미나 및 국제디자인대회 

등 3개의 디자인 관련 행사를 열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에서 약 20명의 디자인 관계자가 참석하여 나라마다 유사제품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전통 '고유 

디자인'의 계승 • 발전과 각 나라간의 디자인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래의 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 

였다. 29일는 10차 ICSID, AMCOM과 '지역디자인과 아시아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주제 

로 '90 한 • 일 디자인세미나가 열렸으며, 30일에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별 고유디자인 이라는 주제로 국 

제 디자인대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열린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아시아지역 회원국회의이CSID, AMCOM）는 '79년 1차 회의 이래 매년 

아시아 지역 ICSID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비공식 회합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때의 회 

의를 계기로 공식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ICSID 아시아 지역 회원기관간의 상호 관계 증진 및 인적 

교류를 통한 한국 산업디자인의 국제화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디자인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 

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중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등 6개국 15개 기관에서 23명이 참석였으 

며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공식기구 설립준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아 향후 아시아 지역 디자인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 공예, 패션 및 환경디자인 전문가들이 새로 참여함으로써 제품디자인 

위주로 추진해온 이 조직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일본의 종합디자이너협회（DAS：Designers' Authorities & Sponsers）와 함께 ' 85년부터 

한 • 일 디자인세미나를 서울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 왔는데, 그동안 '88년의 한 • 일 학생디자인교류전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조사단과 연수단을 파견하는 등 비교적 꾸준히 교류해 왔다. 90년에 열린 한 • 일 디자인세미나 

에서는 '지역 디자인과 아시아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의 디자이너의 역할 을 주제로 한국측 박한유（디자인포장센터 

연구진훙 상무이사）의 발제 강연을 시작으로 봉상균（KDC 회장）의 '아시아 국가간의 D이S（design data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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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도입으로 디자인 정보 교환의 활로를 찾는다' , 일본측 요시카와 히로노리（吉川博敎, DAS 전무이사）의 '즐 

거운 아시아, 재미있는 아시아' , 오쿠무라 고이치（奥村幸一, DAS 전무이사）의 '아시아는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제 

목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1990년에는 국제디자인대회도 개최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별 고유디자인'이라는 주제 

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아키라 사이키（佐伯明, JIDA 회장）가 '일본 제품디자인 특징의 변천'을, 안종문아＜SID 회 

장）과 황부용사＜SVD 홍보이사）이 '고유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한국의 미래 디자인'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밖에 헬 

무트 랑거아栢Imut Langer, ICOGRADA 회장, 독일）의 '유럽의 각국별 고유디자인의 적용사례 및 발전 전망' , 원정 

수（인하대 건축과 교수）의 '한국 건축 조형의 원류', 김민자（서울대 의류과 교수）의 '한국 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그리고 완 핫산 모하메드（Wan Hassan Mohammed, 말레이지아 SIRIM 대표）의 '국가별 고유 

상품 제조산업 발전의 중요성' 등이 발표되었다.

89년부터 마련한 중점사업의 하나로 89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여에 걸쳐 11개의 주제별 연구를 추진하여 

소기의 결과를 연구보고서와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고 개발된 디자인의 시제품을 제작해 90년 2월에 전시회를 갖기 

도 했다. 이 사업은 항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안고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라는 과제와 더불어 최근들어 새롭게 대두된 안팎으로부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라고 센터 

측은 밝히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는 센터 본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말고도 이 연 

구사업은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전까지는 기업체를 '지원 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고, 그리고 

각종 디자인관련 행사를 주관, 진행하는 행정업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 왔다고 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률 갖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채적 

으로는 디자인 이론이나 체계의 구축 등에 주력하게 되었다.

94년부터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은 통상산업부와 함께 산업디자인 지도상품전을 주관하였는데 이 행사는 산업디 

자인 진단 • 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개발비의 50%의 지원 및 상품화 비용의 일부를 공업 

발전 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장디자이너를 위한 포장기술 교육과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 편집디자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1997년부터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인 관련 국제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19거년 세계공예가협회（WCC）, 1972년 국제그 

래픽디자인협회이COGRADA）, 국제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이CSID）에의 가입은 해외의 디자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접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디자인 현실을 국제 사회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외에 1970 

년 디자이너의 등록사업과 디자이너대회의 개최,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의 개최를 통하여 디자인의 기업과 일반에 

대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여 왔다.

진홍-1（ 전시）

1.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O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 1966서회）〜1976（11회）

O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 1977（12회）〜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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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

0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도 : 1985（1회）〜1995（11회）

0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 : 1996（12회）〜현재

3. 천국 초• 중• 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0 초• 중 •고생 산업디자인공모전 : 1994서회）〜현재

4. 산업디자인신상품전

0 1994서회）〜현재

5. 한국 밀레니엄 프로덕트

0 1999어회）〜현재

6. 기타

0 산업디자인성공사례

- 1993어회）〜1997（5회）

0 우수포장디자인

- 한국포장대전 : 1971-1975, 1980

- 한국우수포장대전 : 1987〜 1990

- 우수포장（GP）상품전 : 1994

O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Seo니 pack）

- Korea Pack : 1971. 4. 12

- Kor-Pack : 1985, 1987

- Seoul Pack ： 1989〜현재（격년）

O 서욜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 ： 1994（1회）, 1996（2회）

O 각종 해외 산업디자인 전시회 유치

진흥-2（ 진흥활동）

1.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0 1992년 제도 신설

2. 디자이너 등록제도

0 1984년 제도 신설

3. 산업디자인의 관련 협회 활동 지원

0 관련협회 5개 사단법인으로 유도서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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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의 날 행사

0 산업디자인 행사 : 1994（1회）〜1998（5회）

0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개최 : 1998

5. 디자인진홍대회

0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 1999~

6. 디자인경영 종합상담회 : 1998〜1999

7. 디자인경영포럼 : 1999〜

8. 홍보 • 출판

0 「산업디자인」지 발간 보급 : 1970어호） ~

- 「포장세계」분리 발간 : 1983（1호）〜1996

O 「KIDP뉴스」발간 보급 : 1993~1999

9. 디자인 정보교류회 개최（1998〜）

진흥-3（ 국제화）

1. 구국제단체 활동 참여

0 icograda 가입 : 1972

O ICSID 가입 : 1973

O ICSID AMG0M 가입 ： 1979

0 WP0 가입 : 1989

O APF 가입 : 1967

2. icograda 및 ICSID 총회 유지 ： 1997

O ICSID 이사국 피선 ： 1995

0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0 해외 기관 방문 및 유为 홯동

3. 각종 해외 유명 디자인 전시회 유大!

4. 해외 유명디자이너 초청 디자인 지도 : 199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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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ograda 및 ICSID 대회 준비

0 마스터플랜 수립어998)
0 어울림티P 개발어998)
0 어울림저널 발간 (1998〜 1999)
0 서울 국제디자인포럼 개최서999)
0 시드니대회 참가 및 홍보(1999)

진흥-4( 정보화)

1. 자료실 운영

0 도서자료실 개관 : 1971
0 영상자료실 개설 1989

2. 정보화 프로젝트 추진

0 전산화 시작 : 정보자료부 신설서987〜 1993)
0 본격적인 정보화 사업 정보화추진팀 신설서997)

3. MIDAS 5개년 계획 추진 : 1997〜2001

4. 정보회원제 운영 : 1991 〜 현재

진흥 - 5(지방화)

1. 지방 산업디자이너협의체 운영 : 남부 • 서부(1994),
대구/경북 • 전북 • 중부(1996)

2. 지방 분원 설犬! ： 1997

3. 지방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 1994〜1998

4. 본격적인 지역발전 지원사업 실시 : Design Korea(1998~)
0 지방자夭I단체 산업디자인 발전 공동협약 체결(25개처)

O 지자체 및 공공기관 CIP, 캐릭터 개발, 환경 및 문화사업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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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개발7(기업지원)

1.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0 중소기업 디자인 상담실 운영 : 1990~

0 디자인 개발 및 기술지도 : 1990〜 1993

0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 1994〜현재

O 산학연계 디자인 개발지원 : 1996〜

0 수출지원센터 운영 : 1998〜

O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단 : 1998〜

2. 유망수출상품 세계 일류화 사업 : 1994. 3.〜 1995. 2

3. 한 • 일 산업기술 협력재단 사업 : 1994〜 1998

4. 농특산물 및 전통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 1994〜

연구 - 개발-2(연구개발)

1. 1970〜 1990년의 주요 연구 개발 사업

。해태 김 포장디자인서970) 등 55개 개발 과제

0 수출유망상품의 미래 디자인 방향 설정 10개 과제 : 1990

2. 산업디자인 기반기술 개발사업

。한 • 일 산업디자인 공동연구 : 2개 과제(1991〜1994)

O ON-RODE TYPE 이륜차 개발 : 1994〜 1996

0 환경 등 6개 분야 17개 과제 : 1997

O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개발 틀 시스템 연구 등 14개 과제 : 1999

3. 공익사업

0 보행자 디자인 개발 등 9개 과제 : 1995

0 경기도 시내/좌석버스 색채개선 연구 등 3개과제 : 1997

4•전통문화 산업디자인 접목사업 연구(1996)

5. 산업디자인 기초연구

0 형태와 이미지 연구(1996)

0 한국의 전통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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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의 전통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2(1998)
0 한국의 전통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3서999)

6.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연구(1995)

7. 산업디자인 시범지원 사업

0 태극기 시각 이미지 통합 개발(1998)

연구, 개발-3(조사분석)

1. 1970〜1989 주요 조사사업

O 연구 개발을 위한 국내외 기자료 조사

O 정책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디자인 실태 조사

O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디자이너 취업 실태조사

O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기관 및 교과 과정 조사

O 특정 품목 육성을 위한 실태 및 기술 수준, 향후 전망 조사

O 디자인 홭성화를 위한 기업체의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 현황 조사

O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시장 조사

O 공동 개발 업체의 실용화 조사

O 국내외 디자인 및 포장 기호도 조사

O 국내외 포장 기자재 생산 현황 조사

O 국내 상품의 해외시장에서의 반응도 조사

O 국내외 유통구조 조사

0 해외 최신기술 자료 조사

2. 1990〜1992 주요 조사사업

3. 1993-1996
O 외국상품 구매사유 조사

O 산업디자이너의 사회적 위치.의식구조 실태조사어995)
0 국내 관광토산품 산업디자인•포장 실태조사어995)
0 주요국가별 수출상품 색상선호도 조사(1996)

4. 1997〜현재

O 디자인센서스 조사사업

- 국가경쟁력 현황조사, 디자인전문회사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소비자 상품구매 성향조사, 기업체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디자인관련 기반조사, 디자인관련학과 인력현황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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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현황조사, 디자인상품 수출입 실태조사 등

0 산업디자인 실태조사

- GD 인지도 및 실태현황서997）
-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의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서998）

0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요조사（1997〜）

교육연수-1（연수）

1. 1970〜 1989 교육연수사업

0 제품 및 시각디자인 교육 : 1982〜
O 디자인 세미나 : 1971 〜
O 디자인전공학생 실기교육 : 1972
O 해외연수 : 1973〜
O 포장기술 교육 : 1971 〜

2. 1990-1996 교육연수사업

0 기업체 디자이너 재교육 : 계속 사업

0 전공학생 실기교육 : 계속 사업

O 디자인세미나 : 계속 사업

0 포장기술 교육 : 계속 사업

O 해외연수 : 계속 사업

0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 : 1990-
O 초중고생 조기교육 : 1993〜 1996
O 경제주체（경영자, 공무원, 언론인 등） 디자인 교육 : 1993-1996
O 세계산업디자인심포지움 및 한일공동세미나 : 1994
0 지방순회교육 : 1993~

3. 1997〜현재 : 디자인연수원으로 전문화（계속 사업 외）

O 아트패키지 창업과정 : 1998〜
0 멀티미디어 아트디렉터 교육 : 1999〜

교육연수누 （대학원）

1.대학원 설비 근거 마련 및 설립추진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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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신축 : 1995

3. 신입생 모집 및 학사운영, 비전

디자인센터 건립

1.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 : 1997

2. 디자인센터 건립 현황 및 비전

조직 •경영분석

1. 조직변천

0 한국공예연구소 설치(19996. 7. 26) 一 한국디자인센터서969. 2)

t 한국수출디자인센터어969. 3)

0 제4차 수출진홍확대회의어970)

(사)한국포장기술협회서966.1 .12) (사)한국수출디자인센터어969. 1. 8)

(재)한국수출품포장센터서969. 3. 6) 통합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서970. 5. 19)

O 디자인.포장진홍법 (벌률 제3070호) 공포어977)

O 디자인,포장진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011호) 공포서991)

O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개칭(1991. 7. 14)

O 산업디자인진홍법 개정(법률 제5214호) 공포(1996. 12. 30)

O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개칭서997. 1. 1)

0 산업디자인지니홍법 개정(법률 제5773호) 공포(1999. 2. 5)

2. 주요 조직 변천

초창기 및 발전기 :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70~1991. 6)

성숙기 :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어991. 7 〜 1996. 12)

도약기 :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1997. 1〜현재)

724



기관 I 진흥기관 I 한국디자인진홍원 I

참고문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20년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1990.

최옥수.「한국 근대 공예개념의 형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전공, 1999.

홍진원.「한국 대학디자인교육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구성회.「센터, 개발원, 디자인센터」.「월간 디자인』1993년 10월호.

「국제화 시대와 고유디자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디자인 세미나」.「월간 디자인」1990년 7월호.

「디자인 포장센터 '86 우수口자인 상품 선정 실시 요강 발표」.「월간 디자인」1986년 3월호.

「'메이드 인 코리아 의 새 모델을 제시한 디자인포장센터의 수출유망상품 미래 디자인 연구」.「월간 디자인」

1990년 4월호.

「정부 관련 디자인 진홍기관의 활발한 설립」.「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개최, 우수포장의 개발촉진을 위해」.「시각디자인』1987년 7월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역사와 현황」.「월간 디자인」19호어978년 10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월간 디자인」1995년 2월호.

「한국산업디자인 진홍원」.『월간 디자인」199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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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주）후지카 대원전기-전기보온밥통. 1985. 삼성전자(주)-카세트(Stereo Radio Cassette). 1987.

삼성항긍산업（주）-카메라. 1989. （주）금성사-컬러텔레비젼. 1994. 대통령상.

LG전자（주）-분리 • 결한형 8mm캠코더. 1996. 
대통령상.

현대자동차（주）-스포츠카. 1997.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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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达⑶⑷⑸

［명칭】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傳習所） 

［설립연도］ 1907년

연혁

1899 상공학교 설립

1904 농상공학교로 개칭

1907 관립공업전습소 재개편

1916 경성공업전문학교의 부설로 이관

1922 일본공업학교로 승격

연구내용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傳習所）는 일제시대에 학생듈에게 공업에 관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07 

년에 설립된 기술교육학교이다. 이 학교는 높은 단계가 아닌 일본의 직공도제학교나 공업보습학교의 수준으로 중 

둥과정에서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관립공업전습소는 염직, 도기, 금꽁, 목공, 응용화학, 토목의 6과를 두고 기능공을 양성하였는데 수학 연한은 본 

과가 2년, 전공과와 실과가 각각 1년이었다. 금공과에서는 궁중용 화병, 신선로, 그밖의 금, 은기 등을 만들었고 

염직과에서는 각종 견직물과 자수품을 만들었다. 공업전습소 설립 초기에 이도영과 조석진 등 한국인 선생들이 가 

르쳤으나 당시는 이미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이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로서 통감부와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기능 

공들에게 학교의 운영 및 교과과정 등 제반 주도권이 쥐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관립공업전습소는 국치의 

한일합방 전까지 2회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역사의 변화와 관계없이 1922년에 일반공업학교로 승 

격될 때까지 해마다 수십 명쒁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했다.

관립공업전습소가 설립된 동기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9년 정부에서는 주한 프랑스 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문 

공예가의 양성을 위한 공작학교의 설립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에서 공예교사와 공예가들을 초빙해오되 필요한 

끙구와 기구를 수입한다는 조건 하에 1900년에 파리의 유명한 세브르 공예미술학교의 레미옹（Remion）이라는 공예 

전문교사가 내한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일제의 방해로 끝내 좌절되고 그 침락적 저의를 

깨달은 레미옹은 1904년 프랑스로 귀국하고 말았다. 공예미술학교 설립을 포기한 후 구한국정부는 1907년 농상공 

학교를 실질적인 기능양성소로 개편하면서 공예와 과학기술의 진홍을 꾀한 관립공업전습소를 새로 출발시켰다. 일 

제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구한국 정부는 1899년 다시 '상공학교（商工學校）' 를 세우고, 1904년에 이를 기능공 

양성을 위한 체제로 개편하여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라 개칭하는 한편 농과, 상과, 공업과의 4년제 실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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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⑶E證；

기관으로 전환하였다. 1907년 농상학교를 '관립공업전습소'로 재개편하고 본과 2년, 전공 및 실과는 각 1년을 수 

학기간으로 하는 목공, 금공, 염직, 도기, 토목, 응용과학 등 6개과를 신설하여 공예（당시로서는 공업의 개념과 큰 

차이 없이 쓰였다）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총독부 관할이었던 공업전습 

소는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3년 과정）의 부설로 이관되었다. 상공학교, 농상공학교 그리고 공업전습소로 나뉘 

는 각 시기별 교수내용과 교과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공학교는 광무 3년인 1899년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립으로 설립되었다. 

상공학교관제（商工學校官制D의 공포에 앞서 동년 4월 27일의 고종의 조칙（詔勅）은 학교교육의 진홍과 상공학교의 

개설을 독려하고 “ ……가르치는데 있어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인민의 지견（知見）이 열리지 못하고 농상업이 일지 

못하여 이로써 민산（民產）이 날로 줄어됼고 국계（國計）가 날로 어려워지며…… 상공학교에 이르러서는 더욱 급선 

한 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정부가 개화부국（開化富國）을 위하여 교육의 확대를 원하였으 

며 그 중에서도 상공학교 같은 실업교육의 진홍을 시급히 요구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상공학교는 법제상 

상업과와 공업과를 두었고 수업연한은 1년 예과와 본과의 4개년이었다.

대한제국 행정부는 지방에도 상공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학생듈의 학비 전액을 관비（官費）로 지원하는 등 적극 

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학생 수가 많아야 한과에 30명 정도이고 적을 때는 10여 명에서 혹은 2, 3명에 불과하여 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1904년 농상공학교 관제가 공포되기 전까지 학교규칙 조차 공포되지 

않는 유명무실의 상태였다. 상공학교는 다시 1904년 농업과를 추가하여 농상공학교로 개정되었다가 1907년 각 학 

과가 학교 및 전습소로 독립되면서 폐지되었다.

17세에서 27세까지 입학할 수 있었던 농상공학교 예과과정은 도화（圖腐）를 포함하여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 

나 본과과정은 1904년 상공학교에서 농상공학교로 개정할 당시 교육과정이 확보되지 못하고 임시의정（臨時議定）한 

다고만 되어 있다. 다만 동년 8월 관보상의 학원모집광고（學員募集廣告）에서 공업과를 우선 교수한다하여 공업과 

학생만을 모집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실질적인 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법제상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상공학교에서 주목할 두 가지 점은 예과과정 10개 교과목 중에 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업 

과만이 우선 학원（學員）을 모집하여 교수를 시작한 것이다. 과목의 교수내용이나 학과의 교과과정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업과만이 우선 교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 기기국 

에서 공업교육이 이루어졌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요원이나 교육내용에 대하여 별 어려움 없이 그 준비가 가 

능했을 것이다. 둘째 도화과목이 지금의 교과구분과 비교해 볼 때 단순한 교양과목이 아닌 전공기초에 가까운 성 

격을 띠었을 것이다. 그것은 농상공학교관제가 농림학교와 공업전습소로 분리될 때 농림학교에는 도화가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업전습소에는 보조과목으로 포함된 점, 당시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기관인 의학교관제에는 도 

화과목 대신 체조과목이 있었고 1895년 창립된 관립외국어학교는 1906년에 가서야 적절성에 따라 가르친다는 단서 

가 달려서 미술이 과목으로 포함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볼때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또 농상공학교 설립이 일제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일본의 공업학교 도화의 교과성격을 보면 그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농상공학교는 제도상 정해진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고 1906년 이후 관립농림학교, 관립공업전 

습소와 사립 선린상업학교로 분리되었다.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06년의 통감부 설치, 1907년의 3차 한일협약 체 

결 등 한일합병이 일제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업교육의 세분화 역시 일본의 장기 통対계획의 일환 

으로 조정된 것이다.

1906년 일본의 공학박사 평하의미（平賀義美）가 한국정부의 공업고문이 되어 공업전습소 설립을 주도하였고 한 

국정부 칙령으로 1907년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관제를 제정했다. 전습소 건물은 동대문구 이화동에 1906년 건 

축이 시작되어 1907년 청사 일부가 준공되었고 동년 3월 학원을 모집하여 1기생 74명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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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전습소는 공업에 관한 기술을 전습함을 목적으로 하고 수업연한은 2년, 입학자격은 공업가의 자제와 공업 

또는 공업관련 직무에 종사할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남자로 하였다. 전습과정으로는 염직과, 도기과, 금공과, 

목공과, 응용과학과, 토목과의 6과를 두었고 각 과에서는 보조과목으로 물리, 화학, 수학, 도화, 일어, 간이영어를 

가르쳤다. 각과의 전문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6〜1909년 관립공업전습소 교과과정

염직과: 염색, 기기（機器） （금마견모（金麻絹毛）의 표백, 무지염（無地染）, 갱사염급직방（更紗染及織方））

도기과: 도기, 자기（토기, 자기）, 식기*, 장식용 도기*

금공과: 주공, 단공, 부임상（附任上）, 판금세공（주공, 단공, 마무리공）

목공과: 조가（造家）, 가구（건축, 가구, 로구로세공）, 차（車尸

응용화학과: 화학제품 분석M지, 제혁, 비누, 표백분, 아교, 인조비료, 제유, 분석 등）

토목과: 측량제도, 간이설계*

보조 학과목: 일어, 간이영어, 산술, 도화, 물리, 화학

聚 광무 11년 3월 8일 관보, 농상공부령 제50호 관립공업전습소 규칙

楽 （ ）안은 1906년 한국시정일보에 나타난 내용

聚 ♦은 1909년 제3차 시정년보에 나타난 내용

설립초기의 교수진은 농상공부 기사 몇 명과 폐교하는 농상공학교 교과들로 구성되었다. 관재（貫齋） 이도영（李 

道榮, 1885〜1934）은 공업전습소가 학원을 모집하여 교육이 시작될 즈음에 발령을 받아 일년 여를 근무했으며 한 

국 근대교육 최초의 미술교과서인「도화임본（圖簡臨本）』을 이 시기에 저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이도영은 도화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晋, 1853~1908）은 1908년에 공업전습소로 발령을 받았 

다고 하는데 도화나 제도 과목을 가르쳤거나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08년 2월 당시는 일본 통감부가 대한제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공업전습소에도 2차년도를 맞아 정 

원증가에 맞춘 교원충원을 하면서 일본인 소장이 임명되고 새로운 기사, 기수로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 

반면 설립 당시 채용되었던 이도영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전습소를 떠나갔다. 이도영과 조석진이 가르쳤을 도화가 

어떤 성격과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일본의 공업학교 

됼에서 공통과목으로 가르쳤던 도화의 과목개요를 살펴보면 학교의 수준은 달랐어도 전습소 도화과목 성격과 내용 

의 윤곽은 알 수가 있다. 공업전습소의 성격과 교육수준은 당시 일본에 있었던 직공도제학교나 공업보습학교였다 

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90년에 동경공업학교 부설 공업교원양성소 부속으로 직공도제학교를 설립했는데 이와 유 

사할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공업전습소는 구한국정부의 산하에서 조선통독부 관할로 그 소관처가 바뀌고 1922년 일반 

공예학교로 승격될 때까지 매년 수십 명쒁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일합방 후부터는 일본인 청소년들도 일부 수용 

하였지만 대부분 망국의 청소년들이 입학하여 각종 공예기술을 배웠다. 그들의 제작품은 가끔 즉매전 등을 통하여 

일반에 보급되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공업전습소는 국치의 한일합방 전까지 2회의 졸업생을 배출하 

고 있었고 그 후에도 역사의 변화와 관계없이 1922년에 일반공업학교로 승격될 때까지 해마다 수십 명쒁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했다. 다만 1916년부터는 경성공업전습학교의 부속기관이 되었다.

공업교육기관인 관립공업전습소는 비숫한 시기에 사습（私習）형식에 의한 개별적 차원에서 주로 전승 수공예 기 

술의 전수에 역점을 두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와는 달리 교육방법 자체가 주로 일본인의 주도에 의해 산업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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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할 하급 기술인력의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육일선에 일본인 기능공을 투입하여 일변 

문화정책의 가면을 쓴 표면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 오기도 하였으나 그듈 취향의 기형과 문양, 기법 등을 교육함으 

로써 식민지 문화 형성의 실질적인 온상으로 활용되어졌으며 구조적인 타율성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기능만을 습득 

한 한국인 졸업생들은 그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전통말살과 왜곡의 적극적인 실천자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1907년 조선에 설립된 관립공업전습소는 학과와 교과목, 입학자격과 수업연한 등에서 일본식 기술교육의 시 

작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교육수준은 일본에서 가장 저급한 공업기술 교육기관 내지는 직업훈련소와 비숫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조선에서의 하급 기능공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 

로 주체성있는 발전과 자율적인 근대화가 변질 또는 구속을 당하긴 했지만 공업전습소와 미술품제작소가 한국의 

전통공예 계승, 계발 및 그 산업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면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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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관립공업 전습소에서의 목끙실습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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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연도］ 1908년

연혁

1908〜10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

1909 '한성미술품제작소 이사장 이봉래가 황실의 명으로 일본 출장감

1911-22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기

1922〜37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 시기

연구내용

'한성미술품제작소' 는 구한국 황실에 의해 1908년 처음 설립되어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라는 명칭으로 일제 강 

점기의 후반까지 약 30년 동안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근대 공예의 흐름에 핵심적인 구실을 담당했던 공예품제작 시 

설이다.

일제시대 들어와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천민으로 취급받던 공인들은 경공장에서.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전통문 

화가 전반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무렵의 시대적 여건 속에서 나전실업소, 태천칠공예소, 숭공실업학 

교, 기독교청년회관부설공예학원 등의 공예기관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에 의해 생겼지만 오래 존속하지는 

못하였다. 경공장의 폐지 이후 몇몇 장인이 민영기업화를 하거나 지방에서 향토공예로 정착하기도 하였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공장의 전문화된 공예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전수하여 전통공예를 계승하고 제작기관 

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유일한 기관이 '한성미술품제작소'라는 조선왕실 후원의 기관이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처음에 금공부, 목공부, 염직부를 설치하였으며 수공예 제작이 기본이었다. 미술품 제작이 

라는 이름이 제시하듯이 공예품의 미적인 가치를 犬！중하여 미술공예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구한국 왕실 후원으 

로 이루어진 이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물품은 왕실용 생활용품을 충당하는 것이었다. 이 제작소의 물건은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였고 형태나 문양을 조금씩 변형한 것으로 미적인 가치와 아울러 실용성이 어우러진 것이었다. 더욱 

이 식민지적 개화의 실상을 인식하고 •제조법은 비록 개량할지라도 의장（意匠:design）은 총總）히 조선식으로 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당시의 개화적 현실과는 달리 전통의 복원과 주체적 계승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던 점은 이 

무렵 민족지식충을 풍미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 사상 및 국권회복의 자주정신과도 같은 맥락을 보여 주고 있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1908년에 민관한성미술품제작소가 창덕궁 왕실에서 그때 돈 6만원이란 거금을 하사받아 이땅의 고유한 전통적 

공예미술 진작을 표방하여 창립되었다. 1911년 이왕가 소유인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일본인 관리가 개입하는 이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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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제작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때 제묵부와 도자부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금속공예품의 제작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인을 중심으로 판매조직이 결성되어 일반판매도 시작되었고 후진양성을 위한 준교 

육시설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이곳의 교육방법은 개별적으로 기능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절위기에 

있던 전통공예기술을 복원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2년에 들어와 주식회사 조선미술제작소로 명칭이 

바뀌고 일본인에게 회사의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 제작소 공예품에는 상업성이 강하게 반 

영되었고 일본인의 기호에 맞추게 되면서 모방경향이 심화되어 점차 일반인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 

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불리었던 미술품제작소는 30여 년의 운영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한성미술품제작소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그리고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의 명칭은 단순한 상호변 

경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제작소의 조직과 운영, 제작활동 등 총체적인 성격의 변모를 나타내고 있다. 명칭 

의 변화 순서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미술품제작소'시기（1908〜 1910）는 전체 운영기간 가운데 가장 짧지만 어느 시기보다 운영의 자율성과 제 

작의 주체성이 보장되었다. 기술자문의 자격으로 고빙（雇璃）된 일본인이 없지 않았으나 운영권이 원칙적으로 왕실 

에 있었기 때문에 설립 당시의 취지와 같이 전통공예의 복구라는 기본 입장에서 제작활동울 전개할 수 있었다.

조직에 있어서는 도안실과 제작실, 사무실 등으로 나누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도안실은 제작될 

공예품의 형태와 문양, 재질, 크기 등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작활동의 전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위为를 

차지했다. 이처럼 초기부터 도안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제작의 기본계획과 디자인, 도면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인 준비과정을 제작실과 같은 비중으로 설정했던 사실은 앞 시기와 달리 제작의 전과정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 

중을 새롭게 인식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제작실은 그 산하에 금공부와 염직부의 양부를 두고, 목공부는 금공부에 병설하여 3부로 출발하였다. 금공부에 

서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두 곳의 제작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였는데 금은세공 공장과 철공도금 공장이 그것이다. 

금은세공 공장에서는 금과 은을 재료로 하여 주조 및 단조로 제작한 기형에 조각, 입사 등의 기법으로 문양을 시 

문하였고, 철공도금 공장에서는 구리를 주재료로 하여 청동 또는 유기제품을 만들고, 표면처리 기법의 일종인 도 

금도 아울러 담당하였다. 염직부에서는 견직물의 직조와 자수를 맡고 있었으며, 금공부에 병설된 목공부에서는 별 

도의 공장을 설립하고 당시에 수요가 많던 나전칠기 제작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설립 초기의 제작활동이 금속공예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은 전시기까지 사용해 오던 왕실 기물이었는 

데 이는 반상기, 신선로, 화병 등 일상적인 그릇은 물론 특히 제기류가 대종을 이루는 왕실의 금속공예품을 제작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설립 당시에 표방하였던 공예 전통 복원의 취지가 가장 충 

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때 도면이나 실물자료는 많지 않으나 다음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제작된 제기용 청동기 

류, 즉 작（爵）이나 정（鼎） 등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창덕궁에 소장된 오얏 마크의 금속기들은 이러 

한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미술품제작소의 제작품은 대부분 이왕가의 문장인 오얏무늬를 새겨 넣고 있 

다.）

일상용 공예품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제작되었던 신선로의 경우 기형에서 앞 시기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문양에서는 경회루 등 누각이 있는 풍경문이라든가 만수무강을 내용으로 한 길상문자 등 부분적으로 새로운 형식 

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설립취지와 부합된다. 문양은 정교한 편절조（片切彫） 기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새기고 있는 

점이 두드러 진다.

한일합방과 함께 총독부에서는 그동안 국한국 왕실의 관리와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궁내부의 직제를 1910년 12 

월 30일에 발령된 황실령 제34호에 의거하여 '이왕직'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편하고 그 권한과 기구의 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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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실 직영의 미술품제작소 명칭도 '한성'이라는 말 대신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바꾸었다. 그리고 1911년 3월에는 당시 농상공부의 사무관으로 고빙되어 있던 고니가와（小川鶴治）라는 일본인이 

새로이 전무취재역으로 춲임하여 제작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폭은 그 만큼 축소된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인이 개입하면서 조직과 운영에 부분적으로 활기률 띠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다. 먹을 제 

작하는 제묵부와 도자부가 신설되어 제작실의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던 것이다. 먹은 종이, 붓과 더불어 이 무렵에 

필수적으로 쓰였던 필기구였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매우 높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 

으나 도자부의 신설은 특히 주목된다. "비원의 후원에 가마를 짓고 비원자기를 양산하고 있는데 평판이 매우 좋아 

서 문인 묵객들이 비상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했던「매일신보」기사를 통해 볼 때 늦어도 1910년 중반부터는 제 

작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자와 백자는 이 무렵의 상류층, 특히 일본인들이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1900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일본인 관학들에 의한 고적 조사의 결과가 일반에 소개되면서 일본인돌은 청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 

작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자 재현의 의지와 가능성이 모색되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910년 후반에는 

제작시설이 11개의 공장으로 늘어나 대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나전칠기, 목공, 제묵（製墨）, 주금（鏡 

金）, 단금（鍛金）, 보석, 조각, 입사（入絲）, 도자, 두석（豆錫 : 가구의 금구 장식）, 염직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를 재료별로 분류해 보면 금속공예 분야가 6부로서 압도적이며 목공예 2, 도자, 제묵, 염색이 각각 1로 나타난 

다. 이는 전시기부터 지속되는 경항으로 금속공예 작업공정이 다른 분야보다 다양한 분업을 요하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왕실을 비롯한 고급 수요층의 취항과 요구가 여전히 금속공예품에 为중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11개의 공방시설은 금속, 목칠, 도자, 염직의 네 분야로 고정되어 '선전' 공예부와 '국전 을 거쳐 오늘날의 공예계 

의 제작판도를 결정짓는 시원적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130종에 달할 만큼 극히 세분되어 있던 조선시대 경공장의 전통에 비추어서는 오히려 통합현상을 보였고 결과적으 

로는 다양하고 폭넓은 공예 영역의 계발에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0|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본인 중심의 판매조직이 결성되어 일반 판매에 나섰고 제작업무에 병행된 후 

진양성을 위한 준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겸하였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미술품제작소 이외에 '관립공업전습소（官立 

工業傳習所）'를 비롯한 각급 공업교육공업교육기관이 있었으나 주로 일본인의 주도에 의해 산업시설에 투입할 하 

급 기술인력의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미술품제작소'는 교육방법 자체가 사습（私習）형 

식에 의한 개별적 차원에서 주로 전승 수공예 기술의 전수에 역점을 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이 교육적 기 

능은 단절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전통공예기술을 복원 계승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 

다고 하겠다.

11개소 각 공방에는 다소 차등은 있으나 5〜6인의 견습생을 포함하여 대개 20명 안팎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 

었다. 이 중 견습장인에게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5〜7년씩의 교육기간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교육기간 내에 

도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하루 품삯으로 15전（당시 쌀 한가마 값이 약12전）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 

도는 견습장인의 기술교육과 훈육책임까지를 도맡았던 조선시대 경공장 내의 훈회장인（訓程匠入）제도에서 그 연원 

올 찾아 불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도 중국의 고대 청동기를 모방한 고동기류（古董器類）들이 다량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제작관행 

은 앞 시기에 이어 왕실 외에도 일본인 귀족 등에 일정한 수요층을 형성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만돌어진 것으로 여 

겨진다. 이 기물들은 청동 또는 은을 주재료로 하여 기면에 고대 중국 청동기의 도출문을 새기고 있는데 재료가 

청동일 경우에는 돋을새김 문양을 몸체 제작시에 함께 주조하였고 은일 경우에는 단조기법으로 외형을 제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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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동（烏銅）이나 적동（赤銅）을 상감하였다. 청동 제품에 사용된 주조기법은 재질감에서 본래의 청동기가 가진 

특징에 가깝게 재현해 내고 있다. 여기에 비해 은상감은 평면적이기는 하나 문양을 정교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함으 

로써 고급 공예품으로서의 조형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권이 일본인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오동문 

（梧桐文） 등 일본식 문양과 기형이 등장하는 것도 이 무렵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제작과 운영권 전반이 1920년에 가까와질수록 점차 일제식민지 세력의 주도적 흐름에 편입되어 갔으며 1922년 

에 듈어와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해 오던 이왕직의 직영권마저 박탈당하여 일본인 중심의 주식회사 체제 

로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일본인에게 장악되고 그들의 주도로 주식회사 체제가 구성되자 조 

선 유력자들 사이에서 이 사실을 수긍할 수 없었음은 물론 이곳과 관련이 밀접했던 조선금은공조합에서는 동맹파 

업도 불사할 기세로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16일, 경성구락부내에서 창립총 

회를 열고 전무취재역에 무라이（村井文太郎）를 선임하여 회사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남대문 

의 문파밀（文巴密）호텔에 '조선미술공예품전시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판매에 더욱 주력하였다. 여기에 진열된 4천 

점이 넘는 진열품 가운데는 청자, 백자 등의 발굴품과 칠기 등 골동품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대종을 이룬 것은 미 

술품제작소의 제품이었다.

주식회사 체제의 상업적인 영향을 짙게 반영한 듯 이 시기의 제작 경향 역시 전승공예품의 형태를 용기에 직접 

응용한 것과 기념품, 상패 등이 주로 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본인들에게 장악당한 운영권의 항배와 관련 

하여 전반적으로 일본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이 때문인지 판매량은 앞 시기보다 저조하였다. 점차 쇠퇴일로에 놓 

인 미술품제작소는 1930년대 들어와 운영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37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심각한 경영난에 봉 

착하여 마침내 폐쇄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추이로 전개된 미술품제작소의 제작활동은 전반적으로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한 독창성보다는 모방 

과 답습 경향이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화 경향 

이나 모방, 답습 풍조는 선전 공예부에서 더욱 증폭되어 이후의 공예계에 부정적인 체질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공예가들은 창의성은 물론 공예적 상황을 보는 시야를 차단한 채 기계화가 

진행된 이 무렵의 개화적 현실에서 스스로를 유리시킴으로眼 공예전통의 정당한 복원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양 

의 구축을 포기하였던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제작기술 분야를 총칭하던 공예의 개념이 오늘과 같은 미술의 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08년의 이왕직 

미술품제작소 설립시기를 전후해서였다. 전통공예의 진작을 표방하면서 개설한 이 시설의 운영방향은 미술품제작 

소라는 설비 당시의 명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근대 이후 공예의 성격과 구조를 틀지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제작활동 전반에 걸쳐 앞 시기와 현저히 다른 입지를 구축한 이 무렵을 공예분야의 형식적 

근대기의 출발로 비정해도 좋을 것이다. 공예가 조형미술의 영역으로 성격을 전환한 사실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 

대적 가为를 지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가対판단의 문제는 별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오늘과 같은 공예활동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봉건질서의 청산을 전제한 근대화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구한국 왕실에서 정치적 

실권울 대부분 상실한 뒤에도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설립을 통해 왕실의 정치적 복권의 여망을 간접적으로나마 표 

출한 것은 이 무렵에 형성된 공예의 이원구조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설립 당시에 전통공예의 진작을 

강하게 표방했던 미술품제작소는 위정척사나 동도서기 등 근본적으로 수구적 입장에 같은 뿌리를 둔 이념을 기반 

으로 하여 공예의 수구적 전통을 지향하였다. 반면에 식민지적 개화세력에 의해 신설된 선전의 공예부에서는 근대 

적 미술 개념의 공예를 지향함으로써 근대 공예계의 수구와 개화적 입장을 각각 반영한 이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두 성향의 제작방향은 새롭게 재편된 공예환경에 대응하는 공동의 목표를 항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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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관계를 심화시키면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근대기의 공예구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해방 이후 오늘에도 일정하게 

유효하다 하겠다.

한성 미술품제작소는 전문적인 공예와 도안교육이 전무하였고 낮은 수준의 실업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일제시대에 존재했던 기술 전습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습체제 이상의 

교육체제를 갖추어 교육생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공예의 전통을 계승해왔던 데에 그 의의의 한계가 있다 

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성미술품제작소는 공예전통의 진작을 설립취지로 내세워 퇴락한 수공예 기술 

을 일부나마 조선시대 경공장의 수준으로 복원시켰을 뿐 아니라 준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통해 후진을 양성하여 

그 맥을 오늘에 계승시키는 등 공예전통의 계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대 공예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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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

［설립연도］ 1917년

연혁

1906 대한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공예교육과 설립

1917 서울기독교청년회관의 청년학교가 공예학원으로 개편

연구내용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基督敎靑年會館 附뢊 工藝學院）'은 일제시대에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대상으 

로 공업 및 공예교육을 실시한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기독교청년회 관 부설 공예학원의 전신은 대한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大韓皇城基督敎靑年會學館） 공예교육과（工 

藝敎育課）이다. 1906년에 설対된 이 공예교육과에서는 1907년과 1911년을 전후하여 목공, 염직, 철공, 기계, 사진 

의 총 다섯개 학과를 갖추고 공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17년 이전의 기독교청년회학관은 각 학교 재학생 또는 입 

학시험자 등을 위한 중학정도의 보수（補修） 교육기관에 머물렀으나 1917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공업과의 목공, 철 

공, 석장식공, 칠공, 사진, 인쇄의 6개 과정으로 늘어났다. 이 공예학원은 목공, 철공, 석장, 포식등공, 사진, 인쇄 

등 공예 뿐 아니라 기간산업의 육성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적 자원의 양성에도 주력하고자 했던 혼적을 찾아 볼 수 

있다. 1937년 조선제학교일람（朝鮮諸學校一費）에는 이 학교가 사립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수업연한은 2〜4년, 

학급수는 19개, 교직원은 조선인 28명, 일본인 1명이고 학생은 조선인만 116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청년회의 공업교육은 일제시대에 한국인의 의식에 의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업（공예）교육 

을 목적으로 유지되었던 유일한 교육이었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예교육사에서 일제치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17년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의 일반 중학과정이던 청년학교가 '공예학원' 으로 개편되어 조 

선의 청소년들에게 공예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공예의 진홍에 대한 민족사회의 관심과 그 실천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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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②

［명칭］ 나전실업소

［설립연도］ 1927년

연혁

1927 나전실업소 설립

연구내용

1927년에 전성규（수成圭）가 설립한 '나전실업소'는 일제시대의 나전칠기 공예가 양성소로서 한국의 전통 나전 

칠기 기법을 보존하여 전수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나전실업소는 1925년 5월 파리에서 열린 '만국장식미술품박람회'에 김봉룡이〈화병〉,〈담배서랍〉,〈수갑（手匣）〉 

을 출품하여 은상을 수상하고 전성규가〈연초합（煙草盒）〉과〈수상（手箱）〉을 출품하여 동상을 수상한 사건이 계기 

가 되어 설립되었다. 물론 당시 일제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상작은 일본 상공성에 의해 일본관에 진 

열되었으며 수상소식 또한 거의 반년이 지난 후에 본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짓밟힌 민 

족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조선시대 이래 천직시되어 오던 장인이 사회적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 

전칠기를 비롯한 공예계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 여러 곳에 공예전문 교육기관과 조합들이 잇달아 생겨났다. 

이같은 분위기에 부응하여 1927년 전성규는 이관용 외 몇 사람의 후원을 받아 3만원의 돈을 가지고 한성부 장곡천 

정 106번지에 나전실업소를 설립하였다.

「동아일보」1927년 4월 2일자 신문에 전성규가 나전실업소를 설립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설립자인 전성규의 

파리만국박람회 수상을 높이 사면서 그의 학교 설립에 큰 기대를 거는 어조를 띠었다. 학생모집이 4월 15일경부터 

있을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약 50명임을 밝히고 그 응모자격을 게재하였다.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4년 과정의 수업 

동안 제1년에는 자비, 제2년에는 소득의 반분을 급여, 제3년에는 소득 전부를 급여, 제4년에는 부속기구를 주고 공 

장까지 빌려주어 영업을 하게 한다는 둥 내규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민족기업가와 그 후원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운영란을 겪게 되었고 오래 못가서 폐쇄되었다. 전성규는 1937년에 다시 태천칠생산조합의 후원 

으로 설립된 '태천칠공예소 에서 교장으로 3년간 재직하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나전칠기 

의 교육과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나전실업소는 운영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모든 구조가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예속된 여건 속 

에서 후진양성과 공예（곧 공업）의 진홍을 통해 민족경제의 홭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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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명칭］ 태천칠공예소

［설립연도］ 1937년

연혁

1937 태천칠공예소 설립

연구내용

태천칠공예소는 1934년에 태천의 칠생산조합의 후원으로 문을 연 칠공예학교이다. 나전실업소의 경우와 같이 태 

천칠공예소의 개교는 1925년 5월 파리에서 열린 '만국장식미술품박람회'에 김봉룡이〈화병〉,〈담배서랍〉,〈수갑 

（手匣）〉을 출품하여 은상을 수상하고 전성규가〈수갑（手匣）〉과〈담배서랍〉을 출품하여 동상을 수상한 사건이 큰 

촉매가 되었다. 물론 당시 일제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상작은 일본 상공성에 의해 일본관에 진열되 

었으며 수상소식 또한 거의 반년이 지난 후에 본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짓밟힌 민족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조선시대 이래 천직시되어 오던 장인이 사회적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전칠기를 비 

롯한 공예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어 전국 여러 곳에 공예전문 교육기관과 조합들이 잇달아 생겨났다.

태천칠공예소도 이들 중 하나로서 양질의 칠이 생산되는 평안북도 태천의 칠생산조합의 후원으로 문을 열게 되 

었다. 당시 운영난으로 폐쇄된 나전실업소의 설립자인 전성규가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 학교는 4년제 실업학교였으며 칠과, 공과, 도안과로 나뉘어 있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공예가로서 

해방 이후 많은 활약을 한 백태원, 백선원, 안용호 등이 있는데, 백태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칠공예학교 

가 신의주와 전주에도 개설되었다고 한다.

태천칠공예소는 나전실업소와 함께 일제치하에서 칠기전문인을 양성하는 공예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전통 나 전 

칠기 기법을 보존하여 전통 공예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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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図 困 因 ®

［명칭］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하과

［설립연도］ 1945년 11월

연혁

1886

1887

1904

1908

1910

1917

1943

1944

1945.

1945.

1945.

1946

1951.

1954

1958.

1960.

1965.

1967.

1968.

1970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에서 파견한 스크렌톤 부인이 한명의 여성을 가르치기 시작

명성왕후인 민비로부터 '이화' 라는 당명을 하사

4년제 중등과 설夭I, 이화학당 당칙 제정

정부의 인가를 받고 학제 변경하여 중등과 외에 고등과와 보통과 설처

9월 대학과 신설

중등과를 대학예과로 개편

우리민족의 힘으로 재단 법인 이화학당 설립

일제에 의해 이화여자전문학교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자 양성과로 개편

4 학칙 변경하여 경성 여자 전문학교로 개칭

8월 15일 해방, 이화여자대학교로 학칙 변경하여 8개 학과 설为 개강

9 예림원 미술학부 내에 동양학과, 서양학과, 자수과, 도안과를 둠

11 이화여대 미술과로 창설

이화여자 대학교 종합 대학교 인가

12 예술대학 미술과. 조각전공부, 염색 전공부 증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진전공부, 실내장식 전공부 설対

예림원 미술학부 예술대학으로 승격

<EWHA VOICE） 창간

2 예술대학 미술학부 미술학과（미술대학으로 분리하기 위한 준비기간）

회화과 전공부（동양화, 서양화）, 생활미술 전공부（도안, 염색, 판화, 도자기, 사진, 실내장식）, 자수 전공부, 조각

전공부

2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미술대학으로 독립

미술 대학내에 회화과, 자수과, 조소과, 생활미술과로 증설

회화과（동양화 전공, 서양화 전공）, 자수과（자수전공）, 조소과（조소전공）, 생활미술과（도안전공, 사진전공, 염색전

공, 실내장식, 및 건축디자인 전공, 도자기 전공）등

3 생활미술과（실내 장식전공, 공예도안, 상업도안, 도자기전공）으로 나뉘어짐

1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장식미술과 증설

3 회화과가 없어지고 동양화과 서양화과, 생활미술과와 장식미술과로 분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도예과 신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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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자수과를 섬유예술과로 변경

1981 산업미술대학원 신설

연구내용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5월 31일, 미국 북감리교의 여성선교사 마리 F. 스크랜튼 부인에 의해 처음으 

로 창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이듬해인 1887년 명성왕후인 민비로부터 '이화 라는 당명 

을 하사받았다. 1910년 정식으로 대학과를 신설한 것이 오늘의 이화여자대학의 모체가 된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서 가장 먼저 미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응용미술 교육의 시초는 1945년 이화가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면서 10월 22일에 한국 최초로 미술과를 창설하여 

동양화, 서양화, 자수 등 세 전공과목을 설치하는 데서 비롯된다. 도안전공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946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술학과는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미술교육 기관이었던만큼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미술인 

보다는 폭넓은 정서교육과 미적생활을 창조하는 유능한 여성 지도자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 

여 각 미술 분야에 있어 여류 작가로서 미술교육자로서 전문 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 

다.

자수와 도안 전공이 응용미술 교육의 시초였다. 당시에는 교과목에 해당되는 전문 교수진이 부족하여 순수미술 

계의 교수들이 합강하는 일이 많았다. 1956년에는 사진 전공이 생기고 1959년에는 염색 전공이 증설되었다.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수과와 생활미술과로 크게 나뉘어지고 전공에 따른 부대과목이 이 두 과에 예속하여 통합되 

었다. 그리고 1967년 12월에는 장식미술과가 창설되면서 실내장식과 복식디자인 전공이 설립되고, 1970년에는 도 

예과가 창설하여 현재까지 응용미술교육 계열의 4개 부문의 전공과목을 두고 있다.

초창기 미술과 과장에는 심정구（沈亨求） 선생이 임명되었고 자수는 장선회（張善福） 선생, 도안은 김재석（金在 

夷） 선생이 담당하였다. 당시 미술과 안에 자수와 도안 전공이 설립된 것은 자수가 고대로부터 여성의 고귀한 품 

격함양에 공헌이 많았고, 도안 역시 예술의 하나로서 그 심미적인 가R 또한 높이 살 만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 

문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전공의 교육 목표는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체제에 따라 새로운 경향에 

서 기교와 방법을 다루게 하고, 보다 조형적이고 창작적인 작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힘썼던 것 

이匚｝. 그러나 당시의 미술계는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순수미술계열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응용미술교 

육의 지도교수 부족으로 많은 난관을 겪게 되어 전공획일화의 미술교육보다 전공을 둘러싼 복수적인 교과내용을 

가지게 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깊이있는 작가로서의 전공교육보다 폭넓은 미술교원 육성에 성공하 

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51년 12월 31일 교육령 시행에 따라 개편 인가를 받아서 예림원 미술학부이던 것이 예술대학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학부는 예술대학에 음악학과와 함께 미술학과로 되었으며, 1960년 2월 예술대학에서 미술 대 

학으로 분리 승격되기까지 예술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미술학과장은 김인승（金仁承）이었다.

1952년 학제가 개편된 뒤에 미술학부 학생 전원은 동양화, 서양화, 자수, 도안 합하여 200명이었으며, 6 • 25사변 

으로 인한 부산피난 시절에는 김인승, 이유태 선생이 미술학과를 지도하였다. 1953년 9월 21일, 서울에서 2학기 개 

강식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갔는데, 자수 전공에는 장선회, 주순목 선생이 자수실기와 실기제작을 맡았 

으며, 도안전공에는 박상옥 선생이 용기도안과 도학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과장으로 김인승 선생과 제1 

회 졸업생인 자수과 김혜경 선생이 조교로 재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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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에는 사진전공이 신설되었는데, 그 이듬해인 1957년에는 미술학과의 기구개편이 있어 종전의 육전공부（동 

양화, 서양화, 자수, 도안, 사진, 조각）가 삼전공부（회화전공부, 조각전공부, 생활미술전공부）로 개편되었는데 생활 

미술전공부에는 사진, 도안, 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59년에는 다시 사진전공이 없어지고 염색과 실내장식 

전공이 생기면서 자수, 도안, 염색, 실내장식 등 4전공들을 입학시 지정토록 하였다.

그때에 자수실기는 2회 졸업생인 이영숙 선생이 지도하여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전임교수로써 강의를 맡게 되 

었고, 도안전공에는 이준（李俊）, 도학에는 이봉상（李鳳商）, 사진은 임응식（林應植）, 염색은 유강렬（劉康烈）, 실내 

장식은 이경숙（李慶淑） 선생 등이 가르쳤었다.

1953년 예술대학 미술학과 초창기 교육목표를 보면,

1. 학생의 기술적 지도를 통해서 美를 인식하고 美에 도달하도록 한다.

2. 각자의 개인적 생활을 미화하는 마음을 발견시킨다.

3. 학생의 예술적 소질을 발달항상시켜 조국의 예술적 재건에 이바지하게 한다.

4. 미술부문에 있어서 좋은 중등 • 고등학교 교원을 육성한다.

이는 당시 전후의 국민생활이 미적인 감각으로 눈뜨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감각을 양성시키려는 노력과 당대 여 

성들의 응용미술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충족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2월 27일 예술대학 미술학과는 미술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승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전공부가 회화과, 

조소과, 자수과, 생활미술과 등의 4과로 나누어졌다. 이때 디자인 계열의 주요 전공은 자수, 염색, 직조, 편물, 실 

내장식, 건축디자인, 도자기, 복식디자인 등이었다.

1960년 이래 자수과와 생활미술과는 현대라는 거시적인 시점에서 혁신을 수반하는 새로운 응용미술교육을 수행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자수과에서는 재래의 자수미술의 소극적 개념을 떠난 새로운 차원에서 조형미술을 창작하 

기 위하여 동서양의 자수실기는 물론 자수실기에 밑받침이 될 장식공예도안, 염색도안, 자수도안 등 도안실기 과 

목을 다양하게 다루게 되었다.

또 생활미술과에서는 디자인의 원리 및 표현능력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변천하는 생활 환경을 다각도로 관찰 

연구하여 합리적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는 창작홭동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율 세분화하였던 것이다.

도안 - 선전도안, 공예도안, 장식도안

실내장식 - 연필쓰기, 실내배처, 벽면구성, 투시도법, 가구작도

도자기 - 원료선택, 조합법, 유약선택 및 시유법 점토세공

직조 - 직물실기, 스크린프린트, 염색

사진 - 채광, 촬영, 현상, 인화

염색 - 나염, 호염, 묘염, 형염, 침염, 교염

이와 같이 대학에서는 교과내용이 정비되는 한편 사회에서는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인을 요구하게 되자 이에 대 

비하여 1967년 12월에는 생활미술과에 전공으로 있었던 실내장식이 복식디자인 전공과 더불어 장식미술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주생활의 실내외 환경미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여러 장식적 요소를 제작 연구케 하고 

장식미의 과학화, 효율적인 의생활 설계를 창안하도록 교육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이에 뒤이어 1970년에는 도자기 전공이 생활미술과에서 또 분리되어 도예과로서 신설되고 현대 생활에 적용되 

는 도자예술의 이론과 생산 능력을 기르는 조형제작술을 습득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45년 예림원 미술학부에서 자수와 도안 전공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많은 교과과정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교과과정에서도 시대적인 발전과 요구에 따라 교과 내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1. 예림원시대, 2. 예술 

대학시대, 3. 미술대학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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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릴원시대 （1945〜1951）

초창기인만큼 교과과정에 많은 시도는 보였으나 전공분야의 교수진이 부족했던 탓인지 응용미술과 순수미술계 

열의 합강이 부득이 수행되었던 것 같고 툭히 응용미술 전공과목에 순수미술계의 교수진이 담당한 것이 많음이 튝 

징이다. 따라서 교과과목의 반수가 거의 공동 필수과목이며, 그 반수가 전공과목이었다.

그리고 부대전공과목인 조화, 서예, 편물, 재봉, 인형, 염색, 동양화 등 이 당시에는 자수의 부 전공과목으로 학 

점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조화는 거의 필수과목으로 전학년에 이수토록 되어 있다.

미술과 공동 필수 학점은 전학년 합해서 88학점이고 선택과목은 자수 전공이 26, 도안전공이 21 학점이고, 전공 

과목으로는 자수가 78, 도안이 74학점 등 총 180학점 이수가 원칙이였는데, 미술과 음악과 같은 예능학과 및 의약 

학과는 195〜200학점이 허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도한 학점 취득이 오히려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감퇴한다하여 

1953년부터는 매학기 23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180학점 계열에 머물게 하였다.

2. 예술대학시대 （1952〜 1959）

예술대학으로 승격된 후 학제의 개편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이 있다면 공동 필수과목의 정비와 전공과목 

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과목의 통합이란 1957년 순수미술 전공을 합해 6전공이 3전공부로 되면서 생홭미 

술전공부 안에 모든 응미과목을 통합시킨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 필수과목의 정비는 서양미술사는 1학년, 동양 

미술사는 2학년, 한국미술사는 3학년 등 학년별로 나누어 있고, 1954, 55년에는 동서양미술개론이 3학년에, 미학이 

4학년에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57년에는 전공 이론으로 공예미술론과 미술교수법이 교직과목으로 있고, 용 

기 도안, 문자 도안이 또한 새로 개설되었다.

3. 미술대학시대 어960〜 1975）

1961년에 이화 75주년을 기해 이화가 급격하게 변천하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느 정도 바르게 또 

는 공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자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한 일이 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63년 

에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중앙 세미나가 있었고 각 대학에서는 기계적으로만 다루던 교과 편성을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장 중추적인 기능이 될 이상적 교과 편성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응용미술계의 교과편성도 본격화되어 실리적이면서도 가장 심미의 철리（哲理）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技）와 예（墓）의 종합교육실시에 분망했던 것이다. 1963년 이후의 자수과 교과과정도 예림원과 예술대학 시대의 

교과 내용을 탈피하고 전통적 동양자수 실기와 더불어 불란서 자수 • 직조 등의 현대자수 실현에 노력했고 응미교 

육의 기본이 되는 색채 구성, 기초디자인, 정밀묘사 뿐 아니라 조형론 구성론 등의 이론 과목에도 犬!중했다. 생활 

미술과는 1960년 이전에 통합되었던 많은 전공과목들을 과별로 분류시킨 후 생활미술 자체전공의 목표를 구체화하 

는 교과편성에 기울여 기초 디자인에서부터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 상업디자인 등의 새로운 기술전공과목에 중 

점을 두었다.

그리고 장식미술과는 1학년 기초 과정 외에 2학년부터는 실내장식과 복식디자인 전공을 뒷받침하는 실기와 이 

론을 병행하였고 특히 저학년에 이론, 고학년에 실기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디자인에 앞서 풍부한 아이디어의 저 

력에 집중한 것 같다.

응용미술 계열 중 가장 늦게 독립된 도예과는 도예실기에 기초가 되는 소묘, 정밀묘사 등을 저학년에 넣어 도자 

성형을 돕는 입체훈련의 기초 지식을 얻게 하였으며 고학년에서는 도예론, 재료학 등의 이론과목을 두어 효율적인 

실기지도를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교내 학술활동으로는 1960년대에 미술학회에서 학회지인 '예림 를 발간해오다가 1970년부터는 각 과에 학회를 

두고 독립된 전공분야에 대한 학술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자수과에서는 '수（繡）', 생활미술과에서는 '생홭미술 , 

장식미술과에서는 '장미' 등을 창간하여 약 3호까지 출판되었다. 그 후 미술대학 30주년을 맞이하여 76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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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공동 기념 학술지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1981년에는 자수과를 섬유예술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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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이혜숙. 선으로 본 한국미. 1963.
1935년에 태생으로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1959년에 

졸업했으며, 한국 사진작가협회전 예술원 회장상올 

수상한 바 있다.

김인숙. 계절. 1975.
1926년에 태생으로 이화여대 자수과룰 1949년에 

졸업했으며, 국전 제7회 특선, 제8, 9회 입선한 바 

있다. 개인전 1회 이대 미술대학 자수과 강사로 있음.

한경회. 실내 디아니 가구 및 카페트. 1971.
1950년 태생으로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1972년에 

졸업했다.

서회자, 이애자. 복식디자인. 1971.

서회자는 1949년, 이애자는 1949년태생으로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1972년에 졸업.

김영혜. 부활. 1976.

유혜자. 초문기. 1947.
1945년 태생으로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1967년에 

졸업했으며, 국전 제15~25회 입선, 제17회 특선을 

했다. 산미끙모전 제10회 최고상올 수상한 바 있다.

1952년 태생으로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1975년에 

졸업했으며, 국전 제25회 톡선했고 재염전 제3회에 

출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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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립연도］ 1946년 8월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전화］ 02-880-5114

［FAX］ 02-880-7462

연혁

1946. 6. 19 국대안（國大案） 마련

1946. 8. 22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예술대학（미술부, 음악부） 설립（미술부에는 제1회화과, 

제2회화과, 조각과, 도안과를 둠）

1946. 8. 27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도안과 설;처

1950 응용미술과로 개칭

1953. 4. 20 대통령령 제780호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학제 개편.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의 3개 학과로 

재정비하고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설치

1957. 2. 28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를 페지

1960. 10. 10 미술대학 소속의 미학과를 문리과 대학으로 이관

1961. 2. 27 국무령 제211호 국립학교 설大!령 개정에 따라 예술학과 및 부설 실습장을 설夭I함으로 교육체제 완비

1962. 2 법령 제708호 교육에 관한 임시 특별법 제3조 및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 기준령에 의해 예술학과 폐지

1963. 2. 1 서울대학교 본부교사 이전 계획에 따라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소재 전 수의학과 교사로 이전

196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3학년부터 상업미술, 공예미술로 전공 분리

1972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3학년부터 시각디자인, 공예, 공업디자인 전공 분리 교육

1972. 9. 1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과도적 조为로 성북구 하계동 78번지 소재 교양과정 교사로 이전

1976. 2. 28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관악 캠퍼스로 이전, 종합대학 속의 단과 대학으로 그 위상이 정립

1981. 3. 1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3개 학과 체제를 동양화과, 서양학과, 조소과, 공예과, 산업미술과의 5개 학과로 분리

개편

1985. 10. 2 규칙 650호에 의거 부설 조형 연구소를 설립

1988 서울대학교 산업미술과 산업디자인과로 개칭

1989. 2. 28 대통령령 제12632호 대학학생 정원령 개정에 의거 산업미술과를 산업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연구내용

서울대학교는 1946년 미군정법령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의 공포로 탄생되었다. 서울대학교

창립과 함께 예술대학이 신설되고 그안에 미술학부 도안과가 설치된 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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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예술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의 한 단과대학으로 설치된 것은 당시의 한국교육 

의 재 개혁을 한국인의 의사와 주도로 이끌어나가기는 하였어도 역시 그 제도의 모형을 미군정 하의 일본에서와 

같이 미국의 교육제도에 영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립서울대학교 내에 예술대학이 설립된 것과 도안과가 설치된 

것은 후에 한국의 디자인 고등교육이 4년제 종합대학 내의 예술대학이나 미술대학에 위大！하게 되는 원형을 이루게 

되었다. 도안과는 1949년 응용미술학과로 학과명칭이 바뀌고, 1953년 4월 2일 대통령령 780호에 의해 미술대학이 

독립되었다.

응용미술과는 당시 모두 평면디자인으로 넥타이 디자인, 스카프 디자인, 반상기, 장신구 등의 디자인을 평면으 

로 그리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1965년 경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디자인 학 

과에서도 공업 디자인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전공별로 분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교 

육에 있어서의 성장은 미국 IIT（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공업 디자인을 연구하고 돌아온 민철홍에 의해서 더욱 구 

체적으로 강조되었다.

당시에 응용미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63년 미대 학장이던 박갑성（朴甲成）에 의하면 "처 

음 도안과라고 불리던 것이 그 분야가 확대되고 내용이 다양해져 더욱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응용미술과라는 이름 

으로 되었다''. 한편 이순석은 응용미술과의 목적에 대해 •예술적인 의의률 가진 작품제작 과정의 공부인 동시에 

일상생활과 상업, 공업 및 공예에 직접 관계를 가지며 실용적 가为와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 이론과 기술 양면을 

연구케 하여 사회와 생활 면에 적응할 디자이너를 양성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안, 상업미술이나 

공예, 디자인들의 개념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응용미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안이라는 일본적인 뉘앙스와 그 영향으로부터 응용미술이라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사고가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의 서울대 응용미술과에서는 전공이 세분되어 개설되지 않고 상업미술, 공예, 무대장치, 구성 등을 4년 

동안 고르게 학습되었다. 교과내용을 보면 1955년부터 실기라는 과목아래 상업미술과 공예미술로 나누었는데서956 

년부터 무대미술 첨가） 공예미술은 이순석과 백태원이 나눠 담당하였다. 이중 이순석과 백태원 등이 초기에 가르 

친 '실기 라는 과목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안: 단독. 연속무늬를 적용한 테이블보, 북커버, 화문석 문양도안, 방석무늬 도안, 베게디자인, 담배갑, 포스 

터, 넥타이 도안, 스카프 도안, 장신구 도안

공예: 필통, 조명기구, 테이블 웨어, 담배함, 티테이블, 반상기, 화장품케이스, 나전칠기

장식화: 모자이크 벽면장식, 벽걸이, 양탄자, 장식도（裝飾圖）

위의 내용에 의하면 도안교육에는 오늘날의 디자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었고 공예교육은 직접적인 공예제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예형태를 그리거나 그 안에 들어갈 문양을 

그리는 교육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공예품 제작은 공예가였던 백태원에 의하여 목공예 기초를 배 

워 간단한 과반같은 작업을 하였을 뿐 도자기나 염색, 섬유공예 등은 실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에 각자 일 

본책을 참고하여 염색기법 등의 공예실기를 독학하여 배웠다고 한다. 또한 문양위주의 공예도안과 아울러 평면적 

인 장식화교육은 전통적인 모티브와 실용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공예도안 교육에서 중요시한 도면교육도 도학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서울대학의 1950년의 커리큐 

럼을 보면 교양과목과 이론을 빼면 실기와 해부학, 도학, 고등도학으로 일본의 용기화법 등의 공예도면을 가르칠 

과목은 도학이나 고등도학에서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도학은 건축과 교수가 투시도를 그리는 기초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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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담당했었다고 한다.

교수 개인별 교육내용을 보면 2, 3학년에 들어와 이순석은 전통문양의 수집과 스케치에 치중하였고, 조병덕은 

문자도안, 유영국은 원 등의 기하학적인 소재로 기초디자인 구성을 하는 등 평면적인 교육으로 공예의 직접적인 

형태교육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예교육에서 중요한 제작기법은 물론 형태를 만드는 교육이 소 

극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이순석을 비롯한 교수진이 응용미술로서 공예를 교육하면서 전통적인 공예와는 차별화하 

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둘은 대학에 도안과를 설립하여 처음 공예교육을 실시할 때부터 기술위주로 경험에만 의존하는 전통공예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순석을 위주로 한 유학파들은 새로운 공예교육을 장인적인 성격의 전통과는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일본식의 평면적인 공예도안교육과 서양의 조형사조를 실험하는 계기로 삼았다.

1950년대에 대학에서 전통적인 공예와의 차이를 두고자 한 이유는 당시 상업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기능에만 

치중하고 새로운 창의성이 없었던 복고주의를 고집하는 공예가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순석이 공예교육을 

"쟁이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서구와 일본의 공예 교육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글에서 커리큘럼도 없고 책도 

없는 상태에서 도제관계로 학습되는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 

대 이래 천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공인으로서의 공예가 아닌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이고 예술가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통적인 공예가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에는 공예를 직접 제작할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해방 이후 피폐해진 경제상태와 연이은 

6 • 25전쟁으로 공예를 제작할 시설이 파괴되거나 마련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전통공예의 

기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강사로서 岑예미술과목에 출강하던 백태원 한 명이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공예교 

육보다는 종이 위에 형태와 문양, 색을 표현하는 도안 교육과 아울러 벽화나 모자이크 등의 장식화 교육에 R중하 

였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공예교육에서 중요한 실제적인 기술교육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당시 제반시설이 갖춰 

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공예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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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도안과어949년부터 응용미술과)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도안과로 입학해 

서 응용미술과로 졸업한 백태호의 성적기록부률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종전 후 미술대학이 독립된 1953년부터는 '입체의장 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1953년 무렵부터 '양산공예 라 

는 명칭으로 실시한 테이블웨어(table ware) • 담배함 • 필통 등의 여러 집기물 제작에 대한 디자인교육이 실시 되 

었다. 1955년에는 입체의장.외에 선전미술, 공예미술, 건축미술, 무대장치, 실내장치, 도시설계 등의 교과목이 학교 

요람에 등장하나 실제로는 그같은 과목명칭으로 교과가 세분되어 개설되지는 않았고 60년대 초까지는 1, 2, 3학년 

의 실기와 4학년의 고등실기 시간에 위의 과목에 해당하는 실기수업을 했다.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는 1972년 응용미술과 3학년부터 시각디자인과 공업 디자인으로 나누어 교육하기 시작하 

였다. 시각전공의 경우 시각디자인 I • II • 川, 광고디자인 I • II , 포장디자인이 전공필수 과목으로 카렌다, 신문광 

고, 포스터,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선물용 포장 등을 가르쳤다. 전공선택으로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디자인 I • II • 川을 두었고, 당시의 시각디자인 전공의 많은 수의 학생이 공업디자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장为를 선택해서 수강했다.

공업디자인의 경우도 공업디자인 I • II • III, 환경디자인 I • II • 川을 전공필수로 하여 렌더링과 투시도, 모형제 

작 등을 가르쳤다. 이 시기의 새로운 교육내용은 일반 제품디자인 외에 운송기기 디자인과 공중시설 디자인이 교 

육내용은 일반 제품디자인 외에 운송기기 디자인과 공중시설 디자인이, 교육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전공선택으로 

는 실내장対 I • II • III • N, 프로덕트디자인 I • II • III, 렌더링 I • II, 모델제작 등의 선택과목이 있었다. 전공선 

택의 경우 전공관련 개설과목의 숫자가 빈약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개설된 모든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공필수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지만 양 전공이 각자의 전공과목만 가지고 전공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表 - 1〉설처 초기의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과과정(180학점)

과목 및 년도 학 점
담당교수 과목내용, 교재, 교육환경. 그밖에

1946년도 ① ②

5 5 이순석 주로 소묘만 배웅
3 3 건축과 교수
3 3 이병현 안료를 아교에 개서 물감으로 사용

동4미술사 3 3 김용준
2 2

서예 2 2 손제 형
해부학 3 3 의대 교수
1947년도 
미술 8 8 유영국 기초디자인. 구성 : 원 둥의 기하학적 

인 소재로 아이디어 스케치
이순석 고문양 스케치. 전통문양 자료수집
조병덕 문자도안

해부학 3
서양미술사 3 3 장발
미학 

受業外
3 박의 현

미도파백화점에서 과제전

1918년도 
미술 7 7 유영국

이순석
서양미술사 3 3 르네상스 이전의 고대미술
미학 3 3 3의현
사군자 3 3
사진 
受業外

3
교내 전시회

1949년도 
미술 5 5 유영국

이순석
사군자 
고둥미술

3
8 8

손재 형
실제 수업은 하지않았옴

조선미술사 
졸업 논문 
受業外 
졸업 전시회

3 3
4 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

교내전시회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림
1人當 3점씩 ; 장식화, 자화상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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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 2〉1976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과과정서60학점)

학 학 기 학 시
비 고

년 1 2 점 수

기초소묘 I 기초소묘!！ 4 8 專必
기초소조 I 기초소조 n 4 8
기초디자인 I 기초디자인n 4 8

평면디자인I 평면디자인n 2 4 專必
입체디자인 I 입체디자인口 2 4
정밀묘사 I 정밀묘사 n 2 4
제도 1 2

한국미술사 3 3
레터링 1 2

색채학 I 색채학 口 4 4 專選
구성 I 구성 口 2 4
사진 I 사진 口 2 4

서양미술사 I 서양미술사 n 6 6 專必
시각디자인 I 시각디자인口 4 8 상업전공의 專必
광고디자인I 광고디자인口 4 8
공업디자인 I 공업디자인口 4 8 공업전공의 專必

환경디자인 I 환경디자인口 4 8
디자인론 I 디자인론！！ 6 6 專選
실내장치 I 실내장치 口 4 8
일러스트레이션 I 일러스트레이션口 4 8
사진디자인I 사진디자인口 4 8
프로덕트디자인I 프로덕트디자인口 4 8
렌더링 I 렌더링 口 4 8

聚 1977학년도 4학년부터 적용, 2학기의 과목들 이수형태가 불분명

시각디자인m 3 6 상업전공의 專必
포장디자인 3 6
공업디자인 in 3 6 공업전공의 專必
환경디자인 in 3 6

시각디자인田 3 상업전공의 專必
포장디자인田 3
공업디자인田 3 상업전공의 專必
환경디자인m 3
미술지도법 2 專選
실내장치 田 실내 장치］V 4 專選

일러스트레이션m 4 ?
사진디자인川 4 ?

프로덕트디자인m 4 ?

모델제작 4 ]

豪 1976학년도 4학년까지 적용

상업 미술 I 상업 미술 口 8 16 상업전공의 專必
일러스트레이션I 일러스트레이션n 4 8
공업미술 I 공업미술 口 8 16 상업전공의 專必
렌더링 I 렌더링 n 4 8
상업미술론I 상업미술론口 6 6 專必

1980년대 들어 시각디자인 전공 교과과정의 두드러진 변화는 영상과목들의 증가이다. 1981년 들어 1980년까지의 

사진 I • II 와 사진디자인 I • II • III 대신에 영상디자인(Photogra아iy & Film Design) I -VI 로 바뀌어 기존의 정사진 

(Still Photography)의 개념에서 움직이는 상(Nation Picture)으로 교육의 개념영역을 확대 시켰다. 1985년에는 영 

상디자인 6과목 중 한 과목을 줄이고 컴퓨터그래픽 두 과목을 넣었다가 다시 1988년에는 영상디자인 6과목으로 바 

뀌었다. 영상디자인 과목의 수업내용을 1986년 2학기와 1987년 1학기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살펴 보면 영상디자인 

I • II는 정사진, III • N는 멀티비젼과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초과정, V는 영화(Film； 강의계획에서는 Non-Fiction 

Film의 제작이라고 명시)와 비디오 제작이었다.

공업디자인 전공에는 1981년 인간공학, 재료학 과목이 생기고, 1985년에는 구조학(Theory of Structure), 제품기 

획론(Theory of Product Design) 등의 이론과목이 추가된다. 환경디자인은 1981년의 6개에서 1985년의 2개로 줄었 

다가 다시 1989년 4강좌로 늘어난다. 컴퓨터응용디자인은 1985년에 생겼다가 1989년에 없어지는데 다른 교과목의 

일부 내용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70년대부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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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운송수단디자인(Transportation Design)이 독립 교과목명을 갖게 된 것으로 자동차공업이 국가의 중요 기간산 

업이 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과됼은 다음과 같다.

공예과: 다양한 창의성과 표현능력,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지식을 겸비한 공예계의 지도자는 물론 창조적 공예가 

의 육성을 목적으로 도자공예, 금속공예의 2개 전공을 두고 있으며 기초과정에서는 지성인으로서의 교양과 지성 

을, 전공과정에서는 창조적 공예가로서의 창의성과 조형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도자공예: 조형의식과 조형감각 및 점토, 유약, 성형과 소성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키며, 실습을 통하여 

전 제작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도예 및 도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예가와 그 지도자를 양성한다.

금속공예: 이론과 실기교육을 바탕으로 재료, 공구, 가공기법에 관한 기술 및 조형의식과 미를 교육함으로써 현 

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속공예가와 그 지도자를 육성한다.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을 통한 전인적 교육과 디자인 능력배양을 위한 이론 및 실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생활문화의 창조자로서 창의력과 표현력, 관리능력을 갖춘 유능한 디자인 전문인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전인적, 

창조적 지성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감수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및 일반교 

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시각디자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광고, 포장디자인, 여 

러 매체의 시각이미지 통합 및 기획,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영상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보다 

나은 창조 행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공업디자인: 인간의 생활환경 속에서 유용하고 가치있는 도구와 환경에 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생산 및 

형상화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조적, 기능적, 형태적, 제특성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다루며, 인간, 도구, 환경 

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결점과 조화의 과정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니며 이를 분명 

한 결과로 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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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미술대학 회화실기. 부산, 1952. 미술대학. 동숭동, 1959.

미술대학 실기수업,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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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흥익대하교 미술과 

대左、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예술대하

［설립연도］ 1946년 
嚙笔期書1 02-320'1114 

飞［FAX］ 02-320-1122

연혁

1946. 4. 1 '홍익인간 을 창학정신으로 재단법인 홍문 대학관을 설립

1946. 9. 22 문과 및 법과 입학식

1946. 9 홍익학관으로서의 발족

1948. 8. 10 재단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학관으로 개편인가

문학과, 법학과, 사학과를 설치하고 부속전문학교 설为

1949. 6. 27 '홍익대학 설립 인가（認可）

1949. 8 홍익대학 설치

1950 홍익대학교 미술과 설립

1950. 4 교육법 개정으로개 초급대학을 병설함

초급대학부- 미술과（160명）

1952. 3 학칙변경인가（학과, 학생정원）. 문학과- 미술과서60명）

1954. 3 4학부 11과 증설. 미술학부- 회화과, 조각과, 건축미술과

1957. 3 미술학부내 공예학부 설対（학부장 : 유강렬 교수）

1957. 5 미술학부 실기실 준공

1958. 3 미술학부에 공예과 신설（정원 80명）, 대학원 설처（석사과정）- 법률학과, 정犬!학과, 미술과

1958. 11. 17 본교. 서울신문사 공동주최 제1회 전국 남여중고교학생 미술실기대회 개최（홍익대학교: 신정변 • 한성고）

1959. 6 제2회 중고교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신정섭（한성고）, 안영기（성남중）

1959 목칠공예 전공 개설

1960. 7 제3회 전국중고교 미술실기대회

흥익대학상: 장춘옥（덕성여고）, 박승범（오산중）

1960. 8 공예과 실습공장설처

1961 '대학정비령'으로 미술학부를 제외한 타학부 폐쇠

1962. 9 제1회 신인예술전. 공예부문수석- 박한유（朴漢裕）

1963. 1 본대 학부립 홍익공예고등전문학교 설치인가（건축과, 실내 장식과, 도안과, 도자기과, 목칠과, 금속과）

1963. 2 대학원 개편인가를 얻어 법률 정치학과를 폐과하고 회화과 내에 건축미술과, 공예과 신설

1963. 10 제12회 국전. 대통령상- 박한유（공예） '비연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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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공예）- 김태순（金泰順）, 류제화, 최승천, 정담순, 문수미

1963. 11 제6회 전국중고교 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양병호（이리 남성고）

1964 공예학부에 공예학과와 도안과 분리 개설（도안과 30명, 도안2부 25명）

1964. 1. 10 미술학과 학부승격인가. 미술학부에서 공예학과로 분리 독립, 공예과내에서 도안과, 공예과 분리

미술학부-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각과

건축학부- 건축과

공예학부- 공예과

1964. 5 제3회 신인공모전. 공예부- 이봉회

1964. 10 제7회 전국중고교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김수자（대구 효성여고）

1965 신세계백화점에 본교 공예센터 개설

1965. 7 국전미술전 제1회 공모전. 공예부수석- 황행자

1965. 9 제1회 산미공모전

산미협회상- 김관중, 공보부장관상- 정대길, 기획원장관상- 이인자

제8회 전국남녀중고교 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양관식（선린상고）, 양원석（경회중）

1966. 3. 9 제1회 상공미전

경제기획원 장관상- 유재우, 양회공업 회장상- 최승천

특선- 나재오 • 한운성

1966. 10 15회 국전. 공예- 원대정, 김성수, 최현철, 최승천, 김석환, 박형철, 유제화, 유철연

1966. 12 제2회 미술전

최고상- 김국소 '레코드 자키트 디자인' , 은상- 유성오, 알파상- 유병돈, 특선- 이태업, 나재오, 이병천, 곽경자

1966 도안과를 공업도안과로 개편

1967. 4 제6회 공보부 • 예촘 공동주최 신인예술전

장려상: 공예부문- 이동일

1967. 6 산미 제3회 공모전

알파상- 백금남, 금상- 김채원（金彩元）, 은상- 최경권, 우수상- 10점, 특선- 8점, 입선- 53점

1967. 9 제16회 국전. 공예- 원대정, 이선덕, 관경자, 현춘자, 최현철, 박형철, 이동일

1967. 9 제2회 상공미전

한국유모방공업 협회의 장상- 나재오, 정연종, 쉐타수출조합상- 윤병규,

특선- 한광수, 김광부, 한명철, 최대석, 이능재, 나재오, 정연종

1967. 12 교육학부 설처（미술교육과 신설）- 초대 교육학부장 전원

공예학부 도안과와 공예과 40명으로 증원. 공예도안과 증설

1968. 5 제7회 신인예술상. 공예- 김수항（金秀郷）

1968. 8 제3회 상공미전. 대통령상- 권명광 '양송용재배' , 상공부장관상- 강필구, 

상공회의소회장상- 홍종일, 김명원, 이능재, 특선- 최갑례, 이건

1968. 8 제회 동아대학주최 국제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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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공위원장상- 조일상（공예）

1968. 10 제17회 국전. 특선（공예）- 최현칠, 곽주정

1968. 10 제7회 신상회공모전. 장占상- 백전남（디자인）

1968. 10 제9회 전국중고교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김종덕（오현고교）

1968. 10 제4회 산미공모전

산미상- 김종고, 알파상- 선정근, 금상- 임회안,

동상- 백금남, 작품상- 김지철, 아이디어상- 하철만, 박무일

1968 공업도안과 증설

1969. 6 제4회 상공미전

상공부장관상- 이능재, 특선- 남기숙, 최원정, 이한홍, 홍종일, 백금남, 최대석

1969. 7 동아일보 , 문화공보부 공동주최 한국민속공예대전

준동아대상- 이덕회

1969. 7 제5회 산미공모전

산미상- 백금남 '올림픽을 위한 선전문 시리즈' , 알파상- 전영일, 아이디어상- 오근재, 정인철（합작）

1969. 10 제18회 국전. 특선（공예）- 남철균

1969. 10 제10회 중고교미술실기대회

1970. 5 홍익대학상- 예유근（부산남중）

제5회 상공미전

경제기획원장관상- 홍종일, 상공부장관상- 권인수, 이병구, 이중회 

특선- 상업미술- 유재우, 이호영,

공예- 최규용, 이수종, 김태호, 곽계정, 전영수, 정경희, 

이정생, 홍은숙, 조일상, 남경숙

공업미술- 김헌언

1970. 6 제2회 한국현대창작공예전.

대상- 곽계정, 은상- 최갑례, 동상- 남기숙, 전영순

1970. 9 제1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대학미전

은상- 김국소（그라픽）

동상（공예）- 이옥배, 그래픽- 이병학

1970. 9 상공부 한국무역 협 회주최 한국우수공예 품전

대통령상- 곽계정, 특선- 서길용, 권영순

1970. 10 제11회 전국중고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이혜원（성신여고）

1970. 11 조선일보주최 제7회 조일광고상

조일광고상（국무총리상）- 박태부, 서기춘

문공부장관상- 박태부, 서기춘

보사부장관상- 백금남, 박장애

1971 수도공대를 인수 병합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인가

이공대학, 상경대학, 미술대학의 3개 단과대학 20개 학과와 1개 대학원으로 구성

1971. 1 제6회 산미공모전. 알파상- 전연일, 은상- 이수갑, 아이디어상- 조준영,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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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6 제6회 상공미전

기획원장관상- 최금용, 상공부장관상- 이옥영, 이은환

특선- 1부- 나재오, 유재우, 김경중

2부- 박정석, 박석우, 박상우, 김미옥, 곽계정

3부- 마호근, 박인철, 강원길, 김헌언

1971. 6 제2회 대학미전

금상（그래픽）- 박상구

동상（공예）- 김난경, （그래픽）- 손순

1971. 7 제5회 동아공예대상전

은상- 최갑례, 동상- 곽계정

1971. 10 제20회 국전

특선（공예）- 원대정

1971. 10 제8회 한일광고상 대상- 유우영

1971. 10 제1회 전국민예품경진대회 상공부장관상- 유우영, D. P센터이사장상- 곽계정

1971. 10 제12회 전국중고미술실기대회

홍익대학상- 정주영（전주상고）, 박천익（충남중）

단체상- 홍익여중, 성신여고

1971. 11. 17 문교부서 본교의 종합대학교 승격인가, 이에 따라 미술학부, 공예학부, 교육학부는 미술대학으로 포함됨

1972 산업미술대학원 개설（광고디자인, 산업디자인, 의상디자인, 사진디자인）. 2부대학 인가（도안과 30명, 공예과）

1972. 1 대학원과정에 준하는 산업미술대학원 설처

산업 디자인과- 광고디자인 전공, 포장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

산업공예과- 요업 디자인 전공, 직물디자인 전공, 귀금속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환경 디자인과- 실내디자인전공, 조경 디자인 전공, 건축도시디자인전공

1972. 1 대학원 기존학과 증원

회화과, 조각과, 공예도안과（각 10명씩）

1972. 3 초대 미술대학장 이대원 교수 취임

초대 산업미술대학원장 이대원 교수 취임

1972. 4 제7회 상공미전

대통령상- 이 건〈개폐식 간이 식탁〉

기획원장관상- 박상우

상공부장관성- 고춘혜 5

특선- 이준섭어부）

이영순, 성동욱, 신혜상, 최금용（2부）

박인철, 이장원, 김회수, 김영익, 김헌언, 한길홍（3부）

1972. 9 제3회 대학미전

이상태 （공예）

우수형, 김종남, 최용덕（그래픽）

1972. 9 동아일보주최 제6회 동아공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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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김정숙 '작품 72’ , 은상- 박정식

1972. 10 제8회 산미공모전

산미상- 우수형, 알파상- 최용덕, 금상- 박영규, 은상- 김경자, 동상- 이회선, 작품상- 전후연, 아이디어상- 홍건표

1976 미술대학이 실험대학으로 운영

1976 공업도안과를 산업도안과로 개칭

1981 홍익시각디자인협회 창립

1982 산업도안과와 도안과를 산업도안과로 통합

1986 산업도안과를 산업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1987 산업디 자인과를 시각디 자인과와 공업디 자인과로 분리 조정

1991. 3 조치원 캠퍼스 1차 건설계획을 완료하고 산업대학을 과학기술 대학과 조형대학으로 개편

1992 제회 대학생 가구디자인 공모전 4학년 대상 수상

1993 공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1994 제2회 대학생 가구디자인 공모전 4학년 대상 수상

1995 목공예과를 목조형가구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승인

1996 세계 디자인 계열 대학 박람회 참가

1997 미술대학원을 신설

1997 중앙일보 주관 디자인계열 대학 학과평가 1위

1997 오준식 동문 VIA（프랑스）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상'' 수상

연구내용

홍익대학교에 미술과가 생긴 것은 1950년의 일이다. 그 후 1954년에 미술학부로 변경되어 그 밑에 회화과와 조

각과, 건축미술과를 두게 되었다. 1957년에는 미술학부 안에 공예학부를 설치하면서 유강열이 학부장으로 취임하

였다. 1959년에는 목칠전공이 개설되었다. 1961년에 당국의 '대학정비령'에 의해 미술학부를 제외한 타학부가 폐

지되 었다가 1971년 수도공대를 인수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64년에는 미술학부에서 공예학과가 분리되

어 독립하였으며, 그 안에 도안과와 공예과가 소속되었다. 1965년부터는 공예과（도자기전공, 섬유전공, 금속전공,

목칠전공）와 도안과로 나뉘어 교육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공예과의 교육목표로는 전적으로 수공예 중심의 공예교

육이면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즉 공예를 수공예 중심의 전통공예와 기계제 생산공예

로 나눌 수 있으며 생산공예를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도안과라는 것은 오늘의 비쥬얼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의 재래적인 호칭으로 그것 자체 오늘의 현실을 정

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기에 도안과의 지표는 종래와 같은 포스터나 상표의 도안을 지양하여

넓게 시각디자인 전반에 걸친 기초훈련과 작업을 교수한다. 그 작품의 분야는 인간생활 전역에 걸친 일체의 디자

인에 미친다. 특히 시각디자인의 기초작업뿐만 아니라 실생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당시의 학과목표를 통해서 비록 명칭은 도안과였지만 그 목표는 시

각디자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각디자인과 공예로 나누어진 교육내용 중 시각디자인 실기교육을 일괄해 보면 1. 2학년에서는 소묘, 도학, 구

성（기초디자인） 등 기초실기를 하고 2, 3, 4학년에서는 전공실기로 포스터, 광고, 포장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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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년 종합대학이 되고 미술대학이 독립하면서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의 1977년 실험대학제도가 실시될 때 

까지는 공예학부 응용미술과 도안전공과 공업도안과로 분리된 교육은 계속되었다. 그 후에 공업디자인학과로는 이 

공업도안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셈이다.

（표） 1973년 홍익대학교 공업도안, 응용미술과 도안전공 교과과정（160학점）

교과목
매 주 학점 과 시 수

비 고
1-1 1-2 2-1 2-2 3-1 3-2 4-1 4-2

소 묘 
평명구성 
레터링 

도학 I

2(4)
2(4)
1(2)
2(2)

2(4)
2(4)
1(2)
2(2)

도안 공도 專必

도안 공도 敎選

도 학 n 
색채관리 
평면도안 
입체구성 
정밀묘사 

공업도안 I 
미술실기 
공업디자인개론 
미술해부학 
서양미술사 
공예개 론 
화학통론 
미술실기

2(2) 
1(2) 
2(4) 
2(4) 
1(2) 
2(4) 
2(4) 
2(2) 
2(2) 
2(2) 
2(2) 
2(2) 
2(2)

2(2) 
1(2) 
2(4) 
2(4) 
1(2) 
2(4) 
2(4) 
2(2) 
2(2) 
2(2) 
2(2) 
2(2) 
2(2)

도안 공도 專必

도안 專必
공도 專必 
도안 공도 專選

공도 專選

사진학 
외서강독（영, 불） 
판화 
민속공예 론 
도안실기 

예술론 
의장재료학 
공업도안！! 
기능조형 학 
광고학 
미학개 론 
문학개론 
동양미술사

2(2) 
1(2) 
2(4) 
2(2) 
6(12) 
2(2) 
2(2) 
7(14) 
1(2) 
2(2) 
2(2) 
2(2) 
2(2)

2(2) 
1(2) 
2(4) 
2(2) 
6(12) 
2(2) 
2(2) 
7(14) 
1(2) 
2(2) 
2(2) 
2(2) 
2(2)

도안, 공도 專必

도안 專必

공도 專必

•• , 도안 專選 
도안 공도 專選

외서강독（영, 불） 
디 스프레이 
사진실기 

인간공학 
인쇄학 
도안실기 

공업도안 ni 
공업재료학 
경영학 
한국미술사 
미술감상 
조형론

1(2) 
2(4) 
2(4) 
2(2) 
2(2) 
8(16) 
9(18) 
2(2) 
1(2) 
2(2) 
2(2) 
2(2)

1(2) 
2(4) 
2(4) 
2(2) 
2(2) 
8(16) 
9(18) 
2(2)
1(2) 
2(2) 
2(2) 
2(2)

도안, 공도 專必

도안必、, 공도選 
도안 專必 
공도 專必

도안 專選 
도안 공도 專選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교육과정이 1, 2학년에서는 기초조형실기 과목인 소묘, 레터링, 평면도안, 도학 등의 기 

초과목을 위주로 가르쳤으며, 3학년에서는 도안실기, 의장재료학, 공업도안, 광고학 등을 가르쳤다. 4학년의 수업 

에서는 시각디자인 분야 외에 디스플레이, 인쇄학, 경영학 등 시각디자인 외에 日른 디자인 분야에 대한 과목도 

개설되어 있었다. 70년대 중반이 되면서 CIP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은 1987년 시각디자인과로 독립된 이후 교과과정이 대폭 바뀌었다. 이때에 산업디자 

인과가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으로 분리되면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분야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1992년에는 시각디자인 전공에서 기초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 I （専必） • II • 川의 영상과목이 추가되었으며, 그 외 

에 기업체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코퍼레이트디자인이 과목명칭으로 사용되었다 .

영상과목의 수업내용은 92년 2학기의 기초영상디자인이 애니메이션, 영상자막（수업 중 사용한 용어는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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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의 제작이었고, 1993년 1학기 영상디자인1은 드라마 타이틀, 스테이숀 아이디(Station Immage Design), 뮤직 

비디오 제작이었다.

공업디자인과에서는 1982년 환경디자인이 과목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가서 목칠이라든가 크래프트디 

자인 같은 공예에 가까운 과목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환경디자인이 2강좌가 되었다. 1992년에는 환경디자인이 4강 

좌로 늘고 캐드(CAD)가 개설되며, 운송기기디자인 I • II (專必) • III • IV (书§)의 4과목이 생겼다.

1988년 홍익대학교 조対원분교에 설치된 광고디자인과는 과의 성격에 따라 광고분야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교과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률 들어 인쇄광고디자인(專必)A • B • C • D와 전파광고디자인(1) • (2) • (3) • SP(Sales 

Promotion)디자인, 광고일러스트레이션, 소비자행동론 등의 과목이다.

1941년부터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훙진원.「한국대학 디자인교육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서울대대학원석사』, 1993.

「홍익미술의 발자취」.「홍익미술』. 홍익대학교 홍익미술 편집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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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미술학관.

경복궁에서 개최한 홍대 및 전문대끙동미술전. 
1996. 11. 23〜12. 3.

홍대미술관.

산업미술대학원 학생의 포스터. 1972. 1. 28.
실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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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림공업전스소 | 한성피술품제작소 ! 기독교청년회관 무설 공예학왼 । 냐전실엄소 | 태천칠공에소 i

0注i여대 어림원 谟술하고? | 서울더 예술대학 미술두 | ■익다^ 피숱학과 I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丨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田

［명칭］ 서라벌 예대 미술학과

［소속기관】 서라벌대학교 예술대학

연혁

1966 서라벌 예술대학（후에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설対

1972. 6 학교 법인 서라벌예술학원 중앙대학교에서 인수

연구내용

서라벌예술대학은 공예과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과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2년 

중앙대학교에 편입되었다 . 중앙대학교는 1974년 예술대학으로 개편하고 공예과를 설치하였다 .

참고문헌

홍진원.「한국대학 디자인교육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석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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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관립공얻전슮소 | 한성미술품제작소 I 刁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왼 | 나전실어소 I 태천칠공예소

。阈여대 어잉원 谓굴齊总 | 서둘대 예술대委 피수두 | 需总대 用술학과 I 서라얼여;邙 （가술학고F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田②

［명칭］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설립연도］ 1946년

［전화］ 02-910-4114

［FAX］ 02-919-2100

연혁

1946 해방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국민대학 설립, 초대이사장 겸 학장 신익회

1948 재단법인 국민대학 인가

1959 성곡 김성곤 재단법인 국민학원 인수

1968 의상학과 신설

1971 생활미술학과 신설

1973 장식미술학과 신설

1974 건축공학과 신설

1974. 3 장식미술학과 신설

1975 조형학부 신설, 대학원 인가

1976 건축공학과가 건축학과로 개편

1979. 9 장식미술학과 산업미술학과로 명칭 변경

1980 환경디자인연구소 설립

1981 종합대학으로 승격（6개 단과대학）됨에 따라 조형대학으로 됨, 초대 학장으로 건축과 김수근 취임

1983. 3 산업미술학과 공업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로 분리 개편

1984 생활미술학과가 공예미술학과로 개편

1986 제2대 조형대학장에 김철수 치임, 의상학과가 의상디자인학과로 개편

1988 제3대 조형대학장에 서상우 취임

1988. 2 공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신설/ 국민대학교 특정학과 지정

1990 제4대 조형대학장에 정시화 취임

1992 제5대 조형대학장에 정재철 취임

1994 구 도서관을 증개축하여 조형관을 만들고 조형대학 이전

1994 디자인대학원 설关I, 제6대 조형대학장에 윤호섭 취임

1996 제7대 조형대학장에 박길용 취임

1998 예술대학 신설, 학부입학정원 3,050명

1998 종합예술연구소 설립

실내디자인학과 신설

서울사이버디자인대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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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历

연구내용

국민대학교는 194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과 함께 귀국한 신익회（申货 

熙）가 설립을 추진하고 1946년 3월에 이승만（李承晚）과 김구（金九）를 고문으로 하는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 

여 같은 해 12월에 개교하였다. 처음에는 학부와 전문부에 각각 법학과 • 경제학과를 설치하였다. 초대학장에 신익 

회가 취임하여 '이교위가（以校為家）' 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을 학훈으로 정하였다. 1948년 8월 정규 주간대학인 

국민대학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정치학과를 신설하였다. 1959년 10월에는 김성곤（金成坤）이 재단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하여 당시 심한 재정난으로 침체상태에 있던 학교를 새로이 정비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쌍용그룹이 재단을 맡 

고 있다. 1969년에 야간부를 폐지하고 19기년에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여 15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19기년에는 현재의 북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74년에 학과제를 학부로 개편하여 6개 학부를 두었으며, 1976년 3 

월에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79년에 야간 2부를 신설하고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였다. 1981년 

3월에 종합대학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교육대학원을 설치하였으며, 초대총장에는 정범석（郞範編）이 취임하였다. 

1982년에 경영대학원과 1984년에 행정대학원을 설처하였다.

1998년 3월 현재, 국민대학교는 10개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및 11개 특수대학원, 21개 부설연 

구소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최근들어 비약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학문적 국제학술교류의 중 

요성에 따라 미국의 Utah 대학 외 7개 대학, 대만의 3개 대학, 중국의 4개 대학, 필란드 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 

고 교수, 학생, 교과과정, 교육 내용의 교환 및 공동 문화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조형대학은 1968년 의상학과를 시작으로 19기년 생홭미술과, 1973년 장식미술학과, 1974년 건축공학과가 

신설된 후 1975년 이상의 4개 학과로 조형학부를 신설하면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건축공학 

과가 건축학과로 개편되었다. 1980년 환경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조형대학 

으로 되었고 초대학장은 건축과 김수근이었다. 1983년에는 산업 미술학과가 공업 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로 분 

리되었고 다음해인 1984년 생활미술학과가 공예미술학과로 개편되었다. 의상학과는 1986년 의상디자인 학과로 개편 

되었고 1994년 디자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98년에는 실내 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다.

참고문헌

김재영.「한국 대학생 작품 일본 언론서 호평- 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 일본 NEC사 주최 산학협동전 참여」.

「디자인 신문」（1998년 226호）.

「사이버상에서 펼쳐지는 이색 졸업행사-국민대 조형대학 제9회 조형전… 장장 4개월에 걸쳐 실시」.

「디자인 신문』（1998년 256호）.

김재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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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2区E］闻施⑦⑻

朝鮮日報

［분야］ 언론사

［명칭】 조선일보/朝鮮日報 

［초대사장］ 조진태（趙쇐泰） 

［설립연도］ 1920년 3월 5일

［전화］ 02-724-5114

［FAX］ 02-724-5109

연혁

1920. 3. 5 타블로이드 배대판 4면의 6일자 석간을 창간호로 발간

1922. 5. 16 신활자를 만들어 신문활자를 개선

1924. 7. 19 지면을 개정하여 1면에 뉴스를 게재하기 시작

1924. 10. 13 신문사상 최초의 연재만화 '멍텅구리 헛물켜기' 게재 시작

1924. 11. 1 지방판이던 경북판을 중지하고 본지의 부록으로 영남조선일보 • 동북조선일보 • 양호조선일보 • 관서 조선일보롤 발행

1925. 5. 24 최초의 색채인쇄윤전장夭I 신설

1925. 8. 10〜23 제1회 가정수예 강습회

1927. 1. 1 신년호부터 한글란을 신설

1927. 2. 10 국내 최초의 신문사 발행 월간종합지이자 조선일보의 첫 자매지 '신조선' 창간

1928. 3. 22 대대적 '문자보급운동 전개

1928.10. 20-11.20 제3회 모사편물강습회 - 조선부인기술사주최（관훈동 197）

1928.11. 23〜24 모사편물전람회 - 부인기 술사주최 （종로부인기 술사）

1930.11. 4〜11. 9 제1회 모사편물강습회 - 문화여자재봉학（불교학원）

1931. 9. 10〜25 제1회 모사편물강습회 - 중앙기독청년회 주최（중앙청년회관）

1931.10. 12〜26 제2회 모사편물강습회 - 중앙기독청년회 사회부 주최（중앙청년회관）

1931. 11. 5〜20 제3회 모사편물강습회 - 중앙기독청년회 사회부（중앙청년회관）

1931. 12. 4〜5 제1회 모사편물개인전람회 - 중앙기독청년회 사회부 주최（중앙기독청년회곤D

1933. 3. 23 방응모, 조선일보사 경영권 인수

1935. 3. 24 만년주조기 5대 구입

1935. 6. 11 고속도윤전기 제1호기 구입

1935. 10. 17 월간종합지《조광（朝光）〉창간, 발행

1935. 12. 21 한글교재 10만부 제작, 전국에 배포

1936. 3. 6 여성교양지《여성（女性）〉, V소년（少年）〉월간으로 펴냄

1937. 1. 10 '소년조선일보' 타블로이드판 4면 발행 시작

1937. 3. 11 조선일보식 전광초고속도 윤전기증설증설 , 인쇄시작

1937. 4. 1 청소년 대상 월간지 '소년 창간

1937. 5. 11 광고학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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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9. 10 신문제작과정의 영화완성

1937. 10. 1 종래13단제를 14단제로 변경 실시

1938. 1. 18 학예부 주최 의상좌담회 개최

1938. 11. 3〜12 양재봉강습회 - 상명고등기술학원 주최

1938. 4. 25 향토예술대회（가설극장） 개장

1940. 8. 10 지령 6,913호로 강제 폐간

1945. 11. 23 해방을 맞아 폐간 5년 3개월만에 복간

1946. 2. 1 서올공인사（현 코리어헤럴드） 공장에서 인쇄발행

1962. 4. 1 안의섭 '두꺼비 연재시작

1962. 4. 20 만년자동조기 K18 1대 구입

1963. 6. 8 한•일친선패션쇼 서울 교환전시회 개최

1964. 11. 28 제1회 한일광고상시상식

1965. 12. 7~12 제2회 한일광고상 입선작전시회 - 신문회관

1966. 6. 23 한 • 일친선 패션쇼 ・ 시민회관

1966. 12. 7〜13 제3회 한일광고상 입선작 전시회 - 신문회관 화랑

1965. 10. 1 인테르주입기 1대 도입

1965. 11. 6 초고속도윤전기 설犬!

1965. 11. 22 만년자동주조기K18형 2대 구입

1965. 12. 7 제2회 광고상입선작전시회（신문회관 12일까지）

1966. 3. 25 고속도 다색 윤전기 UMS 1대 구입

1966. 6. 23 한 ♦ 일친선 패션쇼

1966. 12. 7 제3회 조일광고상 입선작 전시회

1966. 12. 10 고속도 다색윤전기 U어S형 가동

1967. 7. 10 고속도 혹백색 윤전기 FA4 1대 구입

1967. 9. 20 카스파연판주형기II형 1대 구입

1967.12. 18〜24 제4회 조일광고상 전시회（신문회관）

1968. 2. 15 고속도 혹백색윤전기 FA4 1대 구입

1968. 3. 1 호수활자, 배수활자로 바꿈

1968. 5. 23 연재만화 '두꺼비 5천회돌파기념 '한국의 얼굴…50인' 안의섭회화전

1968. 10. 20 '주간조선 창간

1968. 12. 4〜8 조일광고상 전시회 - 신문회관

1968.10. 27-11. 2 제1회 전국남녀고교 상공미술전 - 단국대학교（국립공보관）

1969. 3. 10 오토브레드자동연판주형기1대, 지형압착기1대, 자외선건조기 등 구입

1969. 6. 1 분리인쇄단행 , 제작과정대폭단축

1969. 6. 17 고속도흑백색 FA4 1대, 고속도흑백색IFIP형 1대등 도입

1969. 12. 1〜7 제6회 조일광고상 전시회 - 신문회관

1969. 12. 29 색쇄연구센터 시무（始務）

1970. 1. 9 다색쇄오프세트윤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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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2.28〜3. 9 세계신문전시회 （신문회관）

1970. 2. 11 다색쇄오프세트 윤전기 가동

1970. 3. 14 공무국의 윤전부률 색도윤전부와 윤전부로 분리, 특수인쇄부 폐지, 기술개발부신설, 사진제판부률 원색제판부와 사

진제판부로 분리

1970. 6. 12 초고속오프세트윤전기에 더블엔 더 및 잉크아지 테이 터를 구입

1970. 12. 2 제7회 조일광고상

1971. 1. 15 고속윤전기 도입

1971. 5. 29 자동연판주조기 도입

1971. 11. 2 제8회 조일광고상

1972. 11. 1 제9회 조일광고상

1972. 11. 6 조판체제 개혁

1972. 11. 10 제호 신조

1973 제10회 조일광고상

1973. 1. 16 공무국 색도윤전부를 윤전부에 폐합

1973. 3. 28 새 활판인쇄기 1대 구입

1974.9.1-10.10 제16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4. 11 제11회 조일광고상（본사）

1975.9.1-10.11 제17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5 제12회 조일광고상

1976 제13회 조일광고상

1976.9.11-10.16 제18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7. 6. 14 초고속 4색오프세트인쇄기 설치

1977. 9. 1 〜10.22 제19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7 제14회 조일광고상

1978 제15회 조일광고상

1978. 9.1-10. 21 제20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9.8.20-10. 31 제21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1979. 11. 8 제16회 조일광고상

1980. 3. 15 「월간조선」창간

1980. 5. 6 산악문화사가 발간해온 월간「산」인수 발행

1984. 4. 16 「월간 낚시」창간

1984. 12. 15 「가정조선」창간

1988. 9. 1 「중학생 조선일보」창간

1990 . 3 . 21 「스포츠조선」창간

1992. 9. 30 신문제작 전산시스템（CTS）개발 완료

1993. 8. 28 여성지 rFEELj 창간

'1995. 10. 2 '（주）디지튤조선일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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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신문의 하나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신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20년 3 

월 5일 타블로이드 배대판 4면의 6일자 석간으로 창간되었다. 인쇄를 비롯하여 광고문화를 선도하였으며, 디자인 

의 보급과 질적향상을 위해 많이 기여하였다.

1921년 11월 2일에는 윤전기를 처음으로 구입함으로써 이제까지 평판인쇄기로 찍어오던 신문을 윤전기로 찍어 

내기 시작하였다. 1922년 4월 20일 조선일보는 창간 2주년기념호를 발행하였고 그해 5월 16일부터는 신활자를 쓰 

게 되었다.

창간 당시는 조간 4면으로 제1면에 사설（社說） • 논설（論說） • 논평（論評） • 사조（詞藻） 그리고 부정기（不定期）로 

탐정소설을 연재했으며 제2면에는 2단（段）제목의 외신기사를「구미정보 （歐美情報）」,「극동관계（極東關係）」,「중 

국정국（中國政局）」등의 표제 아래 나열하였고 하단에는 총독부（總督府） 발표 • 각종 경제기사 • 물가（物價） • 인사 

（人事） 그리고 부정기로 번안 소설을 연재하였으며 제3면은 사회기사（社會記事）, 제4면은 연재소설을 윗단에 싣고 

문예（文墓）와 지방단신（地方短信）을 아래에 깔았다.

1면의 총단수는 12단으로 활자는 조잡하였고 인쇄는 선명하질 못하였다. 편집체재를 보면 사설（社說） • 논평（論 

評）을 1단으로 풀어 실었고 2-3면의 정치（政治） • 경제（經濟） • 사회기사（社會記事）는 대소사건 가림없이 1호 2단제 

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례였다. 큰 사건도 2단 이상 다루지를 않았고 3 • 1운동 48인 공판기사（公判記事）가 최초 

로 횡横） 1단 2분（分푹의 3단 제목으로 뽑혔고 뒤이어 미의원단（美議員网） 사건이 역시 3단으로 뽑혔다.

사회면 기사는 순 한글이었다. 이 사회면을 한글로 쓰는 전통은 당시 편집부장 최원식（崔璟植）의 창안이었으며 

기사 가운데 서두를 본문 활자보다 큰 활자를 써서 돋보이게 하고 본문에 일（一） 자하（字下） 채자의 변화를 두어 

편집을 다양하게 하였다. 신문을 접는 틈사이의 공백에는 열차시간표와 물가 또는 광고를 게재하여 지면을 낭비 

없이 이용했다. 문체는 '아래 아（ • ）'룰 쓴 고문체（古文险）였다

1922년 2월 24일 조선일보는 처음으로 채색（彩色）인쇄 윤전（輪轉）장처를 신설하여 기사와 원고에 색쇄（色刷）를 

시작하였다. 1937년에는 드디어 초고속윤전기를 설비하였는데 이 윤전기는 한 시간에 18만부의 인쇄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쇄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해방과 6.25사변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시설 파괴에 의해 우리 출판계와 인쇄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조선일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57년 용지난과 싸우면서 조선일보사는 활자개선의 시급함을 깨닫게 되어 사내에서 활자 

개선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5호 본문활자를 국내에서는 첨단이 되는 편평（扁平）（6.3 

포인트） 활자로 개조하였다.

1967년 1월 27임 날로 늘어나는 발행부수에 대응하여 선명하고 빠른 인쇄를 위해 윤전기 1대를 일본에서 도입 

했다. 이께가이（池貝） FA4형 윤전기는 시간당 15만부의 인쇄능력을 가진 최신식이었으며 이밖에 AP1 형 자동 연판 

주조기, DSC 25ND형 자동초점 카메라 제판기（製版機） 등이 설対되었다.

1969년 7월에 돌어서 다시 일본에서 이께가이윤전기 1대를 도입했다. 창간 50주년을 앞둔 70년 2월 11일 공통압 

동형（共通壓胴型） 다색쇄（多色刷） 오프셋 윤전기가 가동되었다. 이 오프셋 윤전기는 이께가이 FA4형 활판윤전기가 

연결된 최신형이었다. 이는 조선일보사의 발주에 따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과 이께가이철공소가 동 

양 최초로 개발을 시작하여 1년반의 연구 끝에 69년 12월 4일 공통압동형 다색쇄 오프셋 신문윤전기와 지패 FA4 

형 활판윤전기의 연결기가 최종 시험을 마치고 70년 1월에 도입 • 설치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신문인쇄 역사상 

최초로 신문 지면에 총천연색의 선명한 오프셋 인쇄가 시작되었다. 1970년 3월 5일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태평 

양화학 의 컬러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원색광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시 이 윤전기에는 6월에 더블앤더 및 잉 

크 아지테이터가 도입 장치됨으로써 대판（大版） 8페이지의 전면 동시 다색 인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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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윤전기의 발주를 계기로 방대한 오프셋 제판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원색제판부원과 윤전부원둘의 일본 파견교 

육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따로 지패윤전기 1대도 함께 도입함으로써 조선일보사는 모두 7대의 고속도윤전기로 시 

간당 70만부 이상의 인쇄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오프셋 윤전기의 가동에 따라 조선일보는 화려한 색도판을 내는 

동시에 국내 최초로 다색도 광고를 개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72년 10월 30일에는 최신형 적외선지형건조기 1대를 일본서연공업사（日本西硏工業社）로부터 도입 • 설R함으로 

써 완전자동 및 진공식 건조기로서 더 빠른 시간에 더 고루 지형의 건조성형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일보 공무국은 더욱 선명한 인쇄를 목표로 한 연구 작업 끝에 '2공（空） 4행（行）'식으로 조판（組版） 체제를 개 

혁하였다. 72년 10월 30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와 시험인쇄판의 제작을 거쳐 11월 6일부터 전지면을 개혁한 '2공 

（空） 4행（彳亍）' 식 조판체제에 따라 지면구성이 구획정리가 잘된 신시가지처럼 짜임새 있게 되고 문구（文句）와 문구 

사이의 상하 연결성이 좋아 읽어 내리기에 편하여 지면의 낭비가 줄어 하루 평균（8면） 2백자 원고지 22장의 기사 

량을 더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국은 또한 11월 1일부터 제목용 10배 크기의 '판활자 개발에 착수하여 73년 4월말까지 8X10배판 활자 2 

만자를 완성해 신속한 제작 및 지면의 다양성과 미감을 더욱 살렸다. 10배판 활자화는 한국신문 인쇄계에서 처음 

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73년 1월 16일자로는 공무국의 색도윤전부를 윤전부로 폐합하였다.

19기년에서 78년에 사세（社勢）가 신장된 조선일보는 고속도윤전기를 증설하였다. 앞서 71년 1월의 이께가이 

FA-4형 윤전기 1대 도입에 이어 74년 2월에 같은 형의 지하급지（地下給紙） 윤전기 2대, 76년 11월에 4대, 78년 7 

월에 또 2대 등 같은 형의 윤전기 및 6대의 자동 운반시설（캐리어시스팀）을 도입 • 설为함으로써 활판윤전기 13대, 

원색 오프셋 윤전기 1대를 갖추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윤전기 시설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75 

년 8월에는 단색（單色） 오프셋평판인쇄기（DA-YA 1-1） 1대, 76년 2월에는 4색 오프셋평판인쇄기（KONYSUPER9） 1 

대, 78년 1월에는 활판인쇄기（FUJ너6） 1대를 도입 설치하여 사내뿐 아니라 외부 인쇄물의 소요에도 응하였다. 이 

밖에 복사（複寫） 카메라（VANNO B-3） 1대（75년 8월）, 발전기（AC） 1EO（76SUS 6월）, 자동활자주조기（K-18） 2대 

（78년 1월） 등을 도입 • 설対하였다.

조선일보가 창간된 1920년은 물론이고 해방전까지 우리의 한글글꼴 개발은 발전할 수 없었다. 한글사용에 큰 제 

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면서 조선일보사는 '55년 활자개량위원회률 설립하고 '56년 2월부터 조정수에 

게 원도설계를 맡겨 '60년 11월 15일 바른네모꼴 본문 여섯 홭자를 납작꼴 5호（100 x 88mls） 벤톤활자로 바꾸었다.

조선일보는 6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편집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면의 개선과 비주얼화에 모든 노력 

과 정성을 쏟아왔다. 60년대 초까지 모양새나 지면 정리는 아예 생략하고 적당히 꾸민 안이한 편집 방식이었다. 

당시는 한국일보가 화려한 편집과 다양한 기사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며 선두를 달리며 무서운 강자로 떠올랐고 조 

선일보는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편집 진영의 개편과 강화를 실시했다.

63년 편집분야의 제일인자인 민국일보（民國日報） 편집부장 김경환（金慶煥）이 편집부장으로 부임하였다. 뒤이어 

한국일보 부국장으로 있는 윤임술（尹壬述）을 데려다 이 두사람을 쌍두 마차 삼아 대구일보 출신인 이우세（李禹 

世）, 동아일보의 조영서（■永瑞）, 부산일보의 조병철（审秉詰）을 스카우트하고 견습 7기인 인보길（印輔吉）을 배为 

하여 장래에 대비하는 동시에 한국일보에서 최병렬（崔秉烈）, 이상우（李相禹）를 데려와 명실상부한 편집 진영을 구 

성했다.

65년 김경환이 지면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일등신문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조선일보의 편집부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면의 인상을 바꾸기 위해 일 

본 이와다（憲田）에서 제목 활자를 구입하였고, 조병철 차장의 요청에 따라 꽃무늬 컷 50개를 직접 일본에서 사가 

지고 들어와 다양한 편집의 자료로 삼았으며 동아출판사의 명조체（明朝舲） 1호（號） 홭자를 개량하여 뛰는 듯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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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활자로 새 장（章）을 개척했다.

여기에 시인（詩人）인 조영서, 조병철 두 사람의 유려한 제목과 레이아웃이 타지듈을 누르면서 타신문사를 앞서 

가기 시작하였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광고사에 기여한 바 또한 크다. 아직 디자인이나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이를 

일반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37년 5월 16일 오후 1시와 7시에 두 차례 조선일보사 강당에서는 조선 최초 

의 광고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때의 강사와 강좌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신문광고에 대하여 - 일본 전보통신사（현재의 덴쓰） 영업부장 광영진삼

（2） 금일의 광고 실정 - 일본 광고연맹 상임이사 겸 오사까 광고협회이사 伊東仙吉,

中山太陽堂, 광고부장 室田庫造

（3） 신광고의 경항

（4） 소매점의 광고입안

（5） 광고의 경제상 및 문화상에 있어서의 효용과 과학적 광고법전 立敎대학 교수,

현 동경 백화점 협회 서기장 伊藤重治郎

참가 자격은 상공업 관계자 및 전문학교의 상과 학생으로 되어 있었고, 미리 엽서로 신청하게 되어 있었다. 이 

강좌가 끝난 뒤 1937년 5월 18일부터는 제1강좌를 비롯해 강좌 내용을 신문에 게재했다.

사고（社告）로 게재한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대적인 광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도 신산업 사상이 수입된 지 이미 수십 년. 조선의 산업은 이제 바야흐로 건설의 도정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기업가, 상업가가 선전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나 하는 문제는 전조선 산업계를 통하여 시급 차（且） 중대 

한 문제다• •「

이 광고강좌가 있기 5년 전인 1932년 2월 20일부터 5월 4일에 이르는 동안에 조선일보에는 '광고에 대한 일반 

상식 해설 이 14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실명이 아니고 *WH생, 治海生'이란 이름으로 연재된 이 해설은 해방전 광 

고관계 문헌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또 분량이 많은 것이었다.

광고 제작, 즉 크리에이티브에 관해서는 조지 H. 시엘론이란 사람의 광고카피에 대한 11가지 계명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광고문안（廣告文案）의 계명（戒命）

① 설교식로 하지 마라.

② 개념적인 말을 쓰지 마라.

③ 최상급의 표현을 그만 두라.

④ 요점을 잊지 말라.

⑤ 불필요한 점을 쓰지 말라.

⑥ 기괴（奇怪）한 자구（字句）를 피하라.

⑦ 미사여구（美辭麗句）에 취하지 말라.

⑧ 부정적 필법（施法）을 쓰지 마라.

⑨ 문안（文案）을 독자에게 연구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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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필요한 일은 남기지 말고 다 써라.

⑪ 광고주 자기를 목표로 하지 마라. 문안은 손님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마도 이 11가지 계명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WH생은 그 다음 말에서 •대개 광고문안이란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문안에는 판매의 정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 

는데, 이 가운데 '판매하기 위한 문장 이란 말은 광고 문장（카피）의 목적을 세 낱말로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이 

다. 그리고 광고 카피와 디자인의 관계를 '이와 동시에 광고 의장（意匠）과 사이에 기분의 통일과 조화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사는 '64년 국내 언론계 및 광고계 사상 최초의 창작 광고상인 '조선일보 광고대상 을 제정했다. 이 상 

은 그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앞당겼고, 광고 창작인듈의 기량을 항상시켰다. 50년 

대말까지 우리나라 광고표현은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목청껏 외쳐대는 문구로 일차적 고지기능만을 갖춘 것에 

불과했다. 60년대 들어서자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화로 기업들은 광고를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게 되고, 

기업발전과 소비대중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광고의 중요성을 차차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고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형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표현만을 거듭하여 무전략 무기법의 혼미 속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사는 '64년 광고가 미対는 사회 •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기업과 일반대중에게 신문광고의 가为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한편, 신문광고의 창작력 향상과 광고인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일광고상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 경제정책에 따른 외자도입 등에 힘입어 국내산업의 활발한 신제품 개발로 화장품, 자동차, 식품, 섬유 

가전제품 등이 쏟아지자 국민 소비생활 수준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경영도 판매목적의 역할과 소비자 

중심의 '바이어스 마케팅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활성화라는 명제 아래 효율적인 광고계획과 

실천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조일광고상 은 이렇듯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광고할동이 전개됨에 따라 

7회부터는 업종별 부문상을 확대 개편하였다.

조선일보사는 우리나라 신문사상 최초로 정밀 원색 옵셋 윤전기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 3월 5일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태평양화학 의 컬러 전면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원색광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때부터 다양한 소비제 

품 출현에 따른 컬러광고의 중요성 인식과 컬러광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컬러 • PR부문'을 새로이 마련했다.

'컬러 • PR부문 의 심사는 조선일보에 1년간 게재된 컬러광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컬러 • PR부문상 '고속시 

대 베스트3'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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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제호의 변천.
1924년 11월 1일부터 1925년 12월 31일까지, 가로줄 

무늬에 명계문이 듈어있다.

제호의 변천.
1925년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제호복귀하였다.

1925년 1면에 이상재 사장의 연두사가 실려 있다.

1928년 1면에 영문 신년人卜, 문맹퇴처 포스터.

1934년 4면은 1934년의 세계풍운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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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논설 년두사설 1부가 검열로 삭제되었다. 

윤전기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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縮東亞曰争艮

［명칭］ 동아일보/東亞日報

［발기인］ 김성수（金性洙）

［설립연도］ 1920년 4월 1일

［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전화］ 02-361-0114

［FAX］ 02-361-0404

연혁

1920. 1. 14 발기인 총회, 발기인 대표 김성수（金性洙）, 초대 사장 박영효（朴泳孝）

김성수를 대표로 한 78명의 발기인에 의하여 동아일보 창간 결정

1920. 4. 1 창간 제1호 배대판 8면을 3월 31일 인쇄배포

제2호부터 석간 4면 발행, 타 인쇄소의 평판시설을 임시사용

1920. 4. 2 김돈회（金敦熙） 제자의 제호사용 시작

1920. 7. 21 시속 2만장의 마리노니 윤전기 설치

1921. 3. 1 광고면에 '소개（紹介）'란 신설

1921. 6. 3 유종렬 강연회

1921. 9. 14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설립

1925. 5. 9 시속 3만장 자동지면절첩식윤전기 설치

1925. 8. 1 조석간 6면제（조4 • 석2） 실시

1925. 8. 11 석간 6면제 실시, 조석간제 폐지

1925. 8. 17 속재만화 '엉터리' 게재시작

1926. 11. 3 광고도안 공모

1927. 6. 1 매지면 72행서란 6행） 증행 단행

1927. 9. 12 제1회 편물강습회 주최

1927. 10. 24 한글날기념 한글글씨 공모

1928. 8. 20〜25 염색도안강습회

1928. 9. 20-10. 4 제2회 편물강습회

1928. 12 시속 8만장 색쇄기부 윤전기 설치

1929. 8. 7-20 한글자체공모

1929. 9. 20 배대판 6면제에서 8면제로

1929.10. 2571. 3 제3회 모사편물강습회

1930. 1. 1 무궁화도안이 든 제호사용 시작（이상범（李象範） 도안）

1930.10. 24〜11. 2 제4회 모사편물강습회

1930. 12. 20 이원모필의 한글 신자체 완성

1931. 7. 21 제1회 브나로드운동 시작（〜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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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10. 10~19 제5회 모사편물강습회

1931. 11. 1 월간 종합지 신동아 창간

1932. 11 조석간제를 확립 고정

1932. 11. 5 한글철자법에 대한 토론회 주최

1932. 11. 21 조 • 석간제 확립, 8면（조4 • 석4） 발햄

1932. 12. 16 활자주자공 공모

1933. 1. 1 '신가정' 창간호, 월간 여성지 신가정（新家庭） 창간

1933. 4. 1 한글철자법에 따른 신홭자 주조 사용

신문부록으로 '신철자법 편람（便覧）' 을 무료배부

1면 12단제에서 13단제로

1933. 9. 1 조 • 석간 10면（조6 • 석4）으로 증면

1933. 10. 28서 1. 6 제7회 모사편물강습회

1934. 11. 6 지령 5천호 발행기념 도별현세지도（색쇄） 발행

1934. 11. 12~21 제8회 모사편물강습회

1936. 1. 1 조 • 석간 12면제（조4 • 석9） 실시

1936. 2. 26 지형압착기•자동연판정리기 설対

1936. 8. 29 '신동아 • 신가정 폐간

1936. 8 이께가이식 초고속도 윤전기 도입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孫基禎）선수 유니폼에서 일장기（日章旗）를 말소한 사진 게재가 이유）

1937. 10. 1 신활자 주호사용, 13단에서 14단제 실시

1938. 2. 10 제호（題號）의 무궁화 도안 강제 삭제

1938. 9. 24〜30 제1회 중등상업학생 상업미술작품전람회

1940. 7. 24 12면에서 10면으로 감면

1945. 12. 1 동아일보 중간（重刊）, 제8대 사장에 송진우（宋鎭禹）

1963. 4. 25 동아방송국 개국

1963. 10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주최

1963. 7. 15 일간소년동아일보 창간호, 일간 '소년동아일보' 창간

1963. 9. 1 신동아 복간

1967. 1. 29 '동아연감（東亞年監）' 창간

1967. 11. 1 신가정 을 '여성동아'로 개정, 복간

1974. 12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

1976. 6. 22 '스포츠 동아' 창간호

1978. 3. 3 동아 미술제 주최

1978. 10. 4 스포츠동아 창간

1980. 11. 30 동아방송국 폐국 （ 방송강제통폐합으로 ）

1984. 4. 1 월간 '음악동아 창간

1984. 12 월간 멋' 창간

1986. 1 월간 '과학동아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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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1

1994. 10. 17

1995. 9. 28

1995. 10. 15

1996. 6. 1

1996. 9. 18

전지면 CTS 제작

일민문화재단 개관

시사주간지 'NEWS + '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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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신문 '마이다스' 출범

'마이다스 동아일보' 창립

연구내용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신문의 하나로 1920년 4월 1일 김성수（金性洙）를 대표로 한 78명의 발기인에 의하 

여 창간되었다. 체재는 평판4면체（平版四面舱）였다. 당시의 진용을 보면 사장에 박영효（朴泳孝）, 편집감독에 유근 

（柳瑾） • 양기탁（梁起鐸）, 주간에 장덕수（張德秀）, 편집국장에 이상협（李相協） 등이 활약하였다. 창간 당시부터 민 

족대변지라는 자각으로 출발한 이 신문은 격렬한 항일필봉을 휘둘러서 일제의 주요한 탄압대상이 되었다. 특히 베 

롤린올림픽의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孫基禎）의 유니폼에서 일장기（日章旗）를 삭제한 사진을 게재했다해서 

1936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정간을 당하는 등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민족의 대변지로서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아일보는 일제시대부터 조선의 산업육성과 디자인 진홍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이 방면에 많은 공헌을 하 

였다. 일본인으로 조선의 공예미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공예에 대한 글을 여 

러차례 싣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전공 유학생인 임숙재（任瑞宰）의〈공예와 도안〉이라는 글을 2번에 걸 

쳐 게재하였다. 이 밖에도 일제시대에 한글 자체（字齡）를 공모하기도 하느 등 디자인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당시의 광고는 주로 일본자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선인 회사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기업의 광고활동을 홭성화하기 위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인 회사의 광고를 현상투표하 

였다. 1926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이 결과에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1위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동아부인상회와 화 

평당이 뽑혔다. 이돌 회사에 대한 사진이 실린 기사는 다시 12월 10일자 3면에 실렸다.

1928년 8월 16일과 17일자에 게재된 임숙재의〈공예와 도안〉은 조선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특 

성에 맞는 공예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요지인데, 이 글에서는 당시에 도안（圖案）이라는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 

하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계의 공예발전과 국가적 진홍책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염색도안 강습을 실시하여 서양의 새로운 공예기법을 

일반에 보급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1929년 동아일보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한글자체공모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이원모의 글자체가 당선되어 1933 

년부터 사용되면서 본문활자가 개량되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세모틀 궁체 활자꼴과는 달리 일본식 한자 명조체 

를 닮은 네모틀 명조 활자꼴로, 오늘과 같은 신문의 본문 활자꼴로도 사용되게 된 한글 납짝꼴 활자의 바탕이 된 

활자이다. 이로써 본문과 제목 활자의 쓰임새가 궁체꼴 명조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어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문의 면수는 창간 때 4면이던 것이 1925년 8월부터 6면, 1929년 9월부터 8면, 1934년 9월부터 10면, 1936년 1 

월부터 12면으로 점차 증면되었다. 6면제때 우리나라 최초의 조석간제를 단행하였으나 곧 석간으로 복귀하였다가, 

1932년 11월부터 조석간제를 확립하여 고정시켰다. 발행부수에 있어서도 1928년 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4만 968부,《매일신문〉2만 3946부,《조선일보〉1만 8320부,《중외일보》1만 5460부로《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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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가 단연 타지（他紙）를 압도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동아일보》제호 배면의 무궁화도안 삭제령 등 총독부의 신문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 

화되고, 1940년에 들어서서 폐간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해 8월 10일《조선일보》와 함께 총독부의 

강압에 못 이겨 폐간의 비운을 맞았다. 1945년 8 • 15광복과 함께 이 신문은 강제 폐간당한지 5년 4개월 만인 1950 

년 12월 1일 중간（重刊）되었다. 체재는 타블로이드판 2면제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그해 10월에 배대판（倍大版）을 내기 시작한 이 신문은 6 • 25동란을 맞아 6월 27일 마지막 

호외를 내고 휴간에 들어갔다. 9 • 28수복으로 10월 4일 복간한 후 타블로이드 2면을 간행하다가 1951년 1 • 4후퇴 

로 다시 휴간하고, 1월 10일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복간하였다. 지방신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타블로이드 2면 

을 겨우 발행하다가 1952년 2월에야 부산 토성동에 임시사옥을 짓고 배대판 2면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5 • 16군사혁명 이후 주 36면 석간으로 발행되다가 1970년 3월부터 주 48면으로 증면되었다. 1974년 12월 하순부 

터 이 신문은 '광고탄압 이라는 한국신문사상 전무휴무한 사태에 직면하였으나 많은 일반독자들이 광고란을 구입 

하여 소규모이지만 재정적인 지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였다. 이 탄압은 1975년 7월에야 풀렸다. 1980년 

11월 자매방송국인 동아방송（DBS）이 한국방송공사아（BS）에 喜수, 통합됨에 따라 폐국되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주 

72면의 증면발햄을 단행하였다.

창간 무렵의 광고는 각면 12단, 전지면 48단 가운데 대개 제1면은 6-7단, 제2면은 2-3단, 제3면은 4-5단, 제4면 

은 5-6단, 도합 20단 내외로 취급되었는데, 이것은 전지면의 약40%에 해당된다. 광고비는 5호활자 14자 1행에 1원 

（잡보란에 삽입하면 2원）, 4호활자 9자 1행에 1원 50전, 2호활자 7자 1행에 2원이었고, 게재처소（揭載處所）를 지정 

할 경우는 5호 해1행에 30전, 게재일자를 지정하면 5호 해1행에 20전을 추가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장（社章）은 창간 당시 서화협회에 위촉하여 동협회의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아일 

보의 '동' 자를 도형으로 도안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배달부의 배달용 덧저고리（당시 일본말로 '합비 라 했음）에 표식으로 사용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지 

면에 이 사장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22년 10월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리었던 제3회 전선야구대회때 동아일보에 

서 제정한 우승기의 사상을 실린 데서 비롯되었다.

창간시 자체의 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사외 인쇄소에서 평판기로 인쇄를 했었으나 자가인쇄시설을 갖추고 

인쇄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7월 25일이었다. 새로 도입된 인쇄기는 마리노형의 석천식 윤전기로 동아일보가 신 

문발햄허가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동경기계제작소에 발주했던 것이었다. 그해 4월에는 이미 제작 끝났으나, 서 

울까지의 운반에 약1개월, 기계설为 및 시운전에 또 1개월 여가 걸리어 결국 7월에야 그 가동을 보게 되었던 것이 

다.

마리노 윤전기의 인쇄능력은 시간당 2만 매로, 당시 서울에서 사용되던 평판인쇄기의 인쇄능력인 시간당 2천 매 

에 비하면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다. 이 윤전기는 '조선에 오기가 처음 될 뿐 아니라, 현금 동양에서 쓰는 윤전기 

로는 제일 좋은 기계' （1920 • 7 • 26자 동아일보）였던 것이었다. 그 가격은 약 1만 2천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927년 광고부는 내외광고의 취급, 도안 문안작성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그 밑에 내지광고계 • 외지광고계 • 원 

고정리계•정판교정계 •계산집금계로 사무를 분장하였다. 내지광고계는 국내광고주를 대상으로 삼았고, 외지 광고 

계는 일본의 동경（東京）, 대판（大坂） 등지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원고정리계는 내외지광고의 원고를 자 

수• 행수•판수로 나누고 활자호수의 대소에 따라 원고를 정리•편집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정판교정계는 원고정 

리계에서 넘어온 대로 채자 조판된 것을 교정하는 일을 맡았으며, 계산징금계는 게재된 광고의 대금을 수금하고 

장부정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활자장은 편집국에서 넘어온 기사원고를 채자•조판하여 지형을 뜨기까지의 공정 

을 책임졌는데 주조과 • 문선과 • 정판과의 삼과를 두어 분장토록 하였다. 주조과는 활자를 새로 주조해 내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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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과는 기사원고에 따라 채자하는 일을, 정판과는 채자된 활자원고를 가지고 조판하여 지형의 해판을 담당하였 

다.

인쇄장은 지형을 가지고 연판에 옮긴 후 윤전기에 걸어 인쇄하는 책임을 졌는데, 연판（鉛版）과 • 윤전과의 2과가 

분담하였다. 연판과는 지형계 • 연판계의 계를, 윤전과는 윤전인쇄계의 2계를 두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1928년 3월 16일자 사고를 통하여 4월 1일 창간 8주년 기념일을 기해 문맹타파의 봉화를 전국적으 

로 올리겠다면서 '글장님 없애기 운동' 이라는 표현을 구사하였었다. 아울러 50원의 현상금을 걸고 '문맹퇴犬!가 

를 공모하기도 하였다.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300여 지 • 분국을 총동원하여 전국방방곡곡에 '문맹퇴처 포스터 

를 첩부키로 하였는데, 특히 군중이 많이 모이는 400여 국 • 사유철도의 정차장과 1200여 운송점에 집중적으로 첩 

부키로 하였다. 이미 1부 지 • 분국에 배포되었던 이 포스터에는 횃불을 높이 対켜든 건장한 젊은이 뒤에, 수많은 

군중이 암흑에서 눈을 뜨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윗쪽은 흑색횡서로 '문맹퇴치' , 백색종서 2행으로 '〈-1〉부 

터 배우자 라고 적히고, 아랫쪽에 백색횡서로 '동아일보사' 라 적혀 있었다.

1931년 11월 새로 자매지 월간 종합지 '신동아 를 창간하였다. 창간호는 120면으로 정가 30전의 호화판이었다. 

이 체재는 1936년 4월호까지 유지되다가 5월호부터 국판 350면 내외로 증면하였으나 정가는 시종일관 30전으로 폐 

간서936년 9월호）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발행부수는 최고 2만부, 평균 1만부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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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54년 6월 9일

［위치】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전화］ 02-72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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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4. 6. 1 태양신문 중학동 본사 사옥에서 인쇄 발행（2면）

1954. 6. 7 1■태양신문」을 1■한국일보』로 개제 발행 사고

1954. 6. 9 태양신문「한국일보』로 개제 창간

발행 • 편집인겸 인쇄인에 장기영（張基榮）, 편집국장에 전홍진（全弘鎭）

1954. 7. 21 첫 공개견습기자 모집

1954. 10. 3 본지활자를 쇄신, 상용활자를 편평자형 6 • 4포인트로 대체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1면당 약 2단 분량의 기사가 증가

1954. 11. 18 한국일보 제호 도안 변경, 무궁화 바탕이 없어지고 가로 줄 무늬가 들어감

1955. 3. 1 종전 2면을 4면으로 증면하는 한편 월 • 목요 양일만은 잠정적으로 2면을 배합하고 일요판 특집은 종전과 동일

1955. 4 1일 4면

1955. 4. 7 신문 제호（자체 배경） 도안 현상 모집

1956. 1 1일 12면

1956. 4. 1 광고부내에 광고상담소를 신설하고 고객의 광고 상담에 응함

1956. 5. 12 한국최초의 TV국（HLKZ） 개국（58년 2월 화재로 62년 해체）

1956. 7. 3 광고부 도안사 1명 모집

1957. 4. 4 '대한방송주식회사 설립, 최초의 텔레비전 HLKZ-TV국 개설

1957. 8. 15 광고국을 신설, 초대 광고국장에 윤동현（尹東鉉）.

광고 부분 색도홍인쇄 단행

1958. 11. 11 조 • 석간제 실시

1958. 12. 8 올바른 사회적 방항을 위한 바른 광고와 훌릉한 상품을 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광고윤리요강 및 '게재기준' 을

발표

1959. 7. 20 한국일보사 부설 한국광고사 설립. 국내 최초의 광고대행사가 됨

1959. 8. 18 '한국광고사' 에서 2백만원 현상 제1회 한국광고작품상 작품 모집

1959. 11. 25 2백만원 현상 광고작품상 제1회 작품 모집. 입선자 발표

1960. 7. 17 자매지「소년한국일보」창간

1960. 8. 1 자매지「서울경제신문」창간

1960. 9. 5 한국광고사에서 광고전문지「새광고』창간

1962. 10. 1 코리아 타임스에서 라이노타이프기를 새로 증설하여 종래 해일 2면 발행하던 것을 4면으로 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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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9. 27 자매지『주간한국』창간

1965. 10. 9 한글날 맞아 3면 기사, 제목을 순한글로 편집

1968. 2. 27 화재로 구사옥 본관 전소.

1968. 3. 28 광고에 단도색 광고 처음 게재

1968. 12. 31 신사옥 입주

1969. 1. 1 자매지「주간여성』창간

1969. 2. 14 모노타이프기 3세트 가동 시작

1969. 9. 26 자매지「일간스포츠』창간

1969. 11. 1 코리아 타임스 창간 19돌 맞아 새 제호 사용

1969. 12. 22 중부광고영업소 신설（중구 삼각동 61）

1970. 8. 7 '한국미술대상' 제정

1974. 6. 9 창간 20돌 기념 광고브로셔 발간（변형 4 • 6배판）

1974. 6. 9 창립 20주년「한국일보 20년」출간

1974. 8. 22 광고국, 서올 전역을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 열독율조사 실시

1974. 9. 1 74년 한국일보 광고 조사 실시

1976. 1. 1 최신컬러 윤전기인 이께가이 고스 메트로 옵세트 윤전기와 스캐너그라프 색분해기의 도입 설为로 국내 최초의 4색

동시 전자분해 가능

1978. 11. 11 백상 기념관 개관

1979. 10. 9 한국일보 전산팀, 한글 인쇄의 완전 기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성공（국내최초로 한글 전산사식

시 개발）

1979. 10. 15 전자동 고속 제본기 2라인을 설치, 가동

1980. 5. 22 80년대의 과제- 전면광고 시리즈 전개

1981. 1. 4 신문사상 최초로 영상을 이용한 주식기（CRT） 도입 가동

1981. 9. 26 증설 새 윤전기（이께가이철공소 제작） 설치 작업 시작. 새 윤전기 도입과 함께 자동주식기（고이께제작소 제작） 1

대도 도입, 채자의 기계화률 도모

1981. 10. 9 한국일보 전산팀 한글 • 한자 CRT（음극선관） 편집기 개발, 가동

1983. 4. 1 국내 최초로 국영문 전산 사식기 개발

1983. 4. 7 한국일보 전산 개발팀, 국한문 혼용 사진식자기 개발

1983. 4. 19 본문활자 10% 늘려 활자개혁

1983. 4. 19 본지, 국내 신문 중 가장 큰 본문활자로 인쇄（자형 19%로 확대）

1983. 6. 9 우리 나라 신문으로는 처음 사설 가로쓰기 시행

1983. 11. 4 조간편집국 이상우（李祥雨） 국장이 신문활자 가독성 연구보고서로 83년 한국 신문상을 받음

1984. 3. 1 '한국광고대상 제정

1984. 6. 9 창립 30주년「한국일보 30년사』출간

1984. 11. 1 '전산편집운영국 신설, 코리아타임스를 국내최초로 CTS로 제작.

같은 해 12월 '소년한국일보' 를, 85년 2월 '일간스포츠' 를 전면 CTS로 제작

1987. 3. 25 학술, 문화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할 '백상재단 설립

1988. 4. 1 한국일보 매일 16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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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 3 월요일자 신문 발행

1990. 7. 1 매일 24면 주遍） 168면 발행

1991 전국동시인쇄시대 개막

1991. 3. 9 전자신문 서비스 시작

1991. 12. 16 한국일보 석간（夕刊）발행, 조 • 석간시대 부활

1992. 10. 15 패션여성지 rELLEj 한국판 창간

1993. 8. 31 한국일보 활판인쇄시대 마감

1993. 9. 1 한국일보 전산제작시스템 '그린네트 가동, 전면 CTS 제작

장재국（張在國） 회장, 장재근（張在根） 사장, 장재민（張在民） 미주본사회장 선임

1993. 11. 30 한국일보 석간 후간

1994. 2. 17 코리아타임스 독립법인 새출발

1994. 4. 1 소년한국일보 독립법인 새출발

1994. 5. 1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제작 완전 CTS화

1996. 1. 1 고우영（高雨榮） 화백 4단만화 '고소금'과 시사카툰 '한국만평' 새로집필

1996. 1. 16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코리아링크 개통

1996. 3. 27 일본 우에노시 하마다 인쇄공장서 세계최초 무구동축 고속윤전기 시운전 가동식

1996. 6. 9 한국신문발행부수공사 （ABC） 참여

1996. 7. 20 영상뉴스 전광판 '그린넷비전 가동

1997. 4. 7 성남공장 준공, 48면 합쇄 20면 컬러인쇄체제 구축

1997. 5. 29 한국일보 국내발행부수 190만 2,208부 ABC공인

1998. 3. 16 한국일보 전면 가로쓰기 시행

1999. 2. 27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개편

연구내용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신문의 하나로 국내언론사상 최초로 상업지를 표방한 대표적인 종합일간지이다. 이 

는「태양신문（太陽新聞）』을 인수, 운영하던 장기영（張基榮）이 1954년 6월 9일 제호를 바꿔 창간한 것으로 광복 

이후 최초의 순수민간신문으로 기록된다. 지령은「태양신문』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행되었다. 발행 • 편집 겸 

인쇄인에 장기영, 주필에 오종식（吳宗植）, 편집국장에 전홍진（全弘鎭） 등이었다.

창간호는 17단제로서 1일 2면을 발행하였으나, 1955년 4월부터는 1일 4면을, 1956년 신년호부터는 1일 12면을 

발행하였다. 1957년 4월 4일 '대한방송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인 HLKZ-TV국을 개설 

하여 전광（電光）뉴스 및 전국중고교축구대회 실황중계 등율 함으로써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효시가 되었다. 1975 

년 7월말 국내 최초로 4색동시분해가 가능한 최신컬러윤전기를 도입하여 1976년 신년호 컬러판을 인쇄하였다.

1979년 10월 9일 국내 최초로 한글자동문선（自動文選） 및 자동식자（自動植字） 컴퓨터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1983년 4월 19일부터는 신문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하여 본문활자를 10% 늘려서 읽기 편한 신문으로 활자 

개혁을 단행하였다. 1984년 4월 HK8304라고 명명된 입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한글 • 한자 신문편집기 

계가 완성되어 본격적인 CTS（C이d Type System）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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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편집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본문 활자의 크기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81년 9월 1일 

을 기해 전지면（全紙面）의 본문 활자 크기가 커져 깨끗한 인쇄, 선명한 지면으로 신문의 가독성（可護性）을 높이게 

된다. 새 활자는 한글의 전통적（傳統的）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렸을 뿐 아니라 종래 사용하던 활자보다 자면（字面） 

을 더욱 넓히고 글자의 획수를 길고 선명（鮮明）하게 개선하여 독자의 시력（視力）을 보호되도록 배려했다. 활자 개 

선은 일간스포츠, 주간한국, 주간여성 등 간행물 모두에 똑같이 적용했다. 도입을 추진중이던 새 윤전기가 도착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새 윤전기의 도입은 증면（增面）과 부수（部數）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초부터 도입을 추진 

해 왔다. 윤전기의 기종은 과거 보유했던 것과 동형（同型）의 이께가이 철공소 제품으로 새 윤전기와 함께 일본 고 

이께 제작소 제품 주식기（鑄植機-KMT형도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채자（採字）의 기계화를 서둘렀다. 이 기간에 한 

국일보는 국내 신문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편집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국일보는 상업주의를 지향한 신문답게 광고업무를 적극적으로 넓혀나갔다. 1956년 일찌기 도쿄 국립영양학교 

（國立營養學校）를 나와 해방 전에 영양제 '와까도모（若素）'의 한국출장소 광고 주임을 맡았었던 장상홍（張祥洪）에 

게 광고상담실을 맡기면서 광고영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개별상품을 소개하는 도안, 문안은 물론 레이아우트 

에 이르기까지 광고물 작성을 무료로 상담하였다. 1957년 회사 광고부가 광고국으로 승격되면서 광고의 부분적인 

색도인쇄를 단행하였다.

1959년 8월에는 저11회 한국광고작품상'을 창설해서 200만 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해방 이후 최초의 광고상이 

었다. 당시의 심사분야는 제1부문（의약품, 화장품, 금융, 보험）과 제2부문（음료기호품, 영화연애, 도서출판, 기타 

생산품 일체）으로 나누어졌었다. 그후 1984년 한국광고대상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

「한국일보 30년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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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제호의 변천. 1954. 6. 7까지

제호의 변천. 1954. 11. 18〜 12. 2.

제호의 변천. 1954. 6. 9〜8. 2.

제호의 변천. 1954. 12. 7 ~55. 6. 8.

해방 후 최초의 광고상담소 신설 안내 사고. 195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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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분야］ 언론사

［명칭］ 중앙일보（中央日報）

［설립연도］ 1965년 9월 22일

［위치］ 서울 중구 순화동 7

［전화］ 02-751-5114

［FAX］ 02-751-5107

연혁

1965. 4. 7 자모（字母） 각호용 6만 2천 7백종 한국자매공사에서 인수. 주조기 운반 설치

1965. 4. 14 국내제작 주조기 7대로 활자주조 시작

1965. 5. 5 사진제판시설 착수

1965. 5. 25 문선시설 착수

1965. 6. 16 윤전기 1, 2호기 • 사진제판시설 등 130t의 도입기재 도착, 조립시작

1965. 9. 22 이병철을 창업주로 창간

중앙광고대상 제정

1965. 12. 7 중앙일보•중앙라디오•중앙텔레비젼 통합운영으로 중앙 매스컴센터 형성

1966. 1. 4 다색인쇄기 이께가이식（池貝式） NFC형 및 원색사진제판 시설을 설夭I, 국내 일간지 중 첫 컬러사진 게재

1966. 3. 24 윤전기 3, 4호기 조립 시작

1966. 4. 9 TV 동화動砌제작부 신설

1966. 4. 16 윤전기 3, 4호기 시동（이께가이식 FA-4형）, 1시간에 48만부 인쇄시설 갖춤

1966. 5. 18 세계문자 전시회 개막

1966. 6. 2 철（凸）판 부식을 기린혈방식에서 파우더리스（powderless） 방식으로 전환

1966. 6. 4 원색사진광고 첫게재

1966. 12. 22 한국 최초로 항료인쇄광고 게재

1967. 3. 11 모노타이프 천공기 GPI 616대, 모노타이프 주식기 HAM III 3대 설치

1967. 4. 24 벤톤자매조각기 3대 가동 시작（8포인트 자매조각 착수）

1967. 7. 11 벤톤자매조각기로 포인트 활자 조각 시작

동화부 제작〈황금박쥐〉첫 회 방영（TV）

1967. 10. 9 AP통신선정 아주（亞洲）최우수사진상 김준배（金浚培） 수상. 한글날 맞아 전면 한글 발행

1967. 10. 14 4, 5단에 국내 최초로 전단브리지 인쇄광고 게재

1969. 1. 20 컷 사진제판 방식을 습판에서 건판식으로 개선

1969. 2. 1 원색사진제판용 각종기재 가동

1969. 2. 18 광고국 신설, 광고업무용 • 광고영업부 설치

1969. 10. 13 제4회 한국신문상 인쇄부문 이윤용（李潤鐺） 수상

1970. 1. 1 「여성중앙』창간. MC-6형 사진식자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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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3. 2 주 36면에서 48면으로 증면발행

1970. 3. 18 광고국에 출판광고부 신설

1970. 4. 16 제1회 전국 디자인 콘테스트 시상식

1970. 6. 28 활자주조기 K너8형, K-21 형 2대 도입

1971. 5. 1 중앙매스컴의 출판물용 원색 및 흑백사진촬영 스튜디오 완성

1971. 5. 26 평판인쇄기 1대 도입（사내 인쇄물 자체 제작）

1972. 3. 11 중앙일보•동양방송 해외 우수광고세미나

1972. 9. 22 초고속 다면다색 윤전기 시동（스위스제 WIFAG 80）

1973. 1. 1 「월간여성』4 • 6배판으로 판형 변경

1973. 1. 15 원색제판부를 사진제판부에 통합

1974. 5. 30 사식기 제판을 자체 제작 완료（34판X287자二9,146자）

1974. 12. 21 국내 최초의 통합매스컴으로 발전

1976. 1. 5 광고국에서 출판광고부률 출판국으로 이관

1977. 4. 5 국내 유일 광고전문지「중앙광고정보』창간

1978. 4. 15 별관에 오프셋 컬러（Offset C이or） 시설 완료（WIFAC 80, 0F5）

1978. 5. 4 오프셋 본지컬러 인쇄 1호

1979. 7. 12 중앙일보 신문 제작공정 전시

1979. 10. 5 CTS팀 구성

1980. 6. 9 중앙광고대상 수상자들 미국 C니0광고 페스티벌 참가

1980. 7. 8 본문활자 1차 교체완료（9.7%확대）

1981. 1. 9 윤전기 5, 6호기 조립 시작

1981. 1. 14 주식회사 중앙일보로 명칭을 변경

1981. 1 주 48면의 발행에서 72면으로 증면 발행

1981. 6. 1 마이크로 필름, 리더 프린터 미놀타 RP 407 도입

1981. 9. 22 FACOM 이너40F（3시B）한글 • 한자 처리 시스템으로 교체, 창간호에 수지판으로 Bridge인쇄 실시

1982. 3. 17 광고영업부를 광고영업 1, 2부, 광고개발부로 분리

1983. 5. 9 본지 본문활자 2차 교체（9% 확대 및 행간확대）

1983. 10. 1 제목용 사진식자기（MC-6） 도입

1983. 12. 4 도형 합성기 1대 및 롤 카메라 자동 현상기 3대 도입

1984. 2. 6 신문활자 3차 교체（17% 확대）

1984. 4. 2 신문협회결정에 따라 1면 17단에서 15단으로 제작 개시

1984. 8. 2 국내 최초로 사건기사 당일 컬러제작 시작（윤전기 전면 오프셋화）

1984. 9. 22 중앙갤러리 개관（기념 아르누보 유리 명품전 개최）

1985. 2. 17 원색제판 전자 색 분해기 SG-8181 1대 도입

1985. 3. 22 오프셋 윤전기 0F-5 1대 도입

1985. 8. 22 컬러인쇄 윤전기 증설, 발행부수의 85%이상을 컬러화（2개 뉴스면 동시컬러 제작）

1985. 10. 8 제21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

1986. 1. 21 12면 컬러광고（삼성전자 냉장고애I 레몬항기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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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8. 26 제17회 전국의상디자인 콘테스트 공모（러-보오그 후원）

1986. 9. 16 조사자료실, 컬러 현상기 도입, 아시안게임 취재용

1986. 9. 29 제17회 전국의상디자인 콘테스트 공모

1986. 10 광고영업1 ・ 2부를 광고영업부로 통합, 광고기획부 신설, 광고개발부를 팀으로 개편

1987. 3. 30 23회 중앙광고대상 작품모집

1987. 6. 19 제18회 전국의상디자인 콘테스트 작품공모

1987. 7. 13 중앙일보 활자 확대（자면 13% 확대）

1987. 8. 28 TKS（동경기계제작소） 윤전기 도입계약 체결（증면 및 88올림픽 대비）

1987. 10. 2 제23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호암아트홀）

1988. 3 사진제판부一＞사진제판 • 원색제판부로 분리, 광고영업부一광고영업1 • 2부로 분리, 광고관리부一광고업무부

1988. 4. 1 중앙일보 증면 단행（매일 16면 발행）

1988. 5. 9 제24회 중앙광고대상 작품모집

1988. 6. 23 인쇄부, 윤전부로 명칭 변경

1988. 8. 25 TKS 윤전기 시동식

1989. 4. 1 제25회 중앙광고대상 공모（중앙경제신문 부문 신설）

1989. 10. 17 제25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

1990. 2 CTS용 셔체（書體）개발을 위한 FONT 제작시스템 실연회（實演會）

1990. 5. 4 제26회 중앙광고대상 작품공모

1990. 10. 16 제26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

1991. 5. 1 제27회 중앙광고대상 작품모집（일보 • 경제 • 출판 구분 실시）

1991. 10. 11 제27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

1991. 12. 16 CTS 제작면 5개 면 추가 확대

1991. 12. 28 CTS 지면제작을 위한 문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992. 1. 6 CTS 제작면 4면 확대（주간 누계 지면 41% CTS화）

1992. 3. 9 CTS 제작면 확대 및 CTS 제작면 새 서체로 변경

1992. 3. 30 중앙일보 전지면 CTS 제작（국내 최초）

1992. 5. 3 제28회 중앙광고대상 작품모집

1992. 9. 20 CTS 완전제작체제

1993. 5. 7 제29회 중앙광고대상 공모

1993. 9. 13 중앙일보, 서체 변경

1994. 7. 20 국내 첫 지면섹션화 단행（종합뉴스, 생활 • 경제, 스포츠 섹션） 40면 발행

1994. 10. 6 제30회 중앙광고대상 시상식

1994. 12. 6 가로쓰기 본문서체 확대

1995. 2. 11 국내 최초로 컬러면도 전면 CTS제작 시작

1995. 2. 28 화장품 디자인 우수작품 공모（나드리화장품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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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신문의 하나로 1965년 9월 22일 이병철（李秉詩）을 창업주로 하여 창간되었다. 처음 

에는 8면으로 발행되었는데, 1면은 정치 • 날从I • 컬럼, 2면은 경제, 3면은 어피니언（opinion） • 해설 • 독자투고, 4면 

은 외신, 5면은 문화 • 여성란, 6면은 지방, 7면은 사회, 그리고 8면은 체육으로 구성되어 당시의 다른 신문과 약간 

다른 편집방식을 시도하였다. 1970년'3월 2일부터는 주 36면에서 48면으로 증면발행을 단행하였다. 1981년 1월부 

터는 주 48면의 발행에서 72면으로 증면 발행하였다.

중앙일보는 78년 납을 사용하는 HTS（Hot Tyte System）방식을 탈피해 궁극에 가서는 완전 전산화（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한다는 목표 아래 제반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1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 '주 

말광장' 을 시작으로 정규지면 제작에 둘어가 92년 3월 30일까지 전면 CTS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CTS 시 

대를 맞아 활판시대와 비교하면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문에 사용하는 문자였다. 컴퓨터방식에 의 

한 신문제작에서는 과거의 납홭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컴퓨터 전기신호에 의해 구현되는 폰트를 사용해 신문을 

만들게 되었다.

이 CTS의 경우 폰트제작 시스템의 확대 • 축소 • 변형 • 반전 • 합성 등 간편한 기능돌을 이용해 컴퓨터 화면상에 

서 쉽고 미려한 각종 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또 종래의 활판 시절 긴 시간이 소요되던 긴급문자 처리도 폰트 

제작 시스템의 합자기능을 이용하여 필요시 즉시 제작하여 신문제작에 바로 사용한다. 92년 4월 20일 CTS추진본 

부 서체팀 심종복（沈種福） 차장이 전면CTS 이행에 맞춰 CTS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체개발에 착수하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93년 9월 13일 중앙일보 서체는 현 서체로 변경되었다.

중앙일보（中央日報）는 94년 7월 20일자부터 독자의 효율적인 정보선택이 가능하도록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선 

진형 섹션（Section）신문으로 제작형태를 혁신했다. 섹션화는 정보화시대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독자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 

기 위해 정보를 개성있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세분화（細分化） • 계열화（系列化） • 집합화（集合化） 

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1단계 섹션화는 정対 • 경제 • 사회 등을 총괄하는 '종합（綜合）뉴스섹션' 24면과 산업 • 유통 등 심충경제뉴스와 

과학 • 연예 등을 다루는 '경제（經濟）와 생활（生活）섹션' 16면 등 2개 섹션으로 출발했다. 94년 9월 1일부터는 48면 

증면과 더불어 2단계 섹션화를 단행, 본격적인 48면 3섹션의 선진형 섹션신문을 발행했다.

95년 둘어 CTS시스템에 컬러를 국내 최초 도입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신문서체를 개량하였다. 당시 타사의 정방 

형（正方形）의 본문 서체에 비해 편평형（扁平形）의 중앙일보 창간호 본문서체는 휠씬 크게 보이면서도 매우 안정되 

고 미려했다. 또 정밀도가 낮아 회미하고 거무칙칙했던 타지（他紙）의 전태경편자매（電胎輕片字毎）활자에 비해 중 

앙일보의 벤톤자매활자는 매우 또렷했다. 이 활자들은 최신 고성능 윤전기에 의한 인쇄와 최신 사진제판（寫眞製 

版） 시설인 기린혈（血）방식이 부합되어 사진효과도 입체감 넘対고 선명해 독자들에게 참신한 신문으로 부각되었 

다.

이처럼 중앙일보는 편평 본문활자, 정밀 벤톤 자모, 선명한 사진효과, 새로운 정판체제에 의한 다양한 지면구성, 

그리고 최신 고성능 윤전기의 인쇄효과 등 장점의 집합으로 당시 선진국의 오프셋 인쇄 신문에 육박하는 괄목할 

인쇄효과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이후에도 읽기 좋은 신문, 선명한 인쇄를 위해 공정의 기계화와 함께 다색（多色） 

인쇄 • 오프셋인쇄 • 자동화 시설 등 신문제작 시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제작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로 65년 말 컬러윤전기를 도입해 컬러인쇄와 항료（書料）인쇄를 시행했고, 67년 국내 최초로 모노타이 

프기（機）와 벤톤자모 조각기를 도입하여 활판공정（活版工程）의 기계화를 이룩했다. 또 67년부터 레터링 디자인팀 

을 구성하여 읽기쉽고 아름다운 서체를 자체 개발하는 등 국내 신문사에 많은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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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서체에 있어서는 읽기 어려운 한문자（漢文字） 옆에 음을 달아 표기할 수 있는 

토씨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고 지면도 타사보다 휠씬 다양한 활자로 구성했다. 또한 74년 국내신문 최초로 

촬영방식을 필륨식으로 전환하여 원화（原簡）의 재현도（再現度）를 항상시켰다.

또한 끊임없이 활자 신체（新體）를 개발하여 84년 2월에는 본문활자 규격을 17% 확대했다. 활자 규격의 확대에 

의한 가독성 효율과 문자의 몸통규격 확대에서 오는 시각적 효과가 상승작용하여 지사（地社）의 단순규격 확대에 

비해 가독성이 탁월했다.

중앙일보사는 창간 때부터 광고영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내 광고시장의 협소와 후발 언론사의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광고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광고 표현기술과 광고 시스템을 과감히 혁신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 

했다. 광고제작 측면에서도 안내광고 • 원색광고 • 향료광고 • 돌출광고 등 새로운 광고를 계속 개발했다.

또한 광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광고 전시회 를 비롯해 '중앙광고대상（中央廣告 

大賞）' 등을 신설하여 광고유치뿐 아니라 광고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중앙광고대상은 중앙일보 창 

간 기념사업으로 광고의 질과 품위를 항상시키고, 건전광고의 육성을 위해 창간 직후 제정하여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는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식시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 

수광고를 제작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광고 비수기에 행사를 가짐으로써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는 광고영업적 전략도 없지 않았다. 제정 첫해인 65년 1회 때는 창간호부터 11월 27일 사이 중앙일보에 게재되었 

던 28개 사의 광고를 대상으로 심사해 중앙광고 우수 • 준우수 • 장려 • 인기득표상 등 부문별 시상을 했다.

74년 10회부터는 행사 내용에 혁신을 단행해 거의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행사 시기를 여름철로 옮 

기고（6 • 7 • 8월）, 개인대상（大賞）과 부문별 • 업종별 우수 • 신인상을 신설하는 등 시상 부문을 크게 늘렸다. 시상 

부문은 대상 • 개인대상 • 부문별 우수상과 신인상 • 소비자 인기상이었다. 76년서2회）부터는 입상작을 모두 미국（美 

國）의 C니0, 일본（日本）의 덴쯔상（電通賞） 등 해외 광고페스티벌에 참여시켜 국내의 우수한 광고를 세계에 알렸 

다.

13회째인 77년부터 중앙광고대상은 그 명칭을 중앙매스컴 광고대상으로 바꾸고 TBC와 잡지를 포함해 중앙매스 

컴 전매체를 망라한 명실공히 종합광고대상으로 확대하여 39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대제 

전으로 성장했다. 중앙매스컴 광고대상은 80년 중앙광고대상으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중앙매스컴 광고대상은 80년（16회）까지 시행되었으며, 14회（78년）부터는 신문 • 잡지 • 라디오 • IV 등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을 매체별로 4개로 늘렸다. 또 16회（8아년）때는 제작상 외에 개인상을 세분해 1）신문 • 잡지 부 

문에 카피 • 사진 • 일러스트레이션상, 2）라디오 부문에 카피 • 음악 • 녹음편집상, 3）TV 부문에 연출 • 촬영 • 음악상 

을 두었다. 이것이 현재 방송광고공사가 실시중인 광고대상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매스컴 광고대상은 80년 언론 통폐합으로 TBC 광고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81년서7회）부터 전파 부 

문을 제외한 신문 • 잡지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광고대상으로 다시 영칭이 바뀌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인기상 

과 신인상을 다시 만들고 18회（82년）부터는 대상과 소비자 인기상 등 입상자들에게 해외 광고계 시찰의 특전을 주 

고 있다.

1975년 9월 10일에「중앙일보」, 동양방송이 창간 10주년 행사로 주최한 '세계 광고전시'는 한국 광고사상 처음 

있는 광고전시로서 그 규모로나 내용으로 보아 획기적인 행사였다. 이 전시회에 처음으로 소개된 외국의 저명한 

광고상 가운데는 미국 뉴욕 아트디렉터스 클럽이 뽑는 연례 수상작, 영국 디자이너와 아트디렉터협회（DADA）의 연 

례 수상작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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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중앙일보 지면 변천. 창간호 1면. 65. 9. 22. 중앙일보 지면 변천.

국내 첫 향료인쇄 광고 66. 12. 22（상 • 좌）, 
첫 전면 한글 제작 66. 10. 8（하 • 우）.

楓쁴탈쐐다;

중앙일보 지면 변천.

국내 첫 3섹션체제 발행 94. 9. 1（왼쪽）, 
센션의 세분화 95. 1. 16（오른쪽）.

중앙일보 지면 변천.

'1 면=정対면 의 고정관념올 깬 최초의 종합편집 69. 
7. 21（상 • 좌）, 중앙일보 미주판 창간 74. 11. 19, 아 

주판은 9년 후에 창간되었다. 83. 6. 23（하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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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KBS TV 무대 미술

［설립연도］ 1961년 12월 31일

연혁

1956 HLKZ-TV 첫 방송

1956〜64 HLKZ • DBC • KBS로 이어지는 1국시대（一局時代）를 거침

1965

1969〜80

1981

TBC의 출현과 함께 KBS, TBC의 2국시대가 전개되면서 스튜디오는 전체 합계평수가 375평으로 늘어남 

프로그램의 셋트 성격을 지니기 시작

KBS • TBC • MBC의 3국시대가 열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착

TBC가 KBS에 통합되어 MBC2I 함께 공영2국（公營二局）의 시기로 접어듬, 동시에 컬러방송에 접함

연구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시발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로부터 호출부호 JODK, 주파수 690kHz로 방 

송무선전화 시설인가를 받은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으로서, 1927년 2월 16일 첫 방송전파를 발사하였다. 경성방 

송국은 1932년 4월 7일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로 개칭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방 

송업무는 공보처 방송국으로 이관되어 국영방송（國營放送）으로 탄생하여 명실상부한 한국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 

었으나 곧이어 6 • 25동란으로 남한의 10개 방송국 중 8개 방송국이 파괴되어 서울중앙방송국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야만 하였다. 1961년 12월 31일에는 서울텔레비젼방송국을 개국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첫 전파를 발사하였다. 1968 

년 7월 25 일 정부는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서을중앙방송국•서울국제방송국•서울텔레비전방송국울 

중앙방송국으로 통합• 발족시킨 데 이어, 1972년 12월 30일에는 방송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 

공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공보부 소속 중앙방송국과 16개 지방방송국율 공영체제로 전환시키는 '한 

국방송공사법 을 공포하고, 이듬해 3월 3일 창립식을 가짐으로써 국영방송시대의 막을 내렸다. 1976년 12월 1일에 

는 현재의 여의도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남산에 있던 모든 시설을 이전하였다.

한국에서의 텔레비젼방송은 1956년 HLKZ-TV의 첫 방송으로 시작되어 1956〜64년까지의 HLKZ, DBC, KBS로 이 

어지는 1국시대（一局時代）를 거친다. 당시의 스튜디오는 30평 정도의 사무실 크기로서 조명시설조차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았던 낙후된 것이었으며, 프로그램은 주로 라디오적 구성이 유입된 형태로서 야외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내용이나 무대보다는 방송 송출기술이 전제되었다. 당시의 무대는 분위기 표현조차 가지지 못하였 

다. 30〜120평에 이르는 스튜디오도 좁았고 해상도가 나쁜 12’렌즈의 스튜디오카메라로 영상화된 무대는 2차원적 

의식 아래 나무와 천을 재료료 사용한 것이 주된 표현이었다. 공간의 기능도 스튜디오기능만 주어졌고 그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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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옥외였다.

1962년 KBS가 남산에서 정규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TV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단지 생방송이나 필 

름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당시에는 드라마조차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생방송으로 제작했다. 하루에도 

스튜디오에서 몇개의 방송을 계속 생방송 내지는 녹화해야 했던 열악한 환경과, 허술하게 지었다 철거하기 바빴던 

이유로 학예회 수준의 세트를 벗어나기 힘듈었다. 1962년 2월 프로그램 편성표에 의하면 당시의 연예 오락 프로그 

램에 '재치문답' , 냐의 비밀' , '수요일 밤의 향연' , '제스쳐 게임 등의 공개 오락과 TV그랜드 쇼' , '노래고개' , 

오색의 성좌', '재즈 USA' （외화） 등의 쇼와 '금요 극장 , '유모어 클럽' 2개의 드라마였다. 남산 한양교회터의 

TV스튜디오는 120평이었다. 창설계획 확정부터 작업기간의 불과 2개월 동안 하나의 텔레비젼 방송국을 탄생시킨 

사람 중 미술요원 장종선（張鍾善）은 단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전체 프로그램의 무대를 제작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때부터 단일세트의 규격통일 문제에 신경을 썼다. 무대는 구성적 형태로 일정한 문양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천과 

혼합하여 구성적 배경으로서의 분위기를 표출하게 되었다.

1962년 KBS개국에 이어 69년 8월 민간방송 MBC가 정동에 개국하면서 TV3사의 경쟁을 부추겼고, 각 방송마다 

강세를 보이는 장르가 개발되는데 KBS는 보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때부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 

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실적인 세트 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이면서 질적인 항상을 보인다.

1964년 12월, 신세계 백화점 사옥에서 동양텔레비전（DTV 후에 TBC로 개칭）이 첫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다양한 방 

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시청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때 동양텔레비전에서 활동하던 무대미술인이 KBS에서 자리 

를 옮긴 장종선이다. 그는 흔히 한국 TV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운다. 방송을 시작한 KBS가 연극인 출신이었던 장 

종선을 계약직으로 초빙하여 무대세트를 제작한 것이 초창기 TV미술의 모습이었다. 연이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당시 TV미술계에 그와 함께 뛰어든 디자이너가 최연호이다. 그들이 했던 미술작업은 타이틀, 애니메이션, 대도구, 

소도구, 소품과 잡화 등 TV미술의 전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텔레비젼 화면변화와 세트의 반복사용을 위하여 사실적 기본세트를 제작하였으며 상징 

적인 무대분위기로 쇼를 만듈었다. 그러므로 일단 텔레비젼 세트를 위한 공간의 무대화 의식이 시작되어 세트실의 

기능이 생겨났다고 하겠다. 또한 기본세트와 사진배경세트가 만들어지고 PVC재료 사용, 호리젼트의 백색화 등이 

이루어졌다. 짧은 3년이었으나 텔레비젼 무대를 의식한 본격적 시기라고 하겠다.

6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들과 함께 KBS에서는 이석우, 차효석, 박영대 등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이 80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対 이전까지 흑백방송을 주도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무대배경의 작화까지 

도맡아 했다. 또한 간판글씨 및 미술에 관련된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후반 

에 활동한 이둘 2세대 무대미술인듈은 TV미술의 선구자였던 장종선에게 도제식 교육으로 무대 미술의 과정을 배 

웠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 11년간은 KBS, TBC, MBC 3국은 夭I열한 경쟁을 벌이며 다양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 

작한 정착단계였다. 사극 주간연속극 등이 활성화되고 회극 게임오락프로그램이 등장했으며 후기에는 가요제 형식 

의 대형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다양화되었는데 스튜디오는 900평 정도의 KBS여의도 방송센타였다. 그러나 때때로 

오픈세트를 지어 사용하기도 했다. 드라마의 사실적 분위기는 정경을 형성하는 건축적 구조로 발전하였고 쇼의 추 

상적 분위기는 전체 공간이 다각적인 변화를 갖는 형식으로 형성됨으로써 각 프로그램의 특징적 분위기를 표출했 

다. 디자인 표현도 벽체, 창문, 대문, 소품, 나무 등의 표현이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쇼에 있어서 

도 정확한 표현들이 투시도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텔레비젼의 흐름을 감안한 동선에 관심을 가져 3차원 

적 무대의식이 정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KBS와 TBC의 공간구조는 여외도로 이전하면서 스튜디오, 운반통로, 세트 

보관창고, 제작장으로 기능이 분리되어졌으며 많은 세트를 경량화하기 위하여 스치로폴, 스폰지 등의 재료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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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영상성을 고려한 거울, 전기장치, 아크릴 등의 사용과 철재 유니트세트도 만들어졌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TV 드라마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73년에 한국방송사로 승격된 KBS가 76년에, TBC 

가 80년 4월에, 그리고 MBC가 82년 여의도로 각각 이전함으로써 방송의 '여의도 시대'가 열렸다. 이때부터 새로 

운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는 발전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시작된 '컬러 방송 은 TV 미술에 커다란 

변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작시설과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된 컬러방송은 세련된 세트를 제작하기에는 불 

충분했다. 또한 미술 디자이너들과 함께 방송관계자들이 카메라 메카니즘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TV 미술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활동하던 디자이너로는, 앞서 개화기로 칭했던 '70년대의 디자너들과 함께 80년대 들어와 TV 미술에 뛰어 

든 KBS의 강영일, 강세균, 황봉익 등이 있다. TBC와 KBS통합으로 국영과 민영의 양대구조로 변화한 80년대의 TV 

는 컬러방송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는다. 이로써 단순히 흑백방송의 연장이 아닌 종합예술로서의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안방문화의 주역이 되었다. 쇼프로그램은 더 호화롭고 다양해졌으며, 화려한 무대의상과 변화 

무쌍한 조명 등 미술에 관련된 장비도 발달하게 된다. 뉴스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래픽 처리를 통한 다양한 화면을 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흑백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색의 문화를 창조 

함으로써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침방송이 시작되고, 새로운 디자인들이 소개됨으로써 스튜디오에서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세트만을 제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대형 스튜디오 세트와 오픈 세트를 제작하게 되는 시기 

가 도래하게 되었다.

80년대 TV 미술분야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흑백방송 

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색의 효과들이 시각적으로 저항감을 주기도 했으므로, 많은 시햄착오와 테스트를 거 

친 결과 지금과 같은 표준색상과 기본색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 하나 TV 미술사에서 80년대를 발전기라 하는 이 

유는 인원이 대폭 확충되었다는 데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방송가에도 TV미술에 대한 인식이 좋 

아진 것과 동시에 재료면에서도 고급화되었다. 더 나아가 손수 작화까지 해야 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무대 디자 

이너는 디자인만을 전담하는 확고한 그듈의 영역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KBS의 '77년 여의도 방송 센타로의 이전은 내용이 다양화, 대형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청으로 규모와 제작시설 

의 증가를 가져왔다. 드라마, 쇼, 보도교얌 등의 분류에서 각 프로그램은 더욱 세분화된 특성으로 분위기에 맞는 

무대구조를 갖고 세분화된 형식이 요구됨에 따라 미의식도 분화되었으며 ENG 카메라의 활용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각도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 대형 스튜디오에 세워지는 무대 용구도 늘어나 창고의 기능이 제작고, 

보관창고로 분리되었으며 운반을 위해 대형엘레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조립은 스튜디오에서 행해 졌다.

'81 년대에 MBC 는 정동스튜디오 A- B 256평, C • 71. 6평, D • 49. 3평을 보도 •교양프로그램제작스튜디오로 하 

고 연예 • 오락프로그램을 여의도의 TS-C 270평, TS-D 공개홀 330평（객석 560석）으로 전체 1,090평의 스튜디오에 

서 제작되었다. 이로서 3국은 모두 여의도에 제작체제를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이르러 무대롤 구성하기 위 

한 공간구조도 개선되었으나 '80년 11월 14일 한국방속협회에 의해 발표된 공 • 민영 이원화에 따라 TBC가 KBC에 

통합됨으로써 MBC와 2국시대를 맞아 한국방속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드라마와 쇼 역시 대형화, 물량화 추세가 계속 확대되었는데 특히 쇼는 '100분쇼'를 대형 버라이어티 쇼로 등장 

시켜 제2채널로 TBC의 '쇼쇼쇼'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쇼는 빛과 색채가 잘 받아 들여지는 재료로써 알미늄, 

비닐, 유리 등의 가벼운 것들을 써서 영상효과가 한충 살아 날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가요제 

의 열기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KBS에서는 '젊음의 행진'이 싹트게 되었다.

1981년부터 1984년 현재까지의 상황은 칼라시대로서 TBC가 KBS에 통합되어 이BC와 함께 공영 2국을 보내는 시 

기이다. 일일연속극, 주간연속극, 단막극은 물론 대형 대하드라마와 함께 쇼도 가요쇼, 행사쇼, 축제쇼, 공연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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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대를 가져온 바, 장소의 영역도 야외세트극장, 체육관 등으로 확충 되었다. '81 년 MBC의 여의도 이전은 정 

동스튜디오를 제외하고도 1,090평이 되어 한국에는 총 3,118평의 스튜디오（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률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만평을 헤아리는 오픈세트도 구성되고 민속촌과 함께 각 지방의 올 로케이션화는 장 

소의 개념이 스튜디오를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각 장소에 세워지는 무대분위기는 인물과 카메라에 따르는 동선에 

의해 건축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색채를 의식해야만 하는 디자인이 요구되기도 했다. 대형프로그램과 

장소의 확장과 다변화에 따라 분위기의 다양화, 카메라의 다각도화 등을 표현키 위한 도면은 예전의 100 : 1 스케 

일을 넘어서게 되었다. 미의식에 있어서도 개개로 존재하는 세트라도 시각상에 통일을 가져와 전체의 연속된 정경 

으로 구축하고 조화된 공간으로 계획된 의도와 함께 텔레비젼 전체 프로그램의 시간적 영상흐름을 감안하는 4차원 

적 의식이 대두되었다. 또한 대형화된 프로그램의 무대를 위하여 빠른 조립과 해체, 보관에 필요한 웨곤세트 • 슬 

라이딩세트 운반통로의 확장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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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MBC TV 무대미술

［설립연도］ 1967년

MBC
연구내용

1969년 민영방송국인 MBC TV의 개국은 3사 경쟁시대를 열개되었다. MBC는 IV개국을 위해 1967년 7월 TV개설 

위원회 구성하고 미술부문의 인력확보를 위해 심극영（沈戟英）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수습작업과 기본용구 제작계획 

을 수립하여 1969년 1월 말에는 TV미술 기본용구 제작도면을 완성하고, 이어 2월 10일부터는 TV미술 기본용구 제 

작에 착수하여 국내 최초로 도구제작 기능을 완전 자동화했다. 또 5월 10일에는 IV개국 준비를 위해 일본 NHK 미 

술디자이너 나와카미 키요시률 초청하여 TV미술에 대한 교육과 함께 특수효과 미술용구를 일본으로 발주하기도 

했다. 시험발사 후인 1969년 1월에는 제1기 미술분야의 TV방송요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입사한 사람은 안영자（安 

榮子）, 주규선（朱圭善）, 김은회（金銀喜）, 임인택（林仁澤） 등이었다.

민간방송 MBC가 정동에 개국하면서 TV 3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각 방송마다 강세를 보이는 장르가 개발되는데, 

MBC는 코미디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때부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실 

적인 세트 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이면서 질적인 향상을 보인다.

개국프로인 '웃으면 복이 와요'는 최초로 순수 코메디 형태를 정립시켰고 게임 및 공개 오락 프로그램인 '유쾌 

한 청백전 은 인기를 누렸다. 이것은 MBC가 타국의 드라마와 쇼에 압도 당하는 현상을 코미디 • 오락분야에서 복 

구하고자 한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명랑운동회' , '유쾌한 청백전 은 MBC의 정동 A • B스튜디오 256평을 벗어 

나 문화체육관에서 행해져 장소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런 프로그램 내용은 방청객의 다수를 유도하여 시청자로 하 

여금 동참하는 의식을 느껴 즐거운 오락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 목적으로 디자인이 공간 조형이나 건축적 구조를 

지니기보다는 환경적 분위기 조성으로의 역할로 상징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그래픽적 무대표현 요소가 강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대 카메라가 어디로 구도를 잡던지 깔끔한 구도로 잡히도록 전체 환경이 디자인되었으며 내용을 

위한 소도구의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가볍고 튼튼한 것이 기능적으로 디자인되는 기술처리가 필요해졌다. 

'79 애BC 국제가요제, '79 제2회 국제가요제, TBC 제1회 세계가요제, MBC의 대학가요제 등은 세종문화회관, 문화 

체육관 등의 무대공간의 대형화와 조형화가 공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방송매체속에서 디자인되었다. 따라서 무대 

디자인의 개념이 확대되며, 동시에 미적 개념으로서의 의식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는 '6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들과 함께 김건일, 홍순창, 임수영, 서정남 등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이 ' 

80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처 이전까지 흑백방송을 주도했던 장본인듈이었다. 이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무대배 

경의 작화까지 도맡아 했다. 또한 간판글씨 및 미술에 관련된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TV 드라마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그 당시 제작된 '수사반장' , '아버지' , '장회빈' 

등은 현재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코미디 왕국이라고 자부하던 MBC는 이때 '웃으면 복이 와요 를 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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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롤 계기로 더욱 사실적인 세트제작과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일 기회가 많아졌다. 동시에 TV 미술인도 점차 

초창기 극단 출신보다는 정식으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더욱 홭성화되었다. 하지 

만 작화 위주였던 당시의 TV 미술은 혹백방송의 종말과 방송사 통폐합 조;치가 내려지는 '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 

다.

1970년부터 '74년까지의 MBC TV의 미술의 특색은 동양화적인 기법의 도입을 둘 수 있다. 심재영, 이량원 등 동 

양화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하여 ID와 여러가지 타이틀 제작에 현대감각이 담긴 동양화적 기법을 살려 

친근감을 자아내게 했다. 1974년부터는 미술부 안에 고증발굴 소위원회를 두어 고건축 • 의상 • 민족공예품 등의 자 

료를 6개월에 걸쳐 수입하고 특히 조선시대의 궁중과 사가에서 사용한 의상 • 장신구 등을 신분 계급별로 구분하여 

제작, 재현했다.

'73년에 한국방송사로 승격된 KBS가 '76년에, TBC가 ' 8이년 4월에, 그리고 애BOI ' 82년 여의도로 각각 이전함 

으로써 방송의 '여의도 시대'가 열렸다. '80년 초부터 '80년대 말까지를 굳이 발전기로 삼는 이유는 컬러방송의 

개막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컬러 방송 은 TV 미술에 커다란 변혁을 예고했다. 흑백방송 시대에도 컬러 세트를 제 

작하였으나 컬러방송이 시작된 이래 미술부는 더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흑백방송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색 

의 효과들이 시각적으로 저항감을 주기도 했으므로, 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거친 결과 지금과 같은 표준색상과 

기본색을 제작할 수 있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방송가에도 IV미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과 

동시에 재료면에서도 고급화되었다. 더 나아가 손수 작화까지 해야 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무대 디자이너는 디 

자인만을 전담하는 확고한 그됼의 영역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81 년 MBC의 여의도 이전은 정동스튜디오를 제외하고도 1,090평이 되어 한국에는 총 3,118평의 스튜디오(연예 

오락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만평을 헤아리는 오픈세트도 구성되고 민속촌과 함 

께 각 지방의 올 로케이션화는 장소의 개념이 스튜디오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각 장소에 세워지는 무대 

분위기는 인물과 카메라에 따르는 동선에 의해 건축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색채를 의식해야만 하는 디 

자인이 요구되기도 했다.

'81 년 봄부터는 연예 • 오락프로그램의 대형화가 칼라로 발전하였다. 또한 드라마에 있어서는 종래의 전략프로였 

던 일일연속극이 숫적으로 열세하고 대하드라마, 일요사극, 주간 시리즈물, 주간연속극이 대거 출현하여 단막극시 

대를 열었다. 특히 12월 10일 선보인 KBS의 TV문학관 은 2시간 대형드라마로 야외무대, 스튜디오 등의 무대장소 

를 요구에 맞게 선택하여 그 영상미를 더 해나갔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이BC는 새로운 쟝르를 개척하여 정처드라마 

저11공화국'을 내놓았다. 따라서 장소에 있어서 각분야가 전문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자인의 자료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이둘 분위기의 표현은 야외와 스튜디오 내 세트와의 조화를 색채(tone)에서 이룩해야만 

하게끔 요구되었다. 칼라방송에 있어 초기의 적조현상이 곧 타개되고 색채는 안정되었으나 색채를 인위적으로 사 

용하여 극을 긴장시키거나 색에 느낌을 주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는 아직 미숙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쇼 역시 대형화, 물량화 추세는 계속 확대되었다. KBS는 '100분쇼 를 대형 버라이어티 쇼 

로 등장시킨 제2채널로 '쇼쇼쇼 를 그대로 유지했고, MBC는 '쇼 2000'을 실었다. 이들 쇼는 빛과 색채가 잘 받아 

들여지는 재료로써 알미늄, 비닐, 유리 등의 가벼운 것들올 써서 영상효과가 한충 살아 날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가요제의 열기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MBC의 '영 11'으로 이어졌다.

컬레V 방송이 시작되면서 미술부문의 시설면에서도 세트, 대도구, 소도구에서 의상 분장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컬러 기본색 10종을 제정하여 최대한 자연색에 접근토록 했으며, 이를 기본으 

로 세트를 보완하고 도배지, 장판지도 컬러 기본색에 맞춰 완전히 새로 장만했다 흑백사진 세트도 컬러로 교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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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미술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한다는 것은 모든 미술 작업에 일대 변혁을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화면 안에 

등장하는 인물, 의상, 대도구, 소도구 등 스튜디오 작업에서부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TV미술의 기준이었 

던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01 무력해져 모든 미술제작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커다란 난관을 지니 

고 있었다.

컬러화 초기의 모든 TV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 부문도 일본 방송의 경험과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됐으나 인물의 

피부색과 벽체의 배면색에서 색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체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했고 자연색과 물체의 질감 

표현 등 새로운 TV 표현은 많은 연구와 자료를 필요로 했다. 컬러 TV 이후 대도구 부분은 다른 여타의 미술 부문 

보다 더 심각한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그것은 TV컬러 재현이라는 소프트적인 면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선명해진 

화면에 맞는 사실적 재질감 표현이라는 문제와 화면 구성의 대면적색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세트를 재구성해야 하는 하드웨어적인 대응까지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컬러 방송에 대비하여 세트 부문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기본 세트의 정비 및 보강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기 

본 세트의 조직적 분류와 사용의 반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니트 세트 시스템(UNIT-SET-SYSTEM)이 정착되고 

정경 분위기를 표현할 나무, 잔디, 바위 등의 유니트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애BC미술부문이 경쟁 방송사보다 앞서 세트의 경량화, 입체화를 위한 기술적 가 

능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TV세트 현대화의 점진적 실현이었다. 세트의 전통적 소재인 나무와 종이 등 

으로는 불가능한 기와, 지붕, 돌담, 바위 등을 위한 열경화 수지(F.R.P)를 세트에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인쇄 

기술의 발달을 tv미술에 접목시켜 프린트 합판, 모조 대리석 종이, 비닐 등을 재료로 하여 세트의 사실감을 고조 

시켰고 세트의 경량화도 진전시켰다.

'86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TV프로그램의 많은 기획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세트 부문의 준비작업은 '기본세트의 

다양화'와 '세트표현의 현대화 로 대변할 수 있다. 기본세트의 다양화는 컬러TV 이후 정비된 TV유니세트 시스템 

의 다양한 전개를 위해 문짝, 창짝의 인테리어 제품 협찬구매, 알루미늄 제작 등을 추진했다. 세트표현의 현대화는 

드라마 무대 표현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본세트 소품의 토털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쇼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위해 네온 장夭|의 유니트화를 도입했다.

쇼 프로그램이 특히 많았던 이 시기에 세트 부문은 쇼 세트의 현대화에 주력했다. 빛과 색채가 잘 받는 재료로 

서 알루미늄, 비닐 유리 등의 가벼운 것을 써서 영상효과가 한층 살아날 수 있도록 쇼 무대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국내 각종 국내공연을 비롯한 문화 • 예술 • 행사의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설립취지 아래 1992년 7월 1일 문 

화방송의 5번째 관련회사로 주식 회사 이BC미술센터가 창립되었다. 업무 영역은 방송과 관련한 일체의 미술서비스 

제공으로 각종무대 • 세트 등의 디자인 및 설치업무, 소도구 • 의상 • 장신구 등의 대여 • 설大!업무, 분장 • 미용 용역 

제공 업무와 공연 • 행사 • 미술 전반에 대한 기획 • 시공 • 자문업무 등이다.

연구내용

서상정. rTelevision Art & Design 1j. (주)한국색채문화사, 1996.

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문화방송 30년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1992.

서인석.「한국텔레비젼 무대디자인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연구: 연예오락프로그램 디자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이영민.「한국 TV미술 디자인 분야 재조명」.「디자인 신문』통권236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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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토요일밤에. 1978.드라마-아버지. 19거. 3.

영 스타즈. 1982.
반공드라마-동토의 왕국. 1984.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사랑의 교실. 1990.
임백천 월드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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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Society & Association)

대한산업미술가협회 I 한구 현대디자인 盒험작가 협회 I 한국디자이너협의회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공예가협회 i 한국패키지디자인혐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 한국일러스트현으회 |

한국디자인학회 I 한국실내건축가협회 I

田②131因境

［명칭］ 대한산업미술가협회

/Korea Visual Design & Crafts Association

［설립연도］ 1945년 12월 27일

［대표］ 정담순

［주소］(124-200)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4-8 용호빌딩 101호

［전화］ 02-323너303

［FAX］ 02-323-1303

연혁

1945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창립

1946 동화백화점에서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발표전 을 개최

1946. 5. 21~5. 31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6. 12. 25~ 제2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47. 1. 5

1947. 5. 21~5. 29 제3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47. 9. 16 ~23 제4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고도 경주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8. 4. 20〜30 제5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남해의 조선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8. 10. 1〜8 제6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산업건설전, 동화백화점 화랑）

1950. 4. 25〜30 제7회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54. 4. 10〜19 제8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54. 5. 3〜12 제9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제10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1959. 4. 20〜30 제11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건국10주년 기념전, 중앙공보관 화랑）

1960. 10. 17 〜23 제12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화랑）

1962. 3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KAA） 산하단체 등록（제27회）

1963. 3. 11〜17 제13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제주관광전, 중앙공보관 화랑）

1964. 8 . 20 〜27 제14회 대한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강원도 관광전, 강원도 공보관）

1965 . 9. 11-17 제15회 회원전/ 제1회 산미공모전（신문회관 화랑 1충 ・ 3충）

1966 . 5 . 7〜13 제16회 산미전（미도파 화랑）

1966. 11. 14〜19 제17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제2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7. 10 . 27Tl. 1 창립20주년기념 제18회 산미회원전/ 제3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8. 10. 21〜30 제19회 회원전/ 제4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9 . 7. 11-17 제20회 회원전/ 제5회 산미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덕수궁））

1970. 2. 14~20 제21회 회원전（신문회관 화랑）

1970. 12. 21〜26 제22회 산미전/ 제6회 산미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

19거 회원전 및 한일작품 교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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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전 개최

일본의 이과회 산업 디자인부와 일본신공예가연맹이 참가하는 한일교류전

1971. 4. 20〜27 제23회 산미회원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71. 12. 3〜7 제7회 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

1972. 5. 26~ 6. 1 제24회 산미회원전/ 한일작품교환전（일본국 이과회 상업미술부, 명동 화랑）

1973. 4. 24〜29 제25회 산미회원전（신세계미술관）

1973. 12. 8〜14 제9회 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

1974. 4. 30~ 5. 5 제26회 산미회원전（신세계미술관）

1974. 8. 28〜9. 3 제10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1975. 10. 1〜7 산미 제27회 회원전/ 제11회 전국공모전（신문회관 화랑）

1976. 10. 5-10 산미 제28회 회원전（문화 화랑）

제12회 공모전（명동 미즈백화점 5충 화랑）

1977. 6. 22〜27 산미 제29회 회원전（미도파백화점 장미흘）

1977. 6 제13회 공모전（미도파백화점 장미홀）

1978. 4. 24~30 산미30년전 제30회 회원전/ 제14회 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79. 4. 23 〜29 산미전 제31회 회원전/ 제15회 전국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0. 11. 24〜30 제32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제16회 전국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1. 4. 23〜29 제33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제17회 전국공모전

제1회 아세아디자인교류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제2회 아세아디자인교류전 （중화민국 대북시 국부기념관, 아세아디자인교류전 중화민국 고웅시립 문화중심 ,

아세아디자인교류전 중화민국 대중시립문화중심 , 중화민국 대남 시 현대생활전람회장 ）

1981. 7. 10-15 제1회 일한문화교류전

1982. 5. 31〜6. 5 ICOGRADA（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 회원가입

제34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제18회 전국공모전

제2회 한일디자인교류전

1983. 5.9〜15 제35회 산미회원전/ 제19회 산미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3. 8. 18-28 일한문화교류전 （일본국 사가현 립 박물관）

1984 한일현대포스터전

한일디자인세미나

제36회 산미회원전/ 제20회 산미공모전

제3회 아세아디자인교류전

1984. 6. 11~16 제4회 한일디자인교류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5. 6. 17〜22 제37회 산미회원전/ 제21회 산미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5. 8. 14-18 제5회 일한문화교류전（일본국 사가신문사）

1985. 5. 9〜9. 25 일본국 이과회 창립70주년/ 디자인부 창립35주년기념 특별전（일본국 동경도 미술관）

1986 창립40주년기념전 제38회 회원전/ 제22호 전국공모전

제6회 한일디자인교류전

1986. 7. 7 창립40주년기념 세미나（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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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7. 11-16 제39회 회원전/ 제23회 전국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7. 8. 18〜23 제7회 일본문화교류전（일본국 사가현립미술관）

1988 제40회 회원전/ 제24회 공모전

1988. 7. 8〜13 제8회 한일디자인교류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9. 6. 16〜21 제41회 회원전/ 제25회 공모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9. 8. 22〜27 제9회 일한문화교류전/ 1989 일한교류디자인 • 공예작품전

1990. 7. 6〜11 제42회 회원전/ 제26회 공모전

한일교류10주년기념 제10회 한일문화교류전

1990. 7. 7 한일교류10주년기념 세미나

1990. 7.8〜9 산미 공예가회 WORKSHOP

1991. 7. 16〜21 제43회 회원전/ 제27회공모전

1991. 7. 30〜8. 4 제11회 일한문화교류전/ 1991 일한교류디자인 • 공예작품전（일본국 사가현립 미술관）

1992. 7. 16〜21 제44회 회원전/ 제28회 공모전

제12회 한일디자인 • 공예교류전

1993. 7. 15~20 제45회 회원전/ 제29회 공모전

1993. 11. 18〜21 제13회 일한문화교류전/ 1993 일한교류디자인 • 공예작품전

1994. 5. 23〜29 제46회 회원전/ 제30회 공모전

제14회 한일디자인 • 공예교류전

1995. 5. 26〜6. 1 제47회 회원전/ 제31회 공모전

1996 '96 한국 디자인 포럼에서 '산업디자인 윤리 강령' 선포

1996. 5. 22〜26 제48회 회원전/ 제32회 공모전

1996. 11. 2〜8 '96 우수문화상품전 초대전

1997 제49회 회원전（서울시립미술관）

1997. 6. 3〜7 제33회 공모전（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관）

1997. 6. 13~21 제16회 한일디자인 • 공예교류전

ICOGRADA Trailing Poster Exhibition- Seo비전- 20개국 66점 출품

1997. 10. 13〜21 '97 한국현대공예특별전（문화일보 갤러리）

1997. 11. 10〜16 ' 97 서울문화관광상품초대（한국종합전시관（KOEX）제8전시장）

연구내용

'대한산업미술가협회'는 1945년 발기 당시에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회는 해방 

직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정국의 혼미 속에서 그듈 나롬대로 산업미술의 향방을 찾기 위해 노력한 당시 디자인계 

지식인들의 첫시도였다. 그들은 종래의 일품제작에서 탈피한 산업미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협회는 1945 

년 발족한 이래 1946년 5월 동화백화점에서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발표전' 개최를 비롯하여 매년 빠짐없이 전시회 

률 통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조선산업미술가협회'의 명칭은 1946년 창립전에서부터 1948년 제6회 회원전까지 사 

용되었으며, 1950년 제7회전에는 '산업미술가협회 그리고 1954년 제8회전부터 현재까지 '대한산업미술가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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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회의 약칭으로 쓰고 있는 '산미전 의 명칭은 1947년 제3회전부터 사용하여 

현재까지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협회의 상징인 심볼마크는 1948년 제5회전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지금의 것과는 다른 삼각형의 꼭지점이 좌우로 

마주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사용하고 있는 심볼마크는 1966년 제17회전부터 사용한 것이다. 창립당시 

는 포스터률 중심으로 한 그래픽디자인만이 참가하였으나 1954년 제18회전에 김관현의 제품디자인, 1964년 제14회 

전에 황종례의 도자기가 처음 출품되었다. 그리고 1967년 제18회전부터 회원제도가 등장하였다. 1974년 제26회 회 

원전부터 그래픽디자인부, 상업사진부, 공예부, 공업디자인부로 회원구분이 되었으나 제30회 회원전에 공업디자인 

부를 폐지하고 그래픽디자인부와 공예부로 이원화했다.

창립회원은 권영휴, 한홍택, 홍순문, 이완석, 유윤상, 조능식, 엄도만, 조병덕, 최성한, 이봉선, 홍남극 등이었고 

협회의 위치는 서울시 예지동 189번지（천일빌딩 내）였다. 창립회원 중에 한홍택, 엄도만, 조병덕 같은 화가가 있어 

서 포스터 같은 디자인에 손을 댄 것이 이 시기의 특색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시각디자이너는 순수하게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보다는 화가출신이 더 많았다. 이 협회는 국내최초로 그래픽 디자인을 도입하고 오늘의 디자인븜을 가 

지게 된 동기를 조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일반사회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육성보급 촉진시켰다.

창립후 제1차 행사계획은 광복을 위한 작품전시회로 회원 1인당 전지 3점씩을 제작키로 하고 협회의 정관은 1） 

대외문화교류, 2）미술 춤판물 간햄, 3）창작발표전이라는 내용으로 계획하였다. 그들이 목적한 사업계획은 1）작품발 

표, 2）선전공예물 전시회, 3）상업도안 둥에 관한 연구와 양성, 지도, 강연, 좌담회의 개최, 4）신국가 선전 정책의 

협력, 5）외국 산업미술을 봄, 가을 2회의 작품전을 통해 국내에 소개함 등으로 되어 있다. 그돌은 '46년 5월에 창 

립전을 가진 이래 거의 매년 한 번씩 창립전을 갖고 '65년부터는 전국공모전을 개최해 우리나라 시각디자인 발전 

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산업미술가협회는 창립되던 해 5월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전인 '조국광복과 산업부홍전으로 공식적인 첫 

전시회를 가지며, 이듬해인 '46년 12월 '산업 포스터 및 팜플렛전' , '47년 5월 '울림픽에 관한 디자인전' , '47년 9 

월 '관광을 위한 경주, 충주, 단양 스케対전' 을 가져 포스터 제작을 통한 능동적 사회참여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48년 제6회전에는 산업건설 포스터전이 개최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업입국'이라는 국책 아래 산업건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후의 회원전은 주로 '관광'과 '산업건설 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었다.

1965년에는 국내최초로 이나라 디자인계의 신인발굴과 등용문으로 마련한 산미전국공모전이 탄생되었다. 이어서 

다음해인 1966년전에는 정부에서 당시 상공미술 집행원이 새로 발족하게 되었다.

수공예의 방법에서 기계공예로 옮겨지는 '50년대와 '60년대에 산미전은 이른바 도안을 바탕으로 시각예술에 이 

바지해왔다. 그것이 공업시대로 돌입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시각디자인의 세계를 개척했고, 고도성장을 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는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공예디자인에까지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65년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발 

달과 고도성장에 따르는 사회발전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산미전의 활동도 그 폭을 늘릴 수 밖에 없 

었고 그때부터는 회원전과 더불어 꽁모전을 창설하고 신인의 발굴에 힘썼다.

19기년부터 회원전 빛 한일작품 교환전을 개최하여 국제화의 길을 열었다. 1972년 한일디자인교류전을 최초의 

시작으로 하여 이후 계속적인 국제간의 교류전을 개최하며 우리나라 디자인 및 공예 분야의 발전을 계획하여 장기 

적이고도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사에서 산미협회의 존재가 높이 평가 받고 있다.

1972년 제24회 회원전에 일본국 이과회 상업미술부 중앙회원들과의 교류를 한 것이 처음이며, 1976년 제28회 회 

원전에 미국독립20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현대작가 40인 포스터전'이 미국공보원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1981년 

1월 박선의, 백금남, 정신공, 김경중, 전년일 등 5명이 대만의 타이페이를 방문하여 대만의 '중국미술설계협회'와 

더불어 홍콩과 일본국을 포함하여 '아세아디자이너연명 을 창설하였다. 이어 일본국 사가시를 방문하여 '한일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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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을 매해 돌아가며 개최키로 합의를 보았다. 이 한일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작가들의 문화교류라는 좁은 범 

위를 넘어 총합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87년에는 일본에서 회원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모전에 입상한 신인들이 

일본에 초청되어 일본 미술계를 시찰하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1882년 3월에 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ICOGRADA）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단체로서의 인정과 함께 그 

위상을 국제 디자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 협회는 지난 '89년부터 시각디자인부문과 공예부문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각 부문의 전문적인 발전 

을 위해 회원전과 공모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89년 제41회전부터 '산미시각디자이너회' 와 '산미공예가 

회 로 독립채산에 의해 쌍두마차로 현재까지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대한산업미술가협회는 시각 디자인부인 I 부와 공예부인 II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각부의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부터 이와같이 이분화하여 운영해 온 것은 주변 상황 

의 변화와 기구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대한산업미술가협회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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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설립연도】 1969년

韓國現住디자인買竣作家協會

The Korean Society for Experimentation in Contemporaty Design（KECD）

연혁

1969. 9 창립

1970. 4 제1회 창립전（국립공보관 화랑）

1970. 11 제2회 회원전（삼보화랑）

1971. 4 제3회 회원전（국립공보관 화랑）

1971. 8 제4회 회원전（명동 MUSIC TOWN） - 음악에의 Image를 위한 그래픽전

1971. 11 제5회 회원전（신세계 화랑）

1972. 3 제6회 회원전（국립공보관 화랑）

1973. 2 제7회 회원전（국립공보관 화랑）

1973. 12 제8회 회원전（신세계 화랑）

1974. 5 제9회 회원전（국립공보관 화랑）

1974. 12 중한신상예술전 （중화민국 대북시 순운화랑） - 중화민국변형충설계 협회 교류전

1975. 5 제10회 회원전（국립공보관 화랑）

1976. 4 제11회 회원전（GROWRICH화랑）

한 • 중 GRAP네C교류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77. 4 제12회 회원전（GROWRICH화랑）

1977. 11 제13회 회원전（GROWRICH화랑）

기획전 '1 일전' ・ '한국인'전

1978. 9 제14회 회원전（GROWRICH화랑） - '아시아게임포스터전

1979. 2 중 • 한 현대예술군전（중화민국 대북시 춘지예랑）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79. 2 중 • 한 현대예술군전（중화민국 고웅시 고웅학원）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79. 5 제15회 회원전（신세계미술관） ・ UN제정 '세계아동의 해' 포스터전

한 • 중 현대GRAPHIC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제16회 회원전（미도파화랑） - '한국속담전

1980. 7 한 • 중 현대GRAP네C전 - 중화민국변형穹설계협회 교류전

1981. 7 제17회 회원전（미도파화랑） - Yes, No'전

1981. 9 중 • 한 속어표현전（중한민국 대북시 춘지예랑）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82. 7 제18회 회원전（ARAB문화회관） - *88 서울올림픽 포스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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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8 제19회 회원전（대전시민회관 전시실）

1982. 11 아주설계명가격청전 （중화민국 대북시 국부기념관）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향항（香港）, 일본국 JCA 공

동참가（총 35명 참가）

1983. 7 제20회 회원전（출판문화회관 전시실）

한 • 중 GRAP네C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84. 10 제21회 회원전（ARAB문화회관）

1984. 11 제22회 회원전（전주 전북대학교 전시실）

1984. 12 제23회 회원전（대전 현대화랑）

1985. 8 제24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 'STAR WARS'전

1985. 10 제25회 회원전（강릉문화원）

1986. 2 반전（飯田） = 서울미술교류 '86전（일본국 반전시 창조관）

1986. 2 서울현대평면디자인전（일본국 장야현, 913 DRINK전시실） - 일본국 반전미술연구회 주최

1986. 7 좌구（佐久） '현대 EVENT 86' 전（일본국 좌구시 영선동화랑） - 일본국 반전미술연구회 주최

1986. 8 제26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한 • 중 그래픽 교류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86. 11 제27회 회원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기획 초대

1987. 5 'A COMMUNICATIVE - FENCE'전（일본국 반전시립도서관） - 일본국 반전미술연구회 주최

1987. 10 제28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1988. 12 제29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 'AD 2000년 전（展）

1989. 4 중 • 한 그래픽 교류전（중화민국 대북시 화시예술중심）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전

1989. 8 창립20주년기념 제30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 제2기 선언

한 • 중 현대그래픽아트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교류 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KAA） 산하단체 등록（제82호）

1990. 7 '한국의 이미지' 일본전 - 별부전（일본국 별부시 TOKIWA백화점 화랑）

'중국의 이미지전' - 중화민국변형충설계협회 참가

1990. 8 '한국의 이미지'일본전 - 반전전（일본국 반전시미술박물관）

반전국제현대미술 ' 90전 연휴 참가

1990. 8 강연회 - 한국 현대그래픽디자인의 형성과 발전（반전시미술박물관 강당）

1990. 9 제31회 회원전（동방플라자 미술관）

한 • 중 디자인 교류전

1990. 10 제32회 회원전（원주 카톨릭센터 전시실）

1990. 11 제33회 회원전（춘천시립문화관 전시실）

1991. 2 아주설계가교류전 （중화민국 대북시립 미술관）

1991. 3 아주설계가교류전（중화민국 신영시 대남현립 문화중심）

1991. 4 아주설계가교류전（중화민국 강산시 고웅현립 문화중심）

1991. 5 아주설계가교류전 （중화민국 대남시립 문화중심 ）

1991. 5 제34회 회원전（군산시민문화회관 전시실）

1991. 6 제35회 회원전（공주문화원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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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아주설계가교류전 （중화민국 고웅시립 문화중심 ）

1991. 7 The World CRY - ART Show' 국제전 참가(일본국 반전시 창조관 + ART HOUSE)

독일작가 Angela + Peter초청 Mail Art전, Perfomance, Workshop개최(1991. 7. 23~7. 29/ Kim* s Collection

Gallery 협찬)

1991. 8 아세아 GRAP네C IMAGE 나라（奈良） ‘91 전（일본국 나라시 나라정센터）

1991. 9 제36회 회원전（동방폴라자 미술관）

제1회 아세아그래픽디자인전

1991. 9 아세아그래픽 디자인전 - 춘천전（춘천시립 문화관 전시실 ）

1991. 10 아세아그래픽 디자인전 - 공주전 （공주대학교 전시실）

제1회 국제디자인세미나（10월 1일/서울 : 월간 디자인하우스사 회의실）

일본국 일러스트레이터 등창영행 （藤倉英幸） 포스터 전 초대개최서 991. 10. 14-10. 23/성균관대학교 전시실 ） 

소련작가 Umar Kruusamas 일러스트, 컴퓨터그래픽전 초대개최어 991. 10. 14〜 10. 23/성균관대학교 전시실 ） 

재（在） 캐나다 '홍익미술전 초대참가（CANADA TorontoAl （Allege Park Gallery） 

'한국의 이미지' - 복강전（일본국 복강현립미술관）

1992. 1 한국PR협회（KPRA）단체회원 가입

1992. 2 제1회 회원WORKSHOP。월 22일/성균관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국제관광항공 POSTER전 출품작 심사（전회원 참가）

아세아그래픽디자인전

1992. 5 제1회 대학생 디자인WORKSHOP®월 12일〜16일/성균관대학교 평면디자인실）

1992. 6 제37회 회원전（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전시관）

국제관광항공포스터전

1992. 7 국제 Mail Art전 참가（일본국 반전）

국제관광항공포스터 전 （나래 디자인문화센 터 ） - 나래 디자인문화센터 협찬 

'한국의 이미지' - Los Ang이es전（미국 LA한국문화원 전시실） 

디자인세미나（7월 23일/미국 Los Angles 한국문화원 강당）

1992. 8 '한국의 이미지' - 동경전（일본국 동경한국문화원 전시실）

1992. 10 아세아 Graphic Poster '92 복강전 초대참가（일본국 복강현립미술관）

Yugoslavia작가 Andrej Tisma초청 Mail Art전 개최（1991. 10. 1 〜 10. 10/성균관대학교 전시실）

제38회 회원전（강릉문화예술관 전시실）

- 홍콩 그래픽디자인전

제1회 국제디자인세미나어991） 발표논문집 발간

1992. 11 제39회 회원전（목포이BC방송국 전시실）

서을 - 홍콩 그래픽디자인전

제40회 회원전（나래디자인문화센터）

서울 - 복강 그래픽포스터전

1992. 12 조선일보사 '쓰레기를 줄입시다' 범사회적 캠페인 참여단체 

제2회 회원WORKSHOP 12월 5일〜6일/마석 수동 유스타운） 

홍콩그래픽 디자인전（나래 디자인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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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항공포스터전

1993. 2 '한국의 이미지' - 별부전（일본국 별부시 TOKIWA백화점 Cosmopia Center Mail）
문화디자인 심포지움 개최（2월 6일/ TOKIWA백화점 회의실）

아동（兒童）, 학생 디자인 지도（2월 6일/TOKIWA백화점 회의실）

제2차 회원해외문화예술탐방

1993. 3 이태리그래픽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터 ENZO BIANCO초청전어993. 3. 8〜 3. 13/나래 디자인문화센터 협찬）

인도작가 Madhu Kant Mundra 일러스트레이션 초청전어993. 3. 8~3. 13/KIM ejection갤러리 협찬）

제41회 회원전（광주남도예술회관 전시실）

국제관광항공포스터전

제42회 회원전（여수시민회관 전시실）

제43회 회원전（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993. 4 제44회 회원전（안동문화원 전시실）

제3회 회원WORKSHOP。월 17일〜18일/안동하회마을）

1993. 6 독일 Minden시 Buz갤러리 개관10주년기념 초청전（독일 Minden시）

제45회 회원전（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전시관）

UN제정 The Year of Family ' 94'전 （UNESCO한국위원회 후원）

서울 - 스칸디나비아 그래픽포스터전

'한국적 인상 - 중국전'

중한서화전 - 연대화원 , 연대서협 , 연대 국제경무대학

제3차 회원해외문화예술탐방 - 9명 참가서993. 8. 1〜8. 20/중국 북부지역일원, 백두산 2회 등정（發頂）

제46회 회원전（나래디자인문화센터 후원）

제2회 국제디자인세미나（9월 4일/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세미나실）

ICOGRADA（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본부 : 영국 London）정회원 가입

아세아그래픽 디자인교류전（일본국 명고옥시민 갤러리 ）

조선일보사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범국민적 캠페인 참여단체

1993. 10 한국현대 그래픽디자인 - 대판전（일본국 대판시 호도리갤러리）

제47회 회원전（천안시민회관 전시실）

제4회 회원WORKSHOP（10월 16일~17일/공주/부여/안면도）

1993. 11 제48회 회원전（금천시립문화회관 전시실）

제49회 회원전（울산문화원 전시실）

제50회 회원전（경주서 벌문화회관 전시실）

제51회 회원전（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993. 12 제5회 회원WORKSHOP어2월 4일〜5일/마석 수동유스타운）

1994. 2 "한국의 이미지' - PANAMA전（Panama대학교 전시실）

제1회 PANAMA Art Biennale전 연휴참가

1994. 3 제52회 회원전（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53회 회원전（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전시실）

1994. 4 제54회 회원전（창원 KBS방송국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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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회원전（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전시관）

제2회 아세아 Graphic Design Triennale전

아세아 Graphic Design Triennale전（춘천시립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6회 회원WORKSHOPS월 5일〜6일/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

아세아 Graphic Design전（군산시민문화회관 전시실）

일본국 대판 창조사 디자인전문대학（Sozosha College of Design）주최 1994 제2회 국제대학생 Design Workshop 에 

본협회회원 소속대학생 추천참가

'한국의 이미지' - Tartu전（ESTONIA Tartu대학교 전시실）

제9회 Nocara국제문화전 참가（ITALY Nocara시 주최）

'한국의 이미지' - Minden전（독일 Minden/Gallery Buz초청）

Gutersloh International Festival 참가（독일 Gutersbh시 주최）

'한국의 이미지 - Gutersloh전（독일 Gutersloh/Forum Kunst & Sch니e Gallery 초청）

제4차 회원해외문화예술탐방 - 7명 참가（1994. 8. 1〜8. 24/Europe 10개국 순방）

제2회 PANAMA 국제 애ail Art전 참가（PANAMA Culture Center）

저|8회 국제 Poster Salon - 거리의 미술' 본회회원 9명 추천참가（FRANCE）

제56회 회원전（평창문화원 전시실, 평창문화원 초대）

일본국 명고전 '국제대학생 미술전 에 본협회 추천참가（일본국 명고옥시민 Gallery）

제57회 회원전（횡성문화원 전시실, 횡성문화원 초대）

제58회 회원전（홍천문화원 전시실, 흥천문화원 초대）

제59회 회원전（인제문화원 전시실, 인제문화원 초대）

제60회 회원전（나래갤러리 초대）

한중교류 20주년 기념 - 서울전……기념 Symb이제작 - Ho Pengcheng

제7회 회원WORKSHOPS월 3일〜4일/강촌 Youth Hostel）

한중교류 20주년 기념전

제61회 회원전（정선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정선문화원 초대）

CUBA - Habana ' 95 국제 Mall Art전 참가（Cuba Habana National Museum of Beaux-Arts）

'한국의 이미지' - Tartu전（Estonia Tartu "lllegaard" Artist 이ub Space）

중한 Gr리）hie교류전（중화민국 고웅시립문화중심）

제1회 PISA '95 국제 Electrographic Art전 초대참가（Italy Pisa 국제 MA Archive Gallery）

제62회 회원전（서산문화원 전시실, 서산문화원 초대）

제63회 회원전（가평종합고교 대강당, 가평문화원 초대）

제64회 회원전（여주군민회관 전시실, 여주문화원 초대）

제65회 회원전（이천군민회관 전시실, 이천문화원 초대）

제66회 회원전（성남문화원 전시실, 성남문화원 초대）

제67회 회원전（양평군민회관 전시실, 양평문화원 초대）

제68회 회원전（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전시관）

한국 - ITALY Graphic Poster교류전

저I8회 FRANCE 국제 Poster Salon - 거리의 미술' 서울초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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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제작 '홍보Poster - 미술Poster' 초대전

1995. 7 1995 제16차 ICOGRADA Lisbon 국제총회 대표파견

일본국 대판 창조사디자인전문대학（Sozosha （Allege of Design）주최 '1995 제3회 국제대학생 Design Workshop 에

협회 소속 대학생 추천참가

중한 Gr히）hie교류전（중화민국 대남현립문화중심）

1995. 8 중한 Gr리）hie교류전（중화민국 대북중화전시대화랑）

1995. 9 일본국 이과회 창립80주년기념 특별젼（동경전）

1995. 10 일본국 이과회 창립80주년기념 특별전（대판전） 초대참가（일본국 대판시립미술관）

중한 Graphic교류전（중화민국 대남시립문화중심）

제69회 회원전（온양문화원 전시실, 온양문화원 초대）

1995. 11 제70회 회원전（합덕대건신협 전시실, 당진문화원 초대）

제71회 회원전（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문화원 초대）

한국현대 Graphic Poster - Milanodtaly Milano, AIAP Gallery）

아세아 • 복강 Creative Relay - I 전 초대참가（일본국 복강, ACROS복강 교류 Gallery）

1995. 12 제8회 회원 Workshop（12월 2일〜3일/양평 대명콘도）

1996. 1 제5회 Mexico 국제 Visual & Experimental Poetry Biennale전 참가

1996. 2 별부 '96 Graphic Art Poster초대전（일본국 별부시역소 Reception Hall）

제5차 회원해외문화예술탐방 - 7명 참가（1996. 2. 12-2. 18/일본국 구주지역일원）

아세아 Design교차전 'ACROS복강 Creative Relay - II 전' 초대참가（일본국 복강시 ACROS복강 교류Gallery）

1996. 3 제2회 PISA ' 96 국제 Electrographic Art전 초대참가(Italy Pisa International 내ail Art Archive Gallery)

1996. 5 제72회 회원전（서울역문화관 전시실）

' 96 Seoul 국제 Poster전

제9회 FRANCE 국제 Poster Salon 초청전

일본국 JAGDA 복강지구회원 초청전

1996. 7 서울 ・ 하얼빈 Graphic Art 교류전（중국 흑용강성미술관）

1996. 8 서올 ・ 연길 Graphic Art 교류전（중국 연변대학예술학원미술관）

제1회 한중 Design 학술발표회（8월 2일/연변대학예술학원 강연실）

1996. 9 제 11회 국민문화제 Toyama '96 '국제 Posted' 초대출품（일본국 부산현민 Plaza 전시실）

제73회 회원전（담양군민회관 전시실, 담양문화원 초대）

1996. 10 제74회 회원전（강진문화원 전시실, 강진문화원 초대）

제75회 회원전（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

현대 Graphic Art Poster의 조망전 - 국립중앙도서관 후원

제76회 회원전（장성문화원 전시실, 장성문화원 초대）

제77회 회원전（진도문화원 전시실, 진도문화원 초대）

1996. 11 제78회 회원전（남원 춘항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남원문화원 초대）

제79회 회원전（정읍 정읍사예술회관 전시실, 정읍문화원 초대）

1996. 12 Canada Victoria College of Art주최 대학생 Design Workshop 협회 추천참가

1997. 1 ICOGRADA부회장 Sadik Karamustafa씨（Turkey그래픽디자이너협회 회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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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ICOGRADA차기회장 Guy-A, Schockaert 내한

제80회 회원전（예술의전당 미술관）

제3회 Seoul - Asia Graphic Poster Triennale전

제3회 국제디자인 세미나（3월 22일/예술의전당 컨벤션센타）

1997. 4 ICOGRADA World Graphics Day기념 - 제9회 회원Workshop"월 27일/양지파인리조트 강당）

1997. 5 서울 - 부산 현대 Poster전

1997. 6 Sharing Jerusalem - Jerusalem국제Fax - Art전 참가이sra이/Palestine)

1997. 7 • '한국의 Image - Victoria전（Canada Victoria Eaton's Centre）

부산과 한국 • 일본교류 Poster전（일본국 부산시민 Plaza Atrium）

부산과 한국 • 일본교류 Poster전（일본국 고강시미술관 Gallery）

1997. 8 제81회 회원전(Free Art Gallery)

Seoul - Toyama 한일교류Poster전

1997. 9 제82회 회원전（포항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997. 10 1997 제17차 ICOGRADA Congress 및 General Assembly에 대표참가

1997. 12 제83회 회원전（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

현대 Graphic Design의 실험전

1997년도 총회 및 제17차 ICOGRADA 세계대회 참가 결과보고회

1998. 4 98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참가（4월 21일/KOEX국제회의장）

1998. 5 제84회 회원전（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전시관）

1998. 6 '한국의 Image - Paris전（France Paris한국문화원 전시실）

1998. 7 ICOGRADA본부 방문(7월 3일/England London), Mary 에니lin사무총장과 면담

ICOGRADA(국제Graphic Design단체협의회) Guy Schockaert회장 방문 면담(7월 10일 B이gium Bruxell)

1998. 9 제12회 Fra nee 국제 Poster Salon - SeoulS （Space SADI Gallery）

International Travelling Poster Exhibition

제 12회 France국제Poster Salon - 대전전（계명대학교도서관 전시장）

제85회 회원전（군산 호원대학교 전시관）

아주설계명가•변형충관회전 초대출품 （ 중화민국 고웅현립문화중심 ）

1998. 10 제86회 회원전（양구문화체육회관 전시실）

Seo니 ICOGRADA Joint Board 이eeting（10월 13일〜16일）에 참여

아주설계명 가변형충관회전 （중화민국 고웅현립문화중심 ）

1998. 10 제87회 회원전

1998. 11 '어울림' 한국현대Poster대전 참여（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전시관）

1998. 12 'ICOGRADA Workshop 1999 x-D Seoul' 에 장호철 추진위원 참여

'ICOGRADA Millennium Congress Oullim 2000 Seoul* 대책추진위원 참여

1998년 총회 및 톡강서2월 5일〜6일/홍천대명리조트)

1999. 1 'ICOGRADA Workshop 1999 x-D Seoul' 조직위원회 위원참여（백금남, 강병돈）

1999. 2 복강 일한현대Graphic Poster전（일본국 복강현립미술관）

2002 World Cup Korea/Japan Image Poster별부전（일본국 별부Doklwa백화점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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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군산개항100주년기념 국제현대Poster전 참가（군산시청전시실）

1999. 6 '어울림 한민족Poster대전 참여（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전시관）

협회 후원 Australia RMIT대학교 미술대학장 Robin Williams교수 강연회（6월 4일/서울 Australia대사관 회의실）

ICOGRADA Workshop 1999 x-D Seoul/국제청년 Graphic Design Workshop 공동주최참여

1999. 7 ICOGRADA회장 Guy-A, Schokaert와 함께 2000년 대회준비를 위한 간담회（7월 10일/호반）

연구내용

흥익대 응용미술과 출신인 공상용, 김훈주, 박근지, 박장애, 박준배, 방조국, 백금남, 신정필, 전년일, 이병학, 최 

회자 등은 1969년 9월에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를 창립했다. 1970년 4월 13일 국립공보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했으 

며 이후 1975년까지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1974년에는 대만에서 열린 '한중심상예술전（韓中心象藝術展）' 에 

백금남, 최회자, 전후연, 이한홍, 한호림 등이 원정 출품했고, 1976년에는 '한중그래픽교류전 을 그로리치 화랑에 

서 개최하여 중국의 오리지널 포스터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함과 아울러 국제교류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박암종.「한국디자인 100년사（6）」.「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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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②

［명칭］ 한국디자이너협의회/Korea Designers Court이l(KDC) 

［설립연도］ 1972년 5월 13일

N단밥인 한국디자이너협의회

KOREA DESIGNERS COUNCIL

［대표】 조영철

［위치】(138너90)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5-12 대주빌딩 504호

［전화］ 02-423-3279

［FAX］ 02-2203-3939

연혁

1972 창립총회, 창립전

1980 제8회 회원전, 제9회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1981 제9회 회원전, 제10회 전국 대학 디자인 공모전, 한 • 중 교류전과 공동세미나

1982 KDC산하의 공예협회, 한 • 일교류전

1986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디자인 대전이라는 별칭으로 진행

연구내용

한국디자이너협의회아①C)는 1972년 5월 13일 창립총회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2번째로 긴 역사를 가진 디자인 

단체이다. 그 전신인 한국공예가회(현재의 '한국공예가회'와는 별개의 단체)는 그보다 훨씬 이른 1965년 창립되었 

으며, 당시 도안, 의장, 공예의 측면에서 이해되었던 디자인이 본래의 개념인 '인간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을 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고 정의되게 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새로이 구성되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돌의 통합체 구성으로 장기적으로는 디자이너돌의 역량 결집의 장으로서 우리나 

라 디자인의 발전을 이룩하고, 단기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데 이 단체 

의 목적이 있다. 협회는 한국공업 디자이너협회(INDDA), 한국시각디자이너 협회(VISDA), 한국공예 디자이너협회 

(CRADA)등 세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은 학계, 기업체, 개인홭동을 하고 있는 사람 순의 비율로 구 

성되어있으며, 회원전과 전국 규모의 공모전 성격인 디자인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1988년 당시 협회장을 맡았던 박대순은 다음과 같이 협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자인 단체가 과다한 상태이다. 물론 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 활동이 활발한 것 

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국제 무대에 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지닌 단체가 없이 군웅할거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된다. 그런 대표성을 가진다 함은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를 가능하게 하고 국내에서도 디자인 대회 

를 열수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디자인 진홍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KDC는 창립 당시부터 세 협회(한국 공업디자이너 협회, 한국 시각 디자이너 협회, 한국 공예 디자이너 협회) 

의 협의체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장기적으로도 화합을 전제로 하는 통합이라면 KDC는 언제 

라도 해산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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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의 중심 활동은 두 가지 전시회률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KDC회원전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대전으로 

'85년도까지 14회에 걸쳐 내려온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을 확대 발전시킨 작품전이다. 이것은 '86년부터 경 

향신문사와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외에 활발한 국제교류도 추진하고 있어서 '81 년의 한 • 중 교류전과 

공동세미나, '82년 KDC산하의 공예협회가 문예진홍원의 지원 아래 일본에서 치른 교류전 등이 있다.

이 협회는 또한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디자인계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박대순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 "우선 정부의 정책적인 디자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측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극 

히 미비하기 이를 데 없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에 상공부에 설치되어 있던 디자인과가 그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상공부 산하 산업진흥과 내의 디자인 담당으로 축소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가 있으나 사실상 KDPC의 디자인계에 대한 기여는 '산업디자인전 개최를 빼 

놓고는 이렇다 하게 두드러지는 게 없다. KDPC는 현재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소품디자 

인보다는 디자인 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디자인의 성격이 학제적（學際的）인 만큼 인접학문과 

연결시키는 각종 연구실의 설치, 그리고 그것듈을 효율적으로 일선디자이너 혹은 전공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 

계의 수립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디자인 정책에 대한 견해 뿐만 아니라 디자인 교육에 대한 문제까지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디자인 교육이 공예의 성격을 띠었던 반면 현재 디자인은 50% 예술, 50% 과학이라고 

이야기되듯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이 무척 중요시 되고 있다. 그것은 일网감치 예술에서 독립된 디자인이 그리 

는 솜씨나 공예적 성격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사회를 중심으로 평 

가되고 그에 따라 학문으로써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자인 교육은 기업내의 

디자인 교육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전 회장은 그 이유를 "디자인 교육계가 학문하는 자세가 되어있 

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그런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던 한국 디자인학회가 문교부 지원 

하에 논문집 2권을 낸 것이 1이년간 활동의 전부이고, 그 이후 설립된 현대 디자인 학회의 할동 역시 더욱 미흡했 

던 것도 사실이다. 이 협회는 교육계의 부족한 점을 학회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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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초대회장］ 민철흥(KSID)

［설립연도］ 1972년 6월 2일(KSID)

［전화］ 02-565-6042~3

［FAX］ 02-567-0449

연혁

1972. 6. 9

1972

한국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아(SID) 창립

초대 회장 민철홍 회원 피선

한국디자이너협의회 산하 공업 디자이너협회이NDDA) 창립

1972.11. 28〜12. 3 제1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2〜79 제1기에 협회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저변확대를 전제로 주력

1972〜89 KSID 회원 작품전시회 개최

1972-93 KDC(INDDA) 회원 작품전시회 개최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1973. 12. 13~18 제2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4. 10. 15〜20 제3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4 제2대 회장 민철홍 회원 피선

1975. 9. 23〜26 제4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6. 12. 14-19 제5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6 제3대 회장 부수언 회원 피선

1977. 7. 5-10 제6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8. 12. 4〜10 제7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78. 12. 4To 제1회 한국공업디자인상 공모전

1978 제4대 회장 부수언 회원 피선

1978-82 한국 공업디자인상 공모전

1979. 10. 25~30 제8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회 회원전

1980 2기에 협회는 조직개편 이후, 보다 전문적인 단체로서의 자체정비, 내실을 기하는 것을 사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산업계에 대한 질적 항상을 위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KSID 하계대학 과 'ID 페스티벌 을 산업계의 후원을 얻

어 개최

조직 개편 및 제5대 이사장 민철홍 회원 피선

1980. 8. 18~22 제1회 KSID하계대학 개최

1980. 12. 3〜9 제9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회원전

1980. 12. 3〜9 제2회 한국 공업디자인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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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9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하계대 학 개최

1981. 8. 17〜21 제2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1. 11. 30너2. 6 제10회 한국인더스리얼디자이너협회 회원전

1982 제6대 이사장 민철홍 회원 피선

제3회 한국 공업디자인상 공모전

1982. 8. 16〜20 제3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2. 11. 20〜26 제11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회원전

1983 세계산업 디자인 단체협의회(ICSID)에 정회원으로 가입

1983. 8. 16-20 제4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4 제7대 이사장 민철홍 회원 피선

1984. 8. 16-18 제5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5 KSID 준회원 제도 실시

1985. 7. 5〜7 제6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5〜90 ID Festival 개최

1986. 5. 30 제4회 한국공업디자인상 논문 공모

1986. 7. 4~6 제7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6. 9. 27 KSID디자인 학술 세미나

1986-91 디자인 학술 세미나 개최

1987 사업 실적으로 ICOGRADA와 ICSID 그리고 旧합동총회에 참여

일본 디자이너 협회와 회원 교류전 개최(일본)

15년 연륜의 KSID를 현시점에서 총정리하자는 회원들의 요청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ndustrial Design) 80〜86

집 을 발간

1987. 2. 7~8 제2회 ID Festival 개최

1987. 7. 10-12 제8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7. 8. 16〜21 ICSID 총회 참가

1988. 2. 5〜6 제3회 ID Festival 개최

1988 제9대 이사장으로 이순현 회원 피선

1988. 7. 11-13 제9대 KSID 하계대학 개최

1988. 10. 9 제1회 KSID 학생체육대회 개최

1989. 1. 28〜29 제4회 ID Festival 개최

1989. 5. 10-16 제12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 회원전

1989. 7. 3〜5 제1회 KSID 학생회원 디자인 세미나 개최

1989. 8. 19-21 제10회 KSID 하계대학 개최

1989. 10. 2 제2회 KSID 학생체육대회 개최

1989. 10. 18〜23 ICSID 총회 참가

1990 제10대 이사장으로 안종문 회원 피선

1990. 1. 21-22 제5회 ID Festival 개최

1990. 7. 11-13 제11회 KSID 하계대학 및 디자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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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23 제3회 KSID 체육대회 개최

1990. 12. 4 디자인 세미나 개최

1990. 12. 17~18 제6회 ID Festival 개최

1991 상공부 등록 사단법인 인허

1991. 6. 1 디자인 세미나 개최

1991. 9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가입

1991. 10. 18 상공부 등록 사단법인체 인허

1991. 11. 5〜8 과학+예술전 참가

1992 Industrial Design '97 〜'92' 발간

제11대 이사장으로 안종문 회원 피선

1992. 5. 25〜27 빅터 파파넥 교수 초청 강연회

1993 한국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 (KSID)

한국디자이너협의회 산하 공업 디자이너협회(INDDA)

한국 산업 디자인전문회사협회(KIDCA)

3개 단체를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로 통합

1994 디자인 연구 제1호 발간

국제초청세미나 개최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작성

1995 ICSID '95 타이페이 총회 대표단 파견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설립 및 가입

1996 '96 국제초청 세미나 개최

산업디자이너 윤리강령 제정

1996. 2. 12 *96 한국 디자인 포럼에서 '산업디자인 윤리 강령' 선포

1997 제1회 한국산업디자인상 중앙일보와 공동개최

ICSID ' 97 토론토 총회 대표단 파견

'97 국제초청세미나 개최

연구내용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SID)는 1972년 창립된 이래 한국의 산업디자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서을대와 동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김길홍, 김철수, 민경우, 배천범, 부수언, 안종문, 이순혁, 최대석 둥이 창립회원이었으며 

민철홍이 초대회장이었다. 이 혐회는 디자인 민간단체로서는 국내 유일하게 시각디자이너협회 , 공예 디자이너협회 , 

공업디자이너협회의 3개 분야를 통합 • 운영하여 온 대규모 디자인 전문분야의 단체이다. 1972년에 창립되어 1993 

년까지 21회에 걸친 회원전과 22회의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디자인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온 경륜을 지니고 있다. 회원수는 약 600여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 지역에 8개의 지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정회원은 모두 전문 산업디자이너로 산업체와 교육계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초창기에 60 

여 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1997년 400여 명으로 늘어나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전문단체로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국민 일반에 대한 디자인 계몽에 중점을 두어 각종 디자인 공모전과 회원작품전 그리고 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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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을 운영하여 분야의 역할과 가능성을 사회와 산업에 적극 알리는 데 주력했다. 창립전은 '72년 11월 28일 

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서 개최했는데, 특정 주제 없이 모두 3점씩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 

창립전은 인더스트리얼 전시회로는 국내 처음으로 그 본질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후에 

도 시사성이 큰 주제를 선택한 것은 생활의 개선과 밀착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기능을 홍보하려는 의도였으 

며, 해마다 조명전, 산업도자전 등을 개최하여 사회 전반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창립 이후 줄곳 회원의 작품발표전을 통해 산업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아올러〈한국공업디자인상〉제정, 사〈SID하계대학〉운영과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KSID FOCUS〉의 발간 등 산업 

디자인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동 속에서 창립 이래 벌여온 제반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다원화되는 국제화 시대를 위해 1983년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이CSID)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하였다.

이 협회가 그 동안 꾸준히 벌여 온 사업들은 그대로 우리 디자인계를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72년 6월 창립일로부터 '80년 협회 조직 개편 이전까지를 제1기라 하면 '80년 협회 조직 개편 이후 오늘 

까지를 제2기라고 할 수 있다. 협회 제1기와 2기를 결정짓는 뚜렷한 성격은 유선 대외적으로는 정:치 • 사회적인 격 

변기에 처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회'가 '한국인더스트리 얼 디자이너협회'로 개칭함과 

동시에 종래의 회장단 체제에서 이사장단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게 된 시점에 근거한다.

그리고 제2기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1기와는 다른 성격들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제1기인 '72년부터 '79년 

까지 협회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저변확대률 전제로 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협회의 제2기 

인 '80년부터는 협회 조직개편 이후, 보다 전문적인 단체로서의 자체 정비, 내실을 기하는 것을 사업의 최대 목표 

로 삼았다.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전의 성격을 테마전으로부터 탈피하여 회원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디 

자인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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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디자이너현회」.『월간 디자인」1994년 6월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디자인 연구〉2호 발행」.「월간 디자인」1994년 10월호.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 협회아(SID, 1972년)」.「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rKaid Newsletterj. 1977년 12월호.

820



1972

1973

1975

1976

1977

1979

1980

1981

1981

〜1987

1983

1986

1987

1988

1988

1988

1989

1990

1991

1993

협회 （Society & Association）

대힌산엍 미술가협회 | 한국 현대 디자义 실점 작가 협회 । 한국디자01너험으 회 i 한국산업 디자이너 협회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공예가협회 I 한국패키지디자인혐히 । 한국디자인학회 । 한국실내건추가협회 

한국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 한국일러스트헙 의호!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명칭］ 한국시각디자인협회/Korean Society of Visual Design （KSVD）

［초대회장］ 김교만

［설립연도］ 1972년 7 월 1일

［대표】 김광현

［위치］（137-073）서울서초구 서초 3동 1560너 영경빌딩 201-2

［전화］ 02-3473-0094

［FAX］ 02-3473-0097

연혁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창립（초대회장 김교만）

KAL 포스터 테마전（신세계 화랑）

'75 캘린더 테마전（신세계 화랑）

밝은 사회를 위한 포스터 테마전（신세계 화랑）

문자의 세계 테마전（신세계 화랑）

자유 테마전（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81 캘린더 테마전（미도파 화랑）

한국의 색 테마전（미도파 화랑）

KSVD-JAGDA 교류전（1981. 5, 일본 동경 AXIS 화랑）

해외 디자이너 초청 강연회로서 가메꾸라 유사꾸어981）, 다나까 이꼬, 사까네 스스무어982）, 사또 고이巩서984）, 

마쓰나가신, 엔도 스스무어985）, 후꾸다 시게오, 나가도모 게이스케어986）, 가즈미 아사바, 토다 마사토시서987）등 

을 초청, 그들의 작품세계 및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 가짐

세계 그래픽 단체 협의회인 ICOGRADA에 가입

제2회 KSVD-JAGDA 교류전서986. 5, 일본 동경 G7 갤러리; 1986 . 9,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1988세계 그래픽 디자인의 해 및 ICOGRADA 창립 25주년 테마전서987. 6, 동방플라자 미술관）

출판활동으로「한국의 시각디자인 집（Visual Design in Korea, 1986〜88）」발간

제14회 회원전 및 제3회 JAGDA와의 교류전, 회원전 및 지방 순회전 개최

ICOGRADA의 회장인 니코 슈펠브링크（Niko Spelbrink）를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

제15회 희원전 개최 （동방플라자）

제16회 회원전 개최 （동방플라자）

제17회 회원전 개최 （동방플라자）

KSVD 해체

연구내용

한국시각디자인협회（Korean Society of Visual Design； KSVD）는 1972년 7월 1 일 김교만을 초대 회장으로 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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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SVD는 그동안 국내의 시각디자인계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우리나라 시각디자인의 역사률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장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회는 '시각디자이너 상호간의 자질항상을 도모하고 한국의 시각디자인 발전을 기하여 국가산업에 적극 기 

여함은 물론 디자이너의 사회기여에 앞장서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로서 디자인계의 발전과 유대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회 차원의 사업으로서 외국 디자인 관계 단체와의 정 

보 • 자료 교환 및 교류행사 추진, 회원 연구작품 발표, 회원 작품집 출간, 회원 복지문제 연구, 디자인 분야의 사 

회적 지위 확보 홭동, 디자인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 연구회, 심포지움 개최, 회원 작품의 해외관계 전문지 소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립 이래 협회활동 상황을 보면 주로 전시회, 강연회, 국제교류 등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우선 전시활동을 

보면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1972년 7월 창립전을 개최한 이래로, KAL포스터 테마전 

어973. 5, 신세계 화랑）, '75캘린더 테마전（1975년. 12, 신세계 화랑）, 밝은 사회를 위한 포스터 테마전서976. 11 , 

신세계 화랑）, 문자의 세계 테마전어977. 12, 신세계 화랑）, 자유 테마전（1979. 12,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 81캘 

린더 테마전서980. 5, 미도파 화랑）, 한국의 색 테마전서981. 5, 미도파 화랑）, KSVD-JAGDA 교류전어981. 5, 일본 

동경 AXIS 화랑; 1984. 9, 한국포장 디자인 포장센터）, 제2회 KSVD-JAGDA 교류전서986. 5, 일본 동경 G7 갤러 

리; 1986. 9,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1988세계 그래픽 디자인의 해 및 ICOGRADA 창립 25주년 테마전（1987. 6, 동 

방플라자 미술관） 등을 개최한 바 있고 해외 디자이너 초청 강연회로서 가메꾸라 유사꾸（1981）, 다나까 이꼬, 사 

까네 스스무서982）, 사또 고이叫（1984）, 마쓰나가신, 엔도 스스무어985）, 후꾸다 시게오, 나가도모 게이스케（1986）, 

가즈미 아사바, 토다 마사토시（1987） 등을 초청하여 그들의 작품세계 및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그밖에 국제교류 활동으로서 해외 전시회를 외국의 디자인 협회와 교류전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 

회의 참여 역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1983년에는 세계 그래픽、단체 협의회인 ICOGRADA에 가입했 

다.

1972년 신세계 화랑에서의 첫 작품전 당시의 회원수는 11명이었고 1980년에는 약 70명이었으며 시각 디자인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회원의 자격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해당 분 

야에 동등한 실적을 쌓은 자에 한해 회원의 추천을 거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시각디자인협회에서 펴낸「한국의 시각디자인 70〜79』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중 회원들이 제작했 

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한국그래픽디자인 분야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1970년대의 생생한 기록으로 매 

우 큰 의의를 갖는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신문광고 분야, 잡지광고 분야, 편집디자인 분야, 서적디자인 분야, 

카렌다, 포장디자인 분야, 마크 • 로고타이프 분야, 타입페이스 분야, 포스터 분야 등 그래픽디자인의 전분야에 걸 

친 작품들이다.

1988년 5월 16일부터 제14회 회원전과 함께 '일본 그래픽디자이너협회（JAGDA： 회장 가메꾸라 유사쿠）와의 제3 

회 교류전을 열었다. KSVD는 *1988 세계 그래픽디자인의 해'라는 테마전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이 

전시회에서는 특정 주제의 작품들이 아니라 회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작한 평소 구상하고 있던 작품돌이 선 

보였다.

1989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제15회 회원전을 열었는데, 특정 주제없이 회원들의 개성 

을 살린 작품들 위주였다.

1991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회원전에서는 포스터, 

광고,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 전시함으로써 발전하는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같은 왕성한 활동으로 국내 그래픽디자인계에 기여해 온 KSVD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활동이 어려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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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처하자 1993년 20년 만에 결국 해체되었다. 이후 94년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창립에 밑걸음이

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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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공예가협회/ Korea Craft Council （KCC）

［설립연도］ 1973년 6월

［대표］ 서한달

［위치］（121-25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8 3충

［전화］ 02-324-4529

［FAX］ 02-332-1493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96.

연혁

공예만률 위한 모임과 전시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창립

1회 전시회

회원전은 '탁상용품' , '벽과 천정' , '실내 휴식공간' , '어린이와 관계있는 공예품'과 같은 주제로서 공예가 갖는

실제 생활과의 관계 즉 함수자（수용자）와의 관계를 좀더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시사

제2회전의 주제: 빛（Light）

제3회전의 주제: 벽과 천정

제4회전의 주제: 실내휴식공간（니ving Room）

제5회 작품전

7회전부터는 공예계의 다양화 현상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자유작 으로 결정

매년 도록을 발간하기 시작

10회전 때부터는 서울 전시로 끝내지 않고 중요 지방 도시에서도 전시회를 개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공예가회상 제도를 시행

한국공예가회상 수상작: 김덕겸의〈길움〉（목공예）

한국공예가회상 수상작: 신명옥의〈경사〉（염직공예）

한국공예가회상 수상작: 박형철의〈용두조〉（목공예）

한국공예가회상 수상작: 김현식의〈기〉（도자공예）

'■한국공예』라는 회보를 발간하기 시작

금속 공예 분과에서는 이리 귀금속 단지 산업 시찰 및 미국 칠보 작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도자 공예 분과에서는 황종구 도예연구실 방문 및 세미나

원대정 도예 연구소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문경 도요지 답사 및 세미나 개최

염직 공예분과에서는 공예의 성격과 염직공예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슬라이드 특강과 '87 제13회 스위스 로잔느 타피스트리 비엔날레를 각각 추진

6〈한국공예〉재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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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우리나라 중견 공예 미술가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교류를 통한 자질향상과 전통적인 공예를 토대로 

한국현대공예를 연구개발하며 국가문화산업 공예미술에 적극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학회지 발간, 국내 

외 공예가 및 공예연구단체와의 교류와 정보교환, 공예가의 권익옹호 기타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주 

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공예가회원전은 공예인들은 응용미술 속에서 공예의 위大!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1974년 9월 '한국현대공예의 발전 이라는 목적 아래 독립된 전시회를 갖게 되었으며, 금속, 도자, 목칠, 염직 등 

재료별에 따른 4분야를 주축으로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1975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홍원의 문예단체 재정지원을 받 

았으며 '75〜77년에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단체 후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74년 9월에 창립전을 가졌고 

매년 회원전을 열어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1984년 영문 이름을 Korea Sociery of Craft Designers(KSCD)OII 

서 Korean Craft Coun이KKCC)로 바꾸었다.

발족 후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게 된 요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 교류를 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공예 

가로서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는 등 4개 분과별로 집행되는 행사를 

강화한 운영 체제에서도 파악될 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그동안 다수의 원로 공예가畳이 정신적인 

요인일 수 있고, 또한 한국문화예술진홍원과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지원하는 진홍 자금을 수차에 걸쳐 수수함으로 

써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점도 蠅놓을 수 없을 것이다.

'84년부터 시행된 고문추대 제도는 8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고령의 공예가들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동안 추대된 

원로들로는 이순석, 박성삼, 원대정, 황종구, 백태원, 백태호 등으로 고문추대 제도를 둠으로써 원로와 청 • 장년 

공예가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큰 강점이 되었다.

공모전이라는 제한된 성격의 공예 활동에서가 아니라 좀더 활달하고 자유스런 공예 홭동과 출신학교가 다른 작 

가들이 서로를 알고 힘을 합쳐 활동해야만 새로운 공예의 기틀을 만돌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인 창립 동인들 

은 대부분 국전 출신 작가들인 강찬균, 최승천, 김승천, 김덕경, 박형철, 최현칠, 조정현, 곽대웅, 임무근, 김지회, 

유리지 등으로 '74년의 창립전에 이르러서는 재적 회원수가 103명에 달하면서 국내의 공예가 단체로서는 대표적인 

단체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회원 자격은 정규 미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4년 이상 공인된 작품 

활동을 한 자로 되어 있으며, 협회의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의 회원둘은 전국 각지에서 

교직 또는 공예 공방 운영에 종사하는 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정기 회원전을 통해 회원의 창작 연구 발표 기회를 주고 있으며, 협회지의 발간 및 보급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 공예계 및 제기관과의 제휴 및 교류를 통해 창작 홭동 

의 문호룔 확산시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예를 토대로 한국 현대 공예를 연구 • 개발하여 국가 문화 사업과 공예 

미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사업 중의 가장 큰 사업으로 회원전을 들 수 있겠다. 1974년 발족하여 해마다 의욕적인 기획으로 

작품전을 가져온 한국공예가회는 1978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도파화랑에서 제5회 작품전을 가졌다. 이 작품 

전은 공예품의 실용성에 为중하여 공예의 본질을 현대 인간생활 속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이는 기계화 

시대인 현대생활 속에서 자연이 우리 생활에 주는 혜택을 되찾아 누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커지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의 매력을 최대한 생활 속에서 발휘시키도록 하여 생명적 동질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제5회 작품전은 앞선 4회 동안 내세웠던 전시 주제들을 각 공예재료별 전문분야에 따라 각기 한가지씩 다시 

다루어 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발표 내용올 기본 바탕으로 하여 금속공예분야 회원은 제2회전서975) 

의 주제였던 빛Light)을, 도자공예분야 회원은 창립전(1974)의 주제였던 탁상용품(Tableware)을, 목공예분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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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4회전서977）의 주제였던 실내휴식공간（Living Room）을, 염직공예분야 회원은 제3회전（1976）의 주제였던 벽과 

천정을 위한 공예품을 각각 다루었다.

회원전은 '탁상용품 및 '벽과 천정' , '실내 휴식공간' , '어린이와 관계있는 공예품 과 같은 주제로서 공예가 

갖는 실제 생활과의 관계 즉 향수자（수용자）와의 관계를 좀더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시사해준 바 있다. 반면 ' 

80년 제7회전부터는 공예계의 다양화 현상을 폭넓게 수용해 가려는 의도에서 '자유작 으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이 

어져 오고 있다. 아울러 협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예 재료에 의한 구분에 따라 분과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세미나 및 시찰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가 이뤄져 있다. 제10회 회원전부터는 서울 전 

시로 끝내지 않고 중요 지방 도시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좀더 많은 공예 애호가들에게 회원들의 작품 성향 

을 선보임으로써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질적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같은 시기인 '80년 

부터 매년 도록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한국 공예가회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으며 공예에 관한 제문제듈을 지 

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공예 문화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공예가회에서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83년부터 회원 상호간의 창작 의욕에 자극을 주어 수준 높 

은 작품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공예가회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에는 분야별 출품작 가운데서 각각
\ 

1점에 대해 대상으로 고문 및 역대 회장단과 현 회장이 공동심사를 하여 수상작을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 

공예가회상 수상작들을 보면 '83년에는 김덕겸의〈길움〉（목공예）, '84년에는 신명옥의〈경사〉（염직공예）가, '85년 

에는 박형철의〈용두조〉（목공예）, '86년에는 김현식의〈기〉（도자공예）, '87년에는 한길홍의〈합-시리즈〉（도자공 

예）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1986년부터는 1■한국공예」라는 회보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회보는 '83년부터 출판 

사에 지원금을 주어 염가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더 충실한 기록 자료를 많은 사람듈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보는 1년에 2회 여름과 겨울에 발간되고 있다.

'87년도에 실시되었던 각 분과별 사업 내용을 보면, 1） 금속 공예 분과에서는 이리 귀금속 단지 산업 시찰 및 

미국 칠보 작품에 대한 세미나 개최어ailan W. Butt 교수: 초청강사）, 2） 도자 공예 분과에서는 황종구 도예연구 

실 방문 및 세미나 개최 （강사:황종구 고문, '동양 도자에 대하여 ）, 원대정 도예 연구소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문 

경 도요지 답사 및 세미나 개최, 3） 염직 공예분과에서는 공예의 성격과 염직공예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이대이 교수）, 슬라이드 특강과 *87 제13회 스위스 로잔느 타피스트리 비엔날레'（정필인 회원）를 각각 추진해 왔 

다.

1998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문화상품 을 주제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각으 

로 문화상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문화상품의 필요성과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공예가 지니고 있는 사회 • 문 

화적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롤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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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 한국싨내건축가협회 |

田 2

［명칭］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KPDA

［설립연도】 1978년 5월 6일

［대표］ 김태종

［위치］（121-21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2-2 정원빌딩 지하 1층

［전화］ 02-323-2755

［FAX］ 02-323-2829

연혁

1978

1979

1987

1992

1993

1994

1998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결성

창립전 （미도파화랑）

서을팩스타상 제정-우수포장전 

r한국패키지디자인총람」제작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로 명칭 변경 

아시아 패키지디자인 교류전

사단법인 설립허가

제7회 콘테스트

제5회 대학생 공모전

아시아 패키지디자인 교류전

연구내흑—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단 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패키지디자이너 상호 간에 자질항상을 도모하고 산업계의 포장디자인 육성 및 

국제적 교류로 한국포장디자인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8년 5월 6일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라는 이름으로 결 

성되었다. 따라서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가 현재의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의 시효라고 볼 수 있다. 이 협회의 정기 

적인 행사는 협회회원전, 포장컨테스트, 회원듙의 정기연수, 세미나 등이 있으며 93년도에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총람을 제작 • 배포하였다. 1993년에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라는 지엽적인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구성원의 자격은 정규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실무경력이 인정된 자로 임원회의에서 인정 

되면 정식회원이 될 수 있다. 이 협회는 프로페셔널한 산업체의 성격을 강조하여 회원들은 현장에서 실전에 임하 

는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의 자질함양에도 주력하여 교육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정보교류, 세미나 

등의 개최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가 창립될 당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활동무대를 보면 몇 개 분야로 압축되어 있었다. 학계 그리고 개인 

이 운영하는 디자인기획실 등으로 나눌 수 있었고 산업계는 광고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분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협회의 창립 당시는 상대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가 그다지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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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모든 기업에서 패키지를 마케팅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는 등 과거 협회의 창립 당시에 비해 인식 

이 많이 높아졌다. 그 당시에는 패키지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이론적인 정립과 

더불어 패키지디자인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그 당시와 현재와의 큰 차이로 한국패키지디자 

인협회가 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협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우수포장콘테스트 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주최 

하는 '포장대전 에 앞서서 생긴 것으로 국내 포장디자인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1년 6월 11일부터 16일 

까지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제1회 우수포장 컨테스트전과 제1회 특별 기획전, 제2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처음 

개최한 우수포장컨테스트전은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가 포장 디자인의 개선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우수 

기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수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컨테스트전이었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불모지였던 패키지디자인업계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 

을 해오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한국 팩스타 콘테스트전 과 '전국 대학생 공모전 개최를 열어오고 있다. 업체의 

실무 디자이너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 • 시상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항상과 우수 디자인 개발 

촉진 및 패키지 디자이너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의도로, 일반에게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출발 

한 '팩스타전'은 열악한 업계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7부터 크리에이티브부 

문과 포장기술분야도 시상함으로써 토털 마케팅개념의 콘테스트로 자리잡고 있다.

93년에 이어 창립 20주년이 되는 98년 11월에도 APD(Asia Package Design)교류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계를 상호 발전시키고, 국내 유관 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주년 기 

념사업의 하나로 디자이너들의 능력향상과 대중적 인식제고를 위해 'PACKAGE DESIGN IN KOREA 98 연감(제3 

집)'을 상반기에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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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18 재발족

1994. 11. 4~5 추계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1995. 6. 3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0호 （춘계학술대회, 홍익대학교）발간

1995. 11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2호 （추계학술연구발표대회 개요집, 한국과학기술원）발간, 제3대 회장 오근재 선출

1996. 2. 15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3호 vol.9 no.1 발간

1996. 2. 28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4호 v이.9 no.2 발간

1996. 5. 25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5호 （제4회 춘계학술연구발표대회 개요집, 국민대학교）발간

1996. 10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6호 v이.9 no.3 발간

1996. 11. 5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7호 （제5회 가을학술연구발표대회 개요집, 서울대학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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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21호 v이10 no.2 발간

1997. 10. 17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22호 （한일디자인 심포지움 발표대회 개요집, 한국과학기술원）발간

1998. 5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23호 \W.11 no.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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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1978년 창립된 한국디자인학회는 디자인에 관한 여러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정보 교환 및 

디자인의 새로운 개발에 따르는 교육적인 자세, 나아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된 활 

동은 회원의 연구 촉진을 위한 회합의 개최, 연구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회원들의 연구 홭동 조성, 산학 협동 

체계의 유대 강화 등이다. 산하에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 장식디자인, 환경디자인, 인간 공학, 디자 

인사, 디자인 미학, 디자인 심리학, 디자인 평론에 관한 연구회를 두고 있다. 회원 자격은 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교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에 한하고 있다.

창립 후 활발한 학회 할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89년부터 매년 한 권씩 학술지 발행과 학술 세미나 등으 

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다른 학회들의 활발한 활동과 디자인학회 결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94년 새로이 

재창립하여 이화여대 김영기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해 재도약하였다.

디자인학회는 모든 디자인 분야（시각, 제품, 환경, 공예, 패션 등） 및 관련 분야（공학, 과학, 인문사회학, 심리 

학, 의학 등）와의 폭넓은 학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디자인학'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 디 

자인관련 단체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디자인의 순수이론 및 학문적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통합, 재발족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발족 취지를 배경으로 학회는 회원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학술적인 발전과 진보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연구발표대회, 연구회 등의 실시

2） 학술논문집, 학회보, 연구성과 등의 간행

3） 문헌 및 자료수집과 홭용

4） 조사연구의 실시와 진홍

5） 교육의 진홍 및 기술개발지도

6） 강연회, 강습회, 견학회 등의 개최

7） 국내외 관련분야의 교류촉진

8） 업적의 표창

9） 연구조성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교육이 시작된 지도 반세기가 넘었고, 그간 국내 디자인 활동은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 한국의 디자인은 국내 산업발전과 국제화 속에서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 

하여, 곧 오게 될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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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디자인학회는 진정 필요한 디자인과제률 발견하고 연구하기 위해 학제 및 산학, 국제 

교류를 통해 디자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디자인사고와 방법론이 절실함을 실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학회에서는 매년 2〜3권의 학술논문집을 발행하고, 봄 •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술발표 

대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97년에는 일본디자인학회와 공동으로 *97 한일디자인심포지엄을 열어 일본 측에서 

101편, 한국 측에서 5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학문적 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디자인학회가 일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왔던 것을 학술대회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회의 활성화에 힘쓰기 위해서였다. 학회의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형성되는 중요 디자인 논 

제에 대해 특집을 발간하고, 학회의 알림이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타 디자인 관 

련단체（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광고학회, 인간공학회, 감성과학회, 인지과학회 등）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 

여 한국 디자인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96년 가을에 처음 시도한 한 • 일 디자인 심포지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디자인학회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자인학 연구의 세계적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디자인학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98년 가을에 

한국 • 일본 • 타이완 디자인학회 공동으로 98 한 • 중 • 일 디자인 심포지엄을 타이완에서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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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 움직임 활발」.「월간 디자인」. 1994년 5월호.

윤회수.「제1회 한국디자인학회 학술연구 발표대회를 보고」.「월간 디자인」1994년 12월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창립과 한국디자인학회 재창립」.「월간 디자인」1995년 2월호.

김명석.「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과 그 활동」.「코스마』통권51호서99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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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D
사단법인 한국실“건축가협회

［분야］ 협회

［명칭］ 한국실내건축가협회 / KOSID

［초대회장］ 조성렬

［설립연도】 1979년 7월 28일

［전화］ 02-508-8033

［FAX］ 02-508-8039

연혁

1979 한국인테리어디자인협회 창립

1대 회장 조성렬(2대 회장 손석진 , 3대 회장 김원 , 4대 회장 문신규 , 5대 회장 김원석)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도니 제1회 아시아 3개국(자유중국, 일본, 한국)환경회의에 참석

1979. 7. 28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KOSID) 창립총회

1979. 12. 22 회원작품집 제1집「인테리어스 1979」발간

1980. 7. 4 KOSID 윤리강령 및 규정 제정

1980. 12. 20 제1회 회원작품전 개최

1981. 3. 6 국제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에 시찰단 파견

1981. 4. 21 회원작품집 제2집「인테리어스 1980」발간

1982. 3. 23 사단법인 설립인가(건설부)

1982. 3. 24 회원작품집 제3집「인테리어스 1981」발간

' 82 KOSID 전시회 개최

1983. 4. 29 ' 83 KOSID 전시회 개최

K0SID2} JCD간의 하 • 일 국제교류 학술강연회' 개최

회원작품집 제4집「인테리어스 1982」발간

1983. 9. 7 인테리어디자이너 업무 및 디자인 보수기준 제정

1983. 6. 30 협회저널지「KOSID INTERIOSj 창간

1984. 1. 21 ' 84 SPACE DESIGN 전문가 회의 개최

1984. 4. 30 ' 84 KOSID 전시회 개최

회원작품집 제5집「인테리어스 1983」발간

1985. 7. 26 JCD Work-Shop에 해외연수 참가

1986. 12. 15 회원작품집 제6집「인테리어스 1986」발간

1987. 1. 24 '87 오사카 3국(KOSID, JCD, ICSID) 국제회의 참가

1987. 6. 20 '87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개최

1987. 6. 21 제12차 임시총회

1987. 9. 12 회원작품집 제7집「인테리어스 1987」발간

1987. 9. 16 '87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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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유자격 회원의 적극적인 영입과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을 실시

1988. 6. 17 아시아 스페이스 포룸 '88 서울대회 개최

1988. 10. 8 '88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88. 11. 7 유럽 13개 도시 연수

1989. 3. 24 회원수첩 발간

1989. 5. 20 ' 89 KOSID 회원수련회

1989. 5. 23 IFI（세계실내건축가연맹）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1989. 9. 25 회원작품집 제8집「인테리어스 1989」발간

1989. 9. 28 '89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1989. 11. 26 제1회 일반공모전 실시

제3회 아시아 태평양 스페이스 디자이너 회의 참가

회원작품집 제17집「인테리어스 1998」발간

1990. 5. 19 '90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90. 9. 26 회원작품집 제9집「인테리어스 1990」발간

1990. 9. 28 '90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1990. 10. 28 '90 아시아 태평양 스페이스 디자이너 회의 참가

1991. 5 *91 KOSID 회원수련회

1991. 6. 9 제14차 旧 총회 참가

1991. 9. 4 '91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0집 '인테리어스 1991' 발간

1991. 10. 21 '91 APSDA（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페이스 디자이너 협회） 창립총회 주최

1992. 4. 10 '92 APSDA 회의에 대표단 파견 및 동남아 실내건축 연수

1992. 5. 9 '92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92. 10. 30 '92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1집「인테리어스 1992」발간

1993. 5. 22 *93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93. 7. 2 'KOSID 학생회원제' 실시

1993. 9. 10 제16차 IFI 총회에 참가

1993. 10. 8 *93 KOSID 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2집「인테리어스 1993」발간

1993. 11. 5 '93 APSDA - 대만 회의에 참가

1994. 1. 12 '실내디자인 라이센스 추진위원회 구성

1994. 5. 15 *94 KOSID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94. 12 '94 대한민국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3집「인테리어스 1994」발간

KOSID 15주년 발자취전 개최

rKOSID 15주년사」발간'

1995. 5 '95회원 수련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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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2 IFI 제17차총회 참가

1995. 12. 2 '95 대한민국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4집「인테리어스 1995」발간

1996. 5. 20 '96 회원수련회 및 그린디자인 세미나

1996. 11. 7 '96 APSDA - 후쿠오카 회의에 참가

1996. 12. 26 '96 대한민국인테리어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5집「인테리어스 1996』발간

1997. 1. 15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에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로 명칭 변경

1997. 5. 31 '97 회원수련회 및 세미나

1997. 9. 23 제18차 IFI 총회에 참가 및 동유럽 실내건축 연수

1997. 12. 5 '97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개최

1997. 12. 31 회원작품집 제16집「인테리어스 1997」발간

1998. 3. 7 실내건축관련 3단체 공동 심포지엄 개최

1998. 6. 30 뉴스레터, rKOSID NEWSj 창간

1998. 9. 30 ' 98 APSDA - 쿠알라룸프로 회의 참가

1998. 11. 27 '98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개최

1998. 12. 10 회원작품집 제17집「인테리어스 1998」발간

1998. 4. 2 3단체 한 • 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

1999. 6 세계 실내건축가워크숍 Wing 1999 Seouis 개최

1999. 7 '99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개최

회원작품집 제18집「인테리어스 1999」발간

3단체 국제 심포지엄 개최

1999. 9 ' 99 IFKWorld Design)총회 참가

협회 창립 20주년 특별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1999. 12 실내건축가 드로잉전 개최

연구내용

한국실내건축가협회아(OSID)는 1979년 창립된 한국실내 디자인계의 선두그룹으로서 ,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초반 아직 인테리어 디자인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 개인 

적인 취항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공공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 

밀집건축이 늘어남으로써 실내 디자인의 필요성이 재인식되는 반면 비전공의 디자이너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의 

질서를 세우고 자질항상과 디자이너의 권익옹호를 위해 7월 28일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rean Society 이 

Interior designers)가 창립되었다. 회원의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사람 

에게 부여된다.

창립 당시만 해도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용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가 결성되었다는 것 

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초창기에는 회원수도 많지 않았고 그들이 활동할 무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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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70년대에 각종 국가적인 차원의 대형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들이 발주되면서 역할의 중요성 

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테리어 디자인계는 디자이너의 양성은 물론 디자이너의 자질과 지위 향상,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활동의 요구가 절실했으며 이 역할을 협회에서 적극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 협회는 이러한 창립동기에 부응할 만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문화적 관심사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시책에 대한 자문

•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창작활동과 공동의 문제를 분석, 연구하는 사업

•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집행 개선과 공동복지, 환경 및 소비자 문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장려하는 사업

• 인테리어 디자이너 상호간의 업무를 정당하게 사회에 인식시키는 사업

• 디자이너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회원이 최대의 경제성과 능률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국교가 있는 각국과의 인테리어 디자인 문화의 교류와 저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초빙 및 해외 인테리어 

디자인계의 시찰 사업

•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 교환을 위한 사업

• 회지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서적의 출판 사업 및 전시회, 공모전, 강연회, 견학회에 관한 사업

• 신인 발굴 및 육성, 교육 개선에 관한 사업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과 전항 사업에 부수된 필요한 제반 사업

협회는 매월 정기 운영 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여러 산업체에 

분포되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86년 이래 실시된 여러 국내 햄사와 함께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 단체와 산업계에서는 활발한 홭동들을 진행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도 시대 조류와 함께 세계문화와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히고자 여러가지 국제사업됼을 실시하고 있다.

창립이후 이 협회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매년 주요 행사로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을 개최하여 회원작품전과, 일반공모전을 통해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신인발굴 및 육성으로 한국실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회원연수회와 세미나개최 및 실내건축가포럼 등을 통해 회원자질항상과 교류 

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작품집과, 뉴스레터, KOSID저널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활동으로는 1989 

년 세계실내건축가연맹인 IFI에 가입하여 현재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APSDA（아시아 태평양지역 

실내디자이너협회）를 서울에서 창설하여 초대회장국이 되어 KOSID2I 국제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바 있다. 1983 

년부터 KOSID저널「인테리어스」를 창간하고 있으며, 학생회원제를 실시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의 아카데미화를 추 

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최하던 KOSID인테리어대전을 1993년부터 '대한민국인테리어대전 으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 —

「실내건축에 대한 사회적 지평 확대에 만족」.「디자인신문』1998년 264호.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오기수 회장을 찾아서」.「디자인저널』1989년 8월호.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에 대한 추재」.「디자인저널』198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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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창립」.「월간 디자인」29호(1979).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디자인 • 포장』49호서980).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꾸밈」42호(1983).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회원작품집 제8권 출간해」.『디자인저널』1989년 11월호.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오의조회장 대담」.「월간 인테리어』1996년 11월호.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정기총회 및 제8회 대한민국 인테리어대전 개최」.「월간 인테리어』199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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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제1회 KOSID 협회상올 수상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서율지점. 이병호/다다디자인.
제1회 KOSID 협회상올 수상한 P수도원 개축. 

김원/（주）건축연구소 광장.

제1회 KOSID 협회상을 수상한 가전 레스토랑. 

박재봉/대구 헨디디자인연구소.

제2회 KOSID 협회상을 수상한 K사무실. 

조용수/서을 디자인.

제2회 KOSID 협회상을 수상한 무심재. 

박홍/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아시아페이스 포룸-'88서을〉포스터. KOSID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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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E I3j④

Korea Graphs Designers'Association 
한국그하띠cwoi너伪화

［명칭】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KOGDA）

［초대회장】 권명광

［설립연도］ 1984년 5월 12일

연혁

1984 창립

1984 협회 창립전을 '서울 그래픽 센타 에서 가짐

1985 제2회 회원전 （주제: '향（向）동방풀라자）, 대학생 하계 세미나 실시

1986 제3회 협회전（주제: '한국의 멋' , 동방플라자）

'분야별 소규모 세미나' 개최: 주제- '한국잡지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

대학 그래픽디자인 교과과정에 대하여' , 하국 전통문양의 계승문제' , TV커머셜 제작기법' ,

'디자인 프로덕션 경영의 현실적 문제점과 타결책' , 하국 제약 광고의 사회적 윤리 문제 ,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지항점', '일러스트레이션 프리랜싱의 현실성' 등

1987 제4회 협회전（주제 '한국의 멋 , 서울 동방플라자, 광주 화니 백화점, 대구 동아 쇼핑센타, 부산 부산일보 전시장）

1994 KOGDA 해채

연구내용

1984년 5월 12일 창립된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는 권명광 • 서기혼 • 안상수 • 여홍구 • 조의환 • 김경열 • 전영 

기 • 남순철 등 40여 회원들의 뜻이 모여 ‘84년에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부터 이 협회는 기존의 오래된 협회 못지 

않은 열의와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협회 정기전을 비롯하여, 대학생 하계 세미나, 그 

리고 협회 회원들의 소규모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1976년 신세계 미술관에서 열렸던 협회전은 '밝은 사회를 위한 포스터전 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자체의 미적기 

능（美的機能）뿐만 아니라 협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전시회로서 1972년 9월 창립전을 

개최한 이래 계속 이와 같은 주제전（主題展）을 해왔다.

대한항공（KAL）이 세계의 아롬다운 관광포스터를 국내에 소개 • 전시한 때롤 맞추어 1973년에는 대한항공과 함께 

한국관광 포스터 전을 기획하였고 1975년에는 가족협회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포스터 전을 성공적으 

로 개최한 바도 있다. 그동안 벌여온 대표적인 사업을 간추려 보면, 우선 정기전의 경우, ‘84년 10월 협회 창립전 

을 '서울그래픽 센타 예서 가진 이후로, ‘85년 6월에 제2회 회원전（주제: 향晌）동방플라자）, ‘86년 5월에 제3 

회 협회전（주제: '한국의 멋', 동방플라자）, '87년 5월 제4회 협회전（주제: '한국의 멋', 서울 동방플라자, 광주 

화니 백화점, 대구 동아 쇼핑센타, 부산 부산일보 전시장）에 이어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KOGDA가 벌여 온 그동안의 사업 중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 86년 3월부터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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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소규모 세미L4'가 있다. 그 해 3월부터 11월까지 가진 이 행사의 주제를 차례대로 열거해 보면, '한국잡 

지 디자인의 현홤과 문제점' , '대학 그래픽디자인 교과과정에 대하여' , 'C.I.P/ , '한국 전통문양의 계승문제' , TV 

커머셜 제작기법 , '디자인 프로덕션 경영의 현실적 문제점과 타결책', 하국 제약 광고의 사회적 윤리 문제 , '한 

글 타이포그래피의 지항점' , '일러스트레이션 프리랜싱의 현실성' 등이다. 이 밖에도 이 협회는 '대학생 하계 세 

미나 를 지난 '85년부터 실시해 왔다. 1988년의 제5회 회원전에서는 运1국의 멋'이란 주제로 디자이너듈의 시각언 

어는 이 시대의 언어이어야 하고, 이 시대의 색이며 형태라는 개념을 배경으로 '우리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 

품들이 다수 전시되었다. 이는「한국의 멋」을 모토로 하여 동일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선택함은 동 협회 특유의 탐 

구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1회는 에너지' , 제2회는 항(Direction)', 제3 • 4 • 5회는 '한국의 멋을 주 

제로 개최하였다. '한국의 멋 이란 테마가 너무 광범위하여 방향 설정에 따른 디자이너들의 어려움이 작품에 나타 

났으나, 제5회 전시회에서는 한국적인 멋에 대해 작가들 나름대로 심충적으로 해석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사회 전체를 들끓게 한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아홉 번째 회원전을 가졌 

다. 제7회 정기회원전까지는 힘과 방향, 한국의 멋, 백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나 이후부터 각 분과별로 주제를 선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분과별 특성을 살리는 데 노력해 왔으나 이해의 주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디자인 운동에 초 

점을 맞춘 '그린(Green)'으로 정하여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디자인을 펼치려 했다.

1990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백색테마'를 주제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주제설정 

을 통해 만들어진 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회는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상황을 수렴할 수 

있는 백색테마전이라는 점에서 관계인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작품들이 한국의 전 

통과 맥이 닿아 있는 면을 보이고 작가 자신의 시각언어를 창조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 전시회의 의도대로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 되었다.

1991년의 제8회는 '디자인 플러스'라는 주제로 그래픽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해에 

'한글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를 촉구하는 건의서 를 문화부장관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의 시정을 촉구 

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래픽디자인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회원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협회보를 발 

간하는 한편 한국 여류 시각디자이너협회와 공동으로 대학생 하계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였다.

KSVD의해체와 새로운 시각디자인단체인 VIDAK의 출범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KSVD와 공동으로 VIDAK에 통 

합되 었다.

참고문헌

제2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KOGDA, 1985.

김복영.「그래픽의 새로운 시야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월간 디자인」1984년 12월호.

「협회/4개 시각디자인 단체, 총연합회 결성」.「월간 디자인』1995년 2월호.

「힘'과 '항' , 그리고 '한국의 멋'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월간 디자인』1987년 6월.

「KOGDA 정기 세미나」.「꾸밈』1980년 12월호.

「제5회 회원전」.「꾸밈』75호(1988년).

「제5회 KOGDA회원전 열려」.「디자인 저널』1988년 10월호.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88년도 정기총회 열어」.「디자인 저널』198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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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KOGDA) 류재우 회장을 찾아서」.「디자인 저널』1988년 11월호.

「한국 그라픽 디자이너협회, 편집세미나 개최」.「디자인 비지니스」25호서991).
「한글 홭자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디자인 비즈니스』20호서991).
「제7회 코그다전」.「코스마』1990년 10월호.

「제8회 코그다전」.「코스마』199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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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권명광. 1984.

노필선. 1984.

오근재. 1984.

이원구. 1984. 안상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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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래 뜨 디자이너 혐 회 한국일러스트협의회

田E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SEOUL ILLUSTRATORS COUNCX

［명칭】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초대회장］ 양호일

［설립연도］ 1985년 3월

연혁

1983. 3 창립, 김홍련, 송요섭, 유제국, 양호일, 김기한, 조영철, 홍종일, 이윤수 8 인이 

발기인겸 창립회원, 초대회장에 양호일 취임.

1983. 6 '83서울일러스트레이터전제1회 회원전） 개최 （美데미술관）

김홍련, 송요섭, 유제국, 양호일, 김기한, 조영철, 홍종일, 이윤수 회원출품.

1984. 3 김교만, 박선의, 안정언 회원 영입

1985. 2 '85서울일러스트레이터즈 동경전（제2회 회원전） 개최

김교만, 김홍련, 박선의, 송요섭, 유제국, 양호일, 조영철, 홍종일, 안정언, 이윤수 회원 출품

1985. 3 2대 회장에 김교만 취임.

1986. 9 김광현, 장권봉, 최성배, 임태윤, 남용현, 김준교, 김상락, 강우현, 김재명, 정회종, 김영호, 이진구, 윤현정 13인

회원영입

1986. 10 '86일러스트레이션 전국공모전 개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일반부 응모작 48점 입상 3점 입선 11점

신인부 웅모작 267점 입상 9점 특선 16점 입선 93점

1987. 2 여운장 회원 영입

1987. 11 '87일러스트레이션 전국공모전 개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일반부 응모작 52점 입상2점, 신인부 응모작 308점 입상 20점 특선 33점 입선 152점

1988. 5 '88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전 （제3회 회원전） 개최（동방프라자 미술관）

3대회장에 김홍련 교수 취임.

1988. 7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정관 수립

1988. 10 '88 서울일러 스트레이션 전국공모전 개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전시관）

일반부 24점, 학생부 337점, 총 361점 응모 중 입상 23점, 툑선 55점, 입선 210점

1988. 11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회원 영입 （62명）, 총회원수 88명

1989. 10 '89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제4회 회원전） 개최（무역센터 현대백화점미술관）

'89서울일러스트레이션 전국공모전 개최 （한국디자인포장 센터）

일반부 51점, 학생부 504점

총 555점 응모중 입상 22점, 특선 50점, 입선 203점

1989. 11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회원 영입 （10명）, 총회원수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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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7 3대 회장 김홍련 교수 임기 1년 연장

1990. 11 '90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회원전 및 공모전 개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91. 4 4대 회장에 유제국 취임

1991. 8 서울일러스트레이터스 뉴욕교류전 및 세미나 개최

1991. 9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회원영입（34명） 총 회원수 132명

1991. 10 '91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 회원전 및 공모전개최（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전시관）

1999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로 협회명 변경

연 구배 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3년 설립된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는 1999년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의회（회장 김공웅 한동대 교수）로 명 

칭을 변경했다. 매년 정기전과 공모전을 통해 신진 일러스트레이터의 등용문이 되어온 이 협회는 한국일러스트레 

이션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해 왔다. 명칭변경과 함께 한국일러스트레이터 협의회 봄 정기총회에 

서는 새로이 한국일러스트레이션 학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으로 장완영 강원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한국일러스트 

레이션학회는 순수 학술단체로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논문 발간 및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3백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이 협의회는 매년 정기회원전 개최 및 일러스트 전국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98 서울일러스트레이션 전국공모전 수상작 발표」.「디자인 신문』264호（1998）.

「서울일러스트협의회, 한국일러스트레이터 협의회로 명칭 변경」.「월간 디자인』249호서99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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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

［설립연도］ 1926년

연혁

1926. 11. 3 현상사고 발표

1926. 11. 7 제2차 발표

1926. 11. 12 내용일부 변경 발표

1926. 11. 13 현상광고 45개 발표

1926. 11. 30 당선 발표

1926. 12. 10 당선회사 소개

연구내용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는 1926년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한국 최초의 광고상이다.

동아일보는 1926년 11월 3일자 신문에 처음 '광고도안 현상투표'를 발표했다. 사고（社吿）로 게재한 내용에 의거하 

여 본 대회의 개최 과정과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7일에 제2차 발표를 하고 11월 13일 현상광고 45개를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30일 당선작이 선정되어 발표되었고 12월 10일에 당선회사가 소개되었다.

참가한 광고주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출품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45개 출품작을 살펴보면 적어도 17개는 일본 

광고주의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종의 인기투표에 의거한 추첨 결과를 보면 총투표 13,508표 중 1등이 경성방 

직회사서,476표）, 2등이 동아부인상회（434표）, 3등이 화평당（308표）으로 일본 광고주는 하나도 입상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독자가 한국인이었고 여기에 민족감정이 작용한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수는 그 당시 동아일보의 발행부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였다. 1924년경에는 발행부수가 2 

만 부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26년에는 부수가 좀 늘었다 하더라도 13,508표란 투표수는 엄청난 숫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의 투표결과는 당시 일제 처하의 민족적 감정과 함께 일반인들의 광고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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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 1■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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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1926년 11월 3일자「동아일보」에 발표된 도안광고 

현상투표모집 사고（1차）.

1926년 11월 12일자 r동아일보」에 발표된 도안광고 
현상투표 사고（2차）

1926년 11월 13일자「동아일보」에 발표된 현상광고. 1926년 11월 30일자 1■동아일보」에 투표 결과 입상작 

품과 입상자를 발표한 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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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

［설립연도】 1932년 7월

연혁

1921. 10. 28 개최취지 발표

1922

1932

1936

1937

1944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제11회 전람회에서 공예부 신설

제15회 전람회에서 추천제도 신설

제16회 전람회에서 참여작가제도 재도입

제23회 전람회 개최

연구내용

조선미술전람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개최한 미술작품 공모전으로, 혼히 선전（鮮展）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이 전시회는 1922년부터 '44년까지 23회를 거듭하였으며 관전（官展） 형식의 권위주의로 한국근대미술 전개 

에 매우 큰 영항올 미쳤다.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문치정책（文治政策）의 하나로 창설되어 많은 미술가들을 배출시 

켜 성장하게 하는 둥 작가활동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왕직미술품제작소와 함께 한국 근대 

미술의 일본화에 촉진적 구실을 함으로써 화단을 일본화의 영향으로 물들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공모 

부문에 있어서 서양화와 조각을 분리해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 미술의 근대화에 뜻깊은 의의를 지니게 했지만, 전 

통회화를 동양화로 명명한 것은 한국전통회화의 타율적 전개를 반영하는 불투명한 용어로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람회의 운영제도는 그 당시 일본의 가장 큰 관전이었던 제전（帝展）으로 약칭되는 제국미술원전（帝國美術院 

展）의 체제를 따라 공모심사의 입선, 낙선제 및 시상제를 채택했다. '32년의 제11회 전람회부터는 서예부분을 없 

애고 사군자는 동양화부로 합치게 함으로써 전통서화 부문을 축소시켰고, 그 대신 공예부를 신설했다. 이같은 조 

선미술전람회의 체제와 규정은 광복 이후 창설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국전）'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더 

나아가 '65년의 '상공미전' , 그 뒤를 이어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32년 제（11회）에 공예부가 신설되면서 공예는 조형미술 분야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제작활동 전반에 총체적인 

국면의 전환기롤 맞게 되었으며, 그 구조가 해방 이후 국전을 거쳐 오늘의 공예에까지 부분적인 잔영을 남기고 있 

다. 공예부 신설이 당시의 공예계에 미친 영항은 매우 컸다. 나날이 침체되어 가던 이 무럽의 공예계의 흐름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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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늘 천시되어 왔던 장인에게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예술가로서 

의 사회적 지위와 역랑를 공인하는 등용문 구실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제작소 의 전통 수구적 입장 

과는 달리,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미술로서의 공예개념을 처음 정착시킨 점은 오늘 우리 공예계의 구조 및 현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공예전통의 근대화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국적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공예가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정작 공예가 자신은 새로운 시대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는 

작가의식이나 역량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예가로서의 첫 출발이 이류적 경향이나 표절과 답습, 유행적 심 

리 등 부정적 체질을 형성하면서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흠수되었다는 점을 듈 수 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산업기계가 도입되어 산업공예분야에서 새로운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선전의 공모전 

형식을 통해 공예가듈에게 허위의 예술을 부추김으로써, 산업과 공예가의 제휴 기회를 차단하여 산업공예품의 질 

을 극도로 퇴화시키면서, 기계생산 방식을 포섭하는 공예의 진정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자체를 불식시켰던 

것이다. 관주도의 공모전으로 발족된 '선전'이 공예가됼의 등용문으로서 외형적인 출세와 명성을 보장해 주는 대 

신, 이 무렵의 새로운 책무로 대두된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산업공예 분야로부터 공예가를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 

라, 이를 통해 공예의 사회적 기반의 형성 근거를 불식시키면서 공예와 산업 두 분야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전'의 공예부와 그 곳을 주무대로 삼아 활동하였던 공예가들의 행적이 오늘 우리 시 

대의 공예 현실에까지 얼마나 対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한 시대를 계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사적 인식과 판단이 후대의 역사적 흐름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미犬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전' 출품자들의 제작 경향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기형과 문양을 그대로 전수한 전승형식을 들 수 있다. 즉 기형에서 전통소반이나 함, 경상 등 

의 기본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양에서는 바로 앞 시기에 유행했던 십장생, 화조문 등이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는 이만승의〈칠단상반〉（제13회, 1934）, 김희용의〈궁중식나전문원형반〉（제15회, 1936）, 김진갑의〈나전탁〉（제16 

회, 1937）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만승의 작품은 우선 기형에서 전통적인 나주반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김회용의 작품 역시 전 

통 호족반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문양에 있어서도 김회용은 운각과 다리의 코 및 종아리 사이를 화려한 투각 

당초문으로, 천판은 길상문을 중심으로 학과 천도문을 시문하여 19세기 이래의 민수용（民需用） 나전칠기에서 널리 

유행했던 전형적인 문양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두 마리의 학으로 표현되던 앞 시기의 쌍학천도문의 전형이 

흐트러지면서 네 마리로 된다든지, 주연부의 안쪽에 2주회선을 긋고 그 안에 화당초문을 시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는 다소의 형식화와 함께 이 무렵에 새로운 의장경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전의 안쪽의 끊음 

질의 2주회선과 그 안에 화당초문을 시문하였으며, 양 귀가 들린 두루마리형 천판과 당초문을 양각한 호족형의 긴 

다리를 결합하여 전통 경상을 연상케 하는 김진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전통양식이 간취되고 있다.

이 전승형식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외형적인 모방과 답습에 그쳤을 뿐 조선시 

대 공예기술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며, 오히려 일본인 심사자들의 이국 취미에 영합하려는 경향마저 엿보인다.

둘째는 서양문물의 수입을 배경으로 한 과도기적 절충형식이다. 이 형식은 조기준의〈우붕（偶棚）乂제16회 특선, 

1937）, 김진갑의〈나전우봉〉（제15회 무감사, 1936）과〈나전탁자〉（제15회）, 이남이의〈조선가구형 데스크〉（제17회, 

1938） 둥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기준과 김진갑의 우붕, 즉 탁자는 기형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방탁자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18세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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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영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치펀데일 양식（Chippendale style）의 테이블（corner ta비e）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요소를 일본을 통하여 부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으며, 문양에서도 앞의 예롤 든 일본적 요소를 치하고 있다.

김진갑의〈나전탁자〉의 경우는, 전통적인 원형 호족반을 기본으로 하여 족대를 제거하는 대신 높은 다리의 중간 

을 가는 유선형의 봉으로 각각 연결하여 중심에서 맺은 이국적인 요소와의 중첩형식이며, 특히 이남이의 작품은 

조선시대 전통 반닫이에 네 개의 높은 서양식 가구의 다리를 달아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순한 외형상의 접맥 

과 작가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안일한 수용태도에 따른 구조적인 부조화로 한 눈에 어색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당시의 외래문화 수용의 자세와 성급한 모방심리를 잘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또한 이 부조화 

된 절충형식은, 한편으로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여 전통형식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창의력 

을 표출할 수 있는 정신적 풍토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롯된 창조성의 빈곤이며,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향은 일부 답습되고 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세째는 강욱형의〈고구려무용도〉（제18회, 1939）를 비롯한 일련의 복고적 경항으로, 고구려 무용총벽화에 나타난 

무용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문양화한 것이라든지, 낙양문양을 도안화한 박영회의〈낙랑모양조선환선〉（제19회, 

1¥0）, 이용해의〈낙랑문양향반〉（제18회, 1939） 둥이 있다. 특히 박영회의 작품은 전통 원형 호족반의 천판 중심과 

주연에 각각 1 〜2주회선을 긋고 그 안에 소용돌이 형태의 낙랑문양을 시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고적 경항은 민 

聋주斷 사관의 대두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1910년대부터 식민지 상황의 극복과 독립쟁취 일 

환으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등에 의해 전개되었던 민족주의 사관의 팽배와, 세키노 데이（關野貞） 등 일본관학 

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고대유물의 발굴과 출토 둥 우리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새롭 

게 증진되는 분위기가 벽화고분 등의 소재나 조형요소들울 공예문양의 소재로 둥장케 한 하나의 요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복고적인 경향은 민족얼의 재현과 역사의식 고양 둥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오늘날 

까지 형식적으로 일부 답습되어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당시와 동질한 가対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인 출품자들이 낙랑문양을 원용한 일련의 경항도 주목되는 움직임이었다. 이 경향은 일부 무의미한 이 

국취미도 없지 않았겠으나 그것보다는 역시 우리 문화의 형성 배경을 한사군의 하나였던 낙랑에서 찾아 우리역사 

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타율성을 입증하여 자신들의 식민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낙랑고분 발굴 

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본 관학자들의 관점과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네째, 당시의 식민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일본적 취항을 따른 작품을 들 수 있겠다. 이 일본화 경향 

은 선전 공예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전반적인 흐름으로 파악된 

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창원의〈시회팔각과자기〉（제12회, 1933）, 박장득의〈문고〉（제16회, 1937）, 엄맹운의〈다 

붕〉（제15회 특선, 1936）, 한인길의〈나전칠기식붕〉（제18회, 1939）, 그리고 장기명의〈모란문칠기수상〉（제14회, 

1934）, 민종태의〈나전칠기동봉황문문고〉（제16회, 1937） 등이다.

이 가운데 강창원과 박장득의 작품은 옷칠 바탕에 금, 은가루를 뿌리는 독특한 시문방식으로 나라시대 이후부터 

일본 전통 칠기 기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마키에（蒔繪） 기법을 사용하여 기형과 문양에서 일본적인 느낌을 질게 

자아 낸다. 더구나 일본에 유학한 강창규의 경우는 제12회에 일본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눈에 든 한국인 출 

품자 중의 유일한 독선작이다. 이러한 시상 기준은 공모전에 낯설은 다른 출품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결과적 

으로 '선전 공예의 일본화 경향율 촉지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이같은 풍조는 제15회에 톡선한 엄맹운의 작품과 이 

롤 필두로 하여 이후에 유행하게 된 같은 형태의 일련의 가구류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이 장식장은 위쪽에 1단의 서랍과 오른쪽 하단 구석에 수장공간 하나만을 남기고 네 개의 기둥이 드러나도록 

목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옆널과 뒷판 또한 막지 않아 개방적인 결구형식을 갖춘 특징적인 가구이다. 이와 같은 

꽁간구성의 방법, 독히 면과 공간을 구획하는 가로대를 턱이 지게 설정한 점과 지면에 접하는 부분에 일정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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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면서 간간히 능화형의 풍혈을 투각한 점에서 사방탁자와 다른 일본적인 느낌이 짙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 

단의 수장공간문판에 시문된 한 그루 나무의 표현에서는 기형상의 특징과 함께 1936년 일본의 요시다（吉田源+郎） 

가 제작한〈漆南天棚〉（교토국립근대미술관 소장）과 비교됨으로써 일본가구의 모방 또는 아류적 경향임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민종태의 작품 역시 이와 같은 부류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판에 시문된 오동잎 문양은, 일본 센츄리 미 

술관 소장의〈棟紋蒔繪七O椀〉이나 풍신수길의 초상을 안刀해 둔 일본 고태사（高台寺）의 사당 문판에 은평탈（銀平 

脫）로 시문된 동문（오동꽃문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모야마시대 이래 크게 유행한 일본의 전형적인 전통문양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제작풍토는 모방과 아류적인 경향을 더욱 부채질 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제19회에 출품한 엄태섭의〈나전다붕〉이나 김기주의〈나전서붕〉등에서도 나타나는 것 

으로, 엄맹운이 제15회 선전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특선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여기에 자극을 받은 

한국인 출품자들이 유햄심리에 의해 같은 류의 모방작들을 잇따라 제작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선전에서의 모방풍조는 이보다 앞선 1927년 제8회전을 개최하면서 공예부를 신설하여 '선전 의 구성과 운영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제국미술전람회'（약칭 제전） 출품작됼에서도 직 • 간접적으로 참고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 

로, '제전' 제10회어929）에 출품되었던 杉田禾堂의〈주동사방절입화문（鑽銅四方切入花瓶）〉과, 이 작품에 비교되는 

강창규의〈건칠십육각화병〉（선전16회, 1937）을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재질과 제작기법은 비록 다르지만 외형 

에 있어서는 거의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실내용 칸막이의 용도로 쓰였던 일본식 충립, 금속공예, 염직공예 등에서 

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선전' 제15회에 출품한 김자선의〈5 衣 ^（토끼）〉가 이보다 3년 앞서 '제전 에 

출품되었던 일본인 小繪山榮의〈자수충립（刺繡衝立）〉과 비교할 때 기형은 물론 문양기법과 처리기법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묵시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이 무렵의 상호 모방 풍조는 같은 '선전 에 출품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특히 일본 작가 

의 경우 자국의 '제국미술전람회' 나 '문부성전람회 등을 통해 손쉽게 모방함으로써 한국작가들의 작가의식 형성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비단 선전에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까지도 

일부 지속되었다.

한국에서 미술공예의 개념이 확산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費會, 약칭 조선미전）의 공 

예부 신설에 의한 것이다. 1922년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 주관의 조선미전이 1932년부터 공예부를 신설하게 되면 

서 미술공예의 개념이 한국에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이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윤범모.「한국 현대미술 100년』. 현암사, 1984.

최공호.「일제시대의 전통공예- 나전칠기를 중심으로」.「홍익미술』제8호（1986년）.

최공호.「한국 현대 공예사의 이해」. 재원, 1999.

최옥수.「한국근대 공예개념의 형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미술학석사학위논문, 1999.

최옥수.「한국 근대 공예개념의 형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전공.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費會）의 공예부」.「월간 디자인」, 1995년 8월호.

민족문화대 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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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塑関

［명칭］ 상업미술전람회

［설립연도］ 1938년

연구내용

상업미술전람회는 1938년에「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광고도안모집 햄사이다.

저11회 전조선상업학교생도 상업미술 전람회 포스터, 신문광고 도안 대모집'이라는 명칭의 이 행사에 관해 1938 

년 사고（社告）형식으로 발표된「동아일보』기사에 준해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출품종목: 제1부 포스터 도안, 제2부 신문광고 도안

출 품 자: 조선내 중등상업학교 재학생

출품장소: 동아일보

출품기일: 1938년 9월 6일〜15일

전람회기일: 1938년 9월 24〜30일

전람장소: 화신 갤러리（화랑）

심사발표: 1938년 9월 24일 이후 동아일보

상 품 제부 특등상, 1등상, 2등상 3등상 각각 1인, 가작상 약간명 제2부 제1부와 同

과제광고를 보고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는 광고상이라는 면에서도 1926년에 실시된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 에서 

실시된 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과제광고 대상이 된 상품과 상점은 12개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성공사（껌 ） / 경성전기주식회사 / 경성방직 주식회사 / 제등주조합명회사（齊藤酒造合名 會社）

조선매 약주식회사 / 조선생명주식회사（보험 ） / 천일제약주식회사 / 야전장유（野田特油）주식회사

부국제약주식회사 / 모리나가（森永）제과 주식회사 / 화신 / 화평당 약방

과제광고는 그 해 7월 19일부터「동아일보』전면에 4개씩 게재되었고 윗부분에는 응모 내용을 설명하였다. 9월 

29일자 동지에는 "금일 상미전 수（遼） 개막”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발표된 입상자와 입상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 

았다. 이 행사는 다음 해인 1939년에도 계속되었다.

제 1 부 （포스터） 느

특선 조선생명은 일가의 光: 동성상（東星商） 김영각（金榮珏）

1등 화신: 경기상（京厳商） 박명섭（朴明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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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아이암 츄잉껌: 동성상（東星商） 조두영（趙斗永）

3등 삼영（森永）비스켓: 경기상（京般商） 암본진지조（岩本辰之助）（일본인） 외 가작 5점, 입선 42점

제 2 부 （신문광고도안）

튝선 삼영（森永）의 과자: 신의주상（新義州商） 임승남（林承男）

1등 태양조경환: 신의주상（新義州商） 장환조（張環祖）

2등 킷꼬류: 대동상업（大東商業） 임석규（林錫圭）

3등 김천대（金千代）: 대동상업 임석규（林錫圭） 외 가작 4점, 입선 15점

참고문헌

신인섭 • 서범석. 1■한국광고사』. 나남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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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조선상업학교생도 상업미술전람회' 

포스터 및 신문광고 도안모집에 충품한 광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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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및 신문광고 도안모집에 출품한 광고작품. 
제 1회 상미전 개막 및 입상 • 입선 발표 기사. 
「등아일보」. 193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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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美術展覽會

［명칭］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

［설립연도］ 1949년 11월

연혁

1949 제 1회 전람회

1953 제 2회 전람회

1954 제 3회 전람회

1955 제 4회 전람회

1956 제 5회 전람회

1957 제 6회 전람회

1958 제 7회 전람회

1959 제 8회 전람회

1960 제 9회 전람회

1961 제10회 전람회

1962 제11회 전람회

1963 제 12회 전람회

1964 제 13회 전람회

1965 제 14회 전람회

1966 제 15회 전람회

1981 제 30회 전람회

1981 제30회로 종결

1982 대한민국미술대전과 현대미술초대전으로 분리

제 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1983 대한민국미술대전

1984 대한민국미술대전

1985 대한민국미술대전

제 2회

제 3회

제 4회

연구내용

1949년에 한국 현대공예의 전개에 긍정과 부정의 요소룔 함께 배태한 '국전 이 창설되었다. 초기부터 함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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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공예부는 1942년 21회 선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던 관 주도의 공모전 형식이, 충분한 반성과 검증의 기 

회를 갖지 못한 채 그 구조와 체질을 그대로 이어 받아 부활됨으로써 한국 현대 공예사에 수많은 명암을 드리우게 

된다. 더우기 '국전 초창기의 출품 경향은 비단 공예부에 국한된 경향은 아니지만, 대부분 '선전 출신의 작가듈 

이 주도권을 쥐고 심사와 운영권을 그대로 옮겨왔음은 물론, 이를 통해 선전풍의 답습 및 확대재생산 구조를 고착 

시킴으로써 '선전공예의 재판 이라는 비난에 가까운 지적을 듣기도 하였다. 이는 구전 초기의 공예부가 '선전 을 

무대로 활동했던 강창원, 김재석, 이순석, 장기명 등 주로 일본 유학파들에 의해 주도 되었던 사실과도 얼마간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군수물자에 휩쓸려 둘어온 서구의 디자인이 침체된 공예계에 일 

정한 자극으로 받아 들여졌던 반면, 주한 미군들의 이국취미에 영합한 자수제품, 상보, 인형, 완초 핸드백 등 조악 

한 수공예품돌이 특산품 또는 민예품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성행했다는 점이다. 이들 공예품은 주로 미군들의 호기 

심 끌기에만 급급하여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수공예품으로서 이 시대의 시대적 여건에 밀착하여 특수 수요를 누렸 

던 듯하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공예를 실생활과 유리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전' 공예부에서 비롯된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공예를 쓸모를 떠난 예술품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은 식민지 문화정책을 주도한 일제 식민지 정권에 

의해 굴절된 시각으로 보급된 서구의 미술사조에서 기인하였다. 당시 모더니즘의 순수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던 

미술계의 흐름에 편승한 공예가들 사이에서 쓸모는 순수를 추구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청산의 대상으로 은연 중 

에 간주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전 이 뛰어난 기량을 지닌 이 땅의 공예가들을 관 주도의 공모전에 

喜수함으로써 조형적 측면만 강조하는 예술가로의 변신을 부추겼다. 그 결과 실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만들어 왔 

던 공예가의 책무 따위는 구태를 못벗은 지나간 시대의 장인쯤으로 취급되기 마련이어서 공예인돌 대부분이 공모 

전을 통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회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공예는 서구의 영향으로 디자인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예나 디자인, 도 

안, 응용미술, 장식미술 등의 용어가 계속하여 혼란하게 쓰여졌고 각각의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학을 

위주로 응용미술로서의 공예교육은 계속 이어졌고 미술공예의 개념이 더욱 중시되었다. 공예는 대학 중심의 창의 

성을 추구하는 미술공예와 전통적인 기법과 형태를 고수하는 전승공예로 분리되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공예부에 나타난 공예의 개념은 조선미전을 잇는 미술공예의 개념이다. 그러나 조선미전 공 

예부와 국전에 나타난 미술공예의 양상은 국전초기에는 비슷하였으나 점차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1949년에 시작한 국전을 1950년에 일어난 전쟁에 의하여 연기되었다가 1953년에 다시 개최되었다. 1950년대 초 

반에 국전에 발표된 공예작품이 어떤 경항을 띠고 있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출품자명단과 

작품목록에 의하면 대부분 조선미전에서 활약한 작가들이 나전칠기나 도자기, 목공예, 자수작품을 출품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전에서 활약한 작가들은 국전초기인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 지는데, I960년 

대에 들어와서 김봉룡이나 김재석 등의 소수만이 있었다.

1950년대에 주로 공예작품활동을 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전통공예를 전수한 사람들로서 

조선미전에서 활약하였거나, 또는 일제시대에 한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김진갑（金鎭甲）, 조기준（趙基俊）, 장기명（張 

基命）, 김봉룡（金踝龍）, 박여옥（朴呂玉）, 박성삼（朴成三）, 백태원 등이다. 두번째 부류는 이순석, 유강렬（劉康烈）, 

강창규（姜昌奎）, 김재석, 장선회를 위시한 소수의 일본 유학파들이고, 세번째 그룹은 이들 1세대로부터 교육을 받 

은 제자들로 백태호, 권순형, 이신자 등이다. 국전에는 1954년부터 이순석이나 유강열, 김재석 등을 위시한 일본 

유학파와 해방이후 대학에서 그들에게서 배운 작가들이 주로 활약하였다.

국전초기에 활약한 전통적인 공예가들의 작품은 조선미전에 출품했었던 것과 같은 경향이었다. 조선미전 공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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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품된 공예품은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기능적인 용도와 아울러 감상용이라는 용도가 추가되었으며, 보여주 

기 위한 공예품이라는 용도는 공예가들로 하여금 더욱 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술전시 

회에 놓여지는 미술품이 되기 위한 미술공예의 개념은 국전에 들어와서 더욱더 심화되었다. 전시대의 감상용 공예 

품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어 국전에서는 현대적인 미술품으로서 전시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리하여 공예는 전통적인 생활용품으로서의 중요성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작 

품이 되었다.

국전 제2회인 1953년부터 1969년까지 국전 공예부의 심사위원을 맡아 큰 영항력을 행사한 이순석의 작품선별 

기준은 '재래의 형식에서 벗어나 양식의 현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디자인이나 색조구성 등에 있어서 새로운 양식 

화를 가져와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순석이 말하는 '새로운 양식화 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인이나 아 

이디어가 참신한 것' , 즉 시대에 맞는 '모던한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국전 출품에 '예술적인 창작품보다 모 

방 내지 모사에 그対는 작품이 많았음' 을 지적하며 칠기 중에는 '진실한 예술인보다는 상인돌에 의해 만들어진 것 

으로 보이는 것' 은 모두 낙선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상업성이 배제된 기존의 전통공예폼과 같은 복고적인 성항은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순석은 심사 

평에서 '용과 미를 겸비한 것 중에 좀더 미에 为중한 것이라야 일품공예로 평가 했는데 이로써 그가 공예품이 갖 

는 기능성보다는 외형에 나타난 예술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국전의 

입상작으로 선발한 벽걸이나 병풍, 가리개 등의 전통적인 장식화와 함께 전혀 용도가 제시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명목의 도안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국전공예부의 성향은 심사위원과 학교교육의 내용에 따라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하고 현대적 

인 느낌이 나는 작품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출품된 공예품의 종류를 보면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담 

배함이나 과기, 꽃병 둥의 용도를 가진 목공예나 나전칠기 소품류와 가구류, 석공예품 등이 있고, 장식화 계통으로 

는 자수나 염색, 아플리케 기법으로 된 병풍이나 벽걸이, 용도불명의 도안작품 등이 있다.

이 도안작품들은 조선미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종이 위에 면을 기하학적이나 추상적으로 분할을 하거나 

풍경이나 자연물을 양식화된 형태로 구성한 장식화이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구성양식이나 자연물의 양식화는 실용 

적인 작품의 문양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실용적인 소품류나 가구들도 모두 문양을 집어넣었는데 이러한 

경향을 조선미전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미적인 가치를 문양이라는 장식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에서도 조선미전에서 볼 수 있었던 곡선을 이용한 작품과 직선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순석의 작품을 비롯한 석공예작품과 간단한 목공예용품은 곡선 위주의 형태였다. 이러한 제품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부드럽게 깍아 내린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보인다. 모더니즘의 기하학적인 경향을 방영 

하고 있는 공예품은 가구와 목공예로 만든 과반, 촛대 등에서 볼 수 있다.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의 문양이나 장식화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많아졌다. 서양화에서 나타난 추 

상의 물결이 공예에서 실험적으로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더 이상 도안작품이 아닌 

공예품들이 출품되었지만 무늬나 형태의 양식만 달라졌을 뿐 장식적인 경향으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절제 

되고 기능적인 형태의 모던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공예품의 표면이 점점 더 화려한 선적인 장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 공예에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경항을 보인 곳은 도자기분야이다. 해방이후 침체되어 있었던 

이 분야는 공예시범소와 유학생들의 활동으로 미국의 영항을 받기 시작하였다. 형태는 물론 유약의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표면 효과들이 실험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물레기법과 아울러 코일링이나 판작업 등의 기 

법도 변화를 가져왔다. 툑히 이 도자공예는 전통적인 그릇으로서의 기능성보다는 오브제적인 경힝을 나타내었다.

염색의 경우도 1960년대에 들어와 활성화되었는데 납염을 주로 하여 장식적인 화면을 만들어 내었다. 이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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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 염색작품은 자연물의 형태를 단순화한 면분활과 검은 윤곽선, 화면 전체를 뒤덮는 크랙선이 특징으로 유강렬 

작품의 경항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러한 스승의 경향을 따라가는 아류적인 성항은 아직도 이 시기에 일제시대의 

남을 모방하는 경항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공예분야에서는 전통양식미를 살리는 현대적인 느낌의 가구듈이 등장했다. 그러나 장식적인 문양으로 꾸민 가 

구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기적인 느낌을 주었다.

해방이후의 공예가 I960년대에 듈어서면서 점차 일제시대의 양상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술공예의 

성격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해방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공예가 창의성과 현대적인 것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장식화나 문양개발로서 일제시대의 미술공예 개념을 연결하였다. 국전에 나타난 공예품의 표면장식이 미적 

인 가치로 인식되는 경항은 조선미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해방 후 1960년대 이후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장식으로서의 공예개념은 일본의 도안개념에서 온 것으로 1960년대까지 일본의 영항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에 생긴 민예의 개념은 해방이후 민예품이나 특산품, 복고적인 전통공예품이라는 상업적인 방면으로 나 

아가 분리되었고 현대적인 공예에 흡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예개념의 공예품이 석공예품을 중심으로 

국전에서 초기에 보여졌지만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욕심이 

없이 자연스러우며 기능적인 특성이 1960년대까지의 공예에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공예전통과의 분리는 일제시대에 습득한 장식으로서의 공예개념과 도안과 응용미술이라는 회 

화적이고 평면적인 성항이 해방 이후까지 오랫동안 영항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술공예의 경향은 현대의 

창작적인 공예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예의 역할은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예가 응용미술이라는 혼합된 개념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분리되는 196이년대 후 

반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기능과는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공예가 생활에 유용한 실용품으로서 기 

능적인 측면을 탐구하지 못하고 조형미술로서만 발전해 나간 것은 한편으로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미술 전람회는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과 현대미술초대 전으로 양분되었는데 이는 미술대 전의 의미를 

과거 국전 30년의 공과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출발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은 

회화I-한국화, 회사卜양화, 조각, 서예, 공예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봄과 가을로 나누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공예 부문은 봄미술대 전에서는 전시되었다. 1986년부터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분리되어 공예대 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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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유남회 제1회 대상.
장광애. 제1회 우수상.

정영자. 제1회 우수상.

김종열. 제1회 우수상.

김맹길. 제1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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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조선일보광고대상

［개최연도］ 1964년〜

연혁

1964 조선일보 광고대상 제정

1965. 12 입상 작품전 개최

1967 신인부 신설

1968 국무총리상을 비롯 6개 부처 장관상을 마련

1970 업종별 부문상을 확대개편, 컬러부문상 신설

1971 수상작품 전시

1972 최우수광고주상 제정

1974 조일광고 본상의 기업 PR부문상을 추가 신설

1981 조일광고상 신인부문에 신인우수상 3점을 추가 신설

1983 공공광고 부문을 신설

1988 각부처 장관상 폐지

연구내용

'조선일보 광고대상'은 조선일보사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신문광고 공모전이다. 이 상은 1964년 

국내 언론계 및 광고계 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창작광고상으로 우리나라의 신문광고 역사에 주요한 맥을 형성해왔 

다. 제1회에 238점의 출품작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1000여 점 이상이 응모되는 등 양적 증가와 더불어 현재에 이르 

기까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단순한 상품소개에 국한되어 일차원적인 광고가 주류를 형성하였던 우리의 광고사 초창기에、'조선일보 광고대 

상'은 신문광고의 가为를 기업과 일반대중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한편 신문광고의 질적 항상과 광고인의 사회 

적 지휘 항상을 도모하기 위해 둥장하였다. 춬범 이후 응모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67년 제4회에는 일반부와 분류 

하여 예비광고인을 위한 신인부가 신설되었다. 신인 등용문의 응모대상은 기성 광고인이 아닌 전문학교와 대학교 

의 전공학생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들의 참여를 위해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첫해 응모작품은 26점에 그쳐 당시까 

지만해도 아직 광고인의 사회적인 인기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제5회에는 정부 각 부처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6개의 장관상이 마련되어 명실상부한 공모 

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크리에이터들의 발상은 일차적인 직접 소구보다는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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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생각하고 기업을 대변하는 모습이 작품마다 역력히 나타났다. 또한 대개의 작품들이 아트 위주의 시각적인 

여백처리가 획일화되어 왔던 것에 비해 소비자의 정서에 접근하는 카피가 서서히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본격적인 상품광고의 시대가 열린 1970년대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광고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동년 3월 5일 창간 50주년을 맞이해 조선일보사는 우리나라 신문사상 최초로 정밀 원색 옵셋 윤전기를 도입하여 

태평양화학의 컬러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원색광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때부터 다양한 소비제품 출현에 따른 

컬러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컬러광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0년 7회에 업종별 부문상을 개편, 첫 칼라 PR 

부문상을 포함하여 부문을 확대하였다.

광고목적에 있어서도 '60년대에는 의약품 주종의 광고에 매달렸으나 '70년대부터는 다양한 상품으로 폭 넓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절실해지는 활발한 광고 성숙기률 맞이하게 되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은 종래의 판매자 

시장(Seer's Market)이 소비자 선택권 위주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그에 부응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비티의 개발이 요구되는 하나의 필연적 징후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 작품들이 상품의 이 

미지와 광고주의 욕구만 나타내고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생활정보의 편익과 공감 부족이 문제시되어 기존심사에 

소비자 측면을 보강했다.

1972년 제9회에는 소비자를 위해 정직한 광고를 시행한 광고주사와 광고인을 대상으로 최우수 광고주상을 수여 

하여 우수광고활동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제10회 대상수상 작품이 입상 후 표절로 밝혀져 진통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표절 및 모방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되었다. 1974년 제11회에는 조일광고 본상의 기업PR 부 

문상이 추가로 신설됨으로써 총 9개 부문의 시상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1977년 14회에 조선일보 

광고대상 작품이 미국의 '클리오 파이널리스트상 을 수상하게 되어 권위률 한충 높여 주었다.

1980년대의 조선일보광고대상의 주력 분야는 '70년대의 상품광고에서 공공광고로 대치되었다. 1983년에 공공광 

고 부문이 신설되면서 이미지의 직접적인 호소력을 지니지 않아 발전하기 어려웠던 공공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관 

심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초기에 '근검 • 절약 • 저축'과 '인구폭발방지'에서부터 장애자공감대응을 위한 휴머니즘 

의 주제 등을 통해 서서히 정착되었다.

1983년은 조선일보광고대상이 20돌을 맞이한 해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조일광고상'이라는 명칭이 '조선일보광 

고대상'으로 승격되고 CAA(Chosunilbo Advertising Awards)라는 영문약칭으로 표기되었다. 1980년대 국내 광고계 

가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 최상의 시기를 맞이하였던 만큼 조선일보광고대상은 외국 

광고 모방을 지양, 창작성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광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한충 강화되어 '쓰레기를 줄입시다와 같은 환경캠페인과 

과소비 추방 캠페인 등으로 확대되어 창작 광고인의 사회계몽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광고대상은 1960년대의 신문광고 개척에서부터, '70년대의 상품광고, '80년대의 기업 PR, 그리고 최근 

의 그린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부응하는 광고표현의 흐름을 그려왔다. 조선일보광고대상은 광고주나 소비자 

모두에게 광고의 호용성과 전문성을 인식시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광고 전문인력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서의 소임울 다하였다. 조선일보광고대상의 수상작의 역사는 우리의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광고 흐름의 변천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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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제1회 조일광고상 대상 수상작. 1964. 
I/D/C 이호일（동아제악）

제4회 조일광고상 신인특상. 1967.
1967년 광고요원 양성과 전문화를 위해 신인부가 신설 

되었다. 이 작품은 신인부 신설 첫 해 특상작품이다.

제8회 조일광고상 대상수상작. 1971.제7회 컬러 • PR부문 수상작. 1970. 조선일보 창간 50 
주년올 맞이하여 원색광고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컬러 • PR부문 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 부문은 조선일 

보에 1년간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제14회 조일광고대상 대상 수상작. 1977.
이 작품은 1978년 미국 클리오 파이널리스트상을 

수상하였다.
꽁꽁광고.
1984년 '인구문제' 본상 수상작품（상）.

1992년 '쓰레기를 줄입시다신인대상작품（하）.

864



1 공모전 ） 공모전 （Award）

굉고도안현상선발대회 | 조선미술전람회 공여부 | 상업디 술전람회 | 대한민국 미술 전랄회 공예 부 |

조선일보 광고대 샴 |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 LG국제 디자인 공모전 | 힌극일보 광고대 상 | 대한민국공예대 전 !

川2⑶IS

데힌민국신임디弔인지림회 

KOREA INDUSTRIAL DESIGN

［명칭］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설립연도］ 1宠6년 8월 3일

연혁

1966.8.3〜22 제 1회 상공미전（경신관 미술관）

1967.9.1-30 제2회 상공미전（덕수관 전시장）

1968.7.25 〜8.24 제3회 상공미전（경복궁 미술관）

1969.6.10-30 제4회 상공미전（한국디자인센터）

1970.6.1-6.20 제5회 상공미전（국립공보관）

1971.6.5-6.25 제6회 상공미전（국립공보관）

1972.4.17-4.30 제7회 상공미전（국립현대미술관）

1973. 6. 1 〜15 제8회 상공미전（국립현대미술관）

1974. 6. 15 〜30 제9회 상공미전（국립현대미술관）

1975. 6. 5〜18 제10회 상공미전（국립현대미술관）

1976.6.4〜6.17 제11회 상공미전（굴립현대미술관）

1977.10.4-10.23 제1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78.6.1-6.20 제1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79.6.8-6.22 제1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0.5.19 〜6.7 제15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1.7.10-7.29 제1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2.7.2〜7.21 제17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3.7.8 〜7.27 제18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4.9.1-9.15 제1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5.9.10〜9.24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6.5.27-6.10 제2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7.5.26〜6.9 제2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8526〜6.9 제2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89.9.5-9.19 제2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90.5.18〜6.1 제25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91.5.10-5.24 제26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992.5.15-5.30 제27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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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제28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4 제2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5 제3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6 제3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7 제3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8 제3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1999 제3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연구내용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전신）는 우리나라 디자인 진홍기관의 역사와 괘를 같 

이하는 행사이다. 1965년 서울대 부설 한국공예기술연구소의 설対와 전람회 개최를 동시에 의결한 청와대 수출진 

홍 확대회의로 탄생되었다. 제1회 전람회는 상공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66년 8월 3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전람회의 개최를 위해 이순석과 백태원, 백태호 등이 활발한 대 정부 로비를 전개했고, 실무적인 

일은 상공부측의 오원철, 디자인 분야의 민철홍, 염인택, 조영제, 한도룡 등이 담당했다.

이 전시회는 제1부에 상업미술, 제2부에 공예미술, 제3부에 공업미술로 구분해 실시되었다. 실제로 상공미전은 

4회까지 근본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5회부터는 '수출과 직결되는 

창의, 창안력의 발휘가 현저'（제5회）하고, '실용화에 역점을 두어 제작, 출품한 경향'（제6회）이라는 설립목적에 부 

응해 갔다. 명칭에 있어서는 1회에서 5회까지 '상공미전 으로 불리었으며, 주관부처가 대한상공회의소인 점, 또 미 

술관을 중심으로 개최던 점을 보면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단순했음을 알 수 있다. 6회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디자 

인포장센터（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의 전신）가 전람회를 주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6회부터 11회까지는 

개최 장소가 국립현대미술관이었고 12회부터는 한국디자인센터 전시관에서 '산업 디자인전 이 열림으로써 주관부처 

의 역할이 높아졌으며 디자인의 인식면에서도 '입체적'으로 탈바꿈되었다. 79년에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디 

자인 3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80년에는 제품디자인 부문에 환경디자인을 첨가하 

여 지난 26회까지 실시해 왔다. 27회부터는 '센터 에서 '개발원'으로 격상됨과 더불어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요강의 체제를 새롭게 바꾸어 제1부에 제품디자인, 제2부에 환경디자인 그리고 3부와 4부에 시각디 

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상공미전 개최의 의의는 디자인의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전문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과, 학계 및 실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해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상공미전에 출품했던 몇몇 작가들은 공예가 

들이 전반적으로 전승주의에 집착했던 그동안의 작업경향으로부터 발전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변화시켜 나갔다. 이 

전까지 국전욺 중심으로 하는 공예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적인 공예가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항상 일품공예 

의 한계룔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작품활동과 직업이 동일화되지 못했다. 특히 젊은 공예작가돌은 발표의 기회 

가 국전밖에 없었으나 상공미전을 계기로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확립하고 전문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6년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개최된 이래 최근가지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 : 강창균/ 서율역 인내 시스템

제2회 : 김길홍/ 양송이 재배

866



공모전 I 공모전 I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I

亩亩亩逋

제3회 : 권명광/ 양송이 재배

제4회: 부수언/ 택시미터기

제5회: 김철수/ 기와 디지인

제6회 : 신용태/ 건전복 수출을 위한 제품별 포장계획

제7회 : 이 건/ 개폐식 간이식탁

제8회: 박인숙/ 장식을 겸한 병따개와 조미료통

제9회 : 고을한/ 가정용 패널 히트 디지인 연구

제10회 : 김순성/ 전자제품 시리즈의 포장디지인 표준화 제안

제11회 : 홍성수/ 스테레오 카세트 겸용 컴퓨터 캘린더

제12회: 민병혜/ 포터블전자미싱

제13회 : 박성우/ 수출용 책상 용구 세트

제14회: 정국현/ 확성기기

제15회 : 이영제/ 충전식 자동 살 분무기

제16회 : 김학성/ 신체 장애자를 위한 계몽 포스터

제 17회: 변상태 • 강병/ 올림픽 타운의 보행자 공간을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통합 조정 계획

제18회 : 이수봉/ 사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퍼니쳐

제19회 : 조벽호/ 시스템 가구 디자인

제20회: 정용주/ 죽세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시안

제21회 : 김철호 • 심재진/ 오디오 비디오 인포메이션 시스템

제22회 : 지해천 • 이석준/ 공중용 정보기기 시스템

제23회: 오국영 • 권혁방/ 민예품 포장디지인 연구

제24회 : 강성철 • 강윤성/ 한국 전통보자기전 시각물디지인

제25회 : 이순인 • 유선일/ 어린이 교육을 위한 조립식 가전제품

제26회 : 김경균 • 김창식/ 제주관광의 효율적 종합정보를 위한 지도 및 시각물

제27회 : 신승모 • 이한성/ 서비스 키친

제28회: 심규승 • 윤창수/ 공간 효율성을 위한 세탁건조 시스템제29회:

제29회 : 전영제 • 홍선영/ 가정용 다용도 청소기 및 청정기 제안

제30회 : 은정식 • 권진/ 가정용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시스

제31회: 이우찬 • 이영록/ 휴먼 디지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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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 즈음하여」.「산업디자인」158히 998년 5 • 6월호）.

「한국디자인 100년」.「월간 디자인』1995년 12월호.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상공미전） 개최」.「월간 디자인』1996년 2월호.

이철호.「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27년, 짧은 역사 큰 도약」.「코스마』32호（92년 5월호）.

「한국디자인의 거울,〈산업디자인전〉역대 대통령상 수상작」.「코스마』32호（1992년 5월）.

문장혜.「제27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코스마』36호서99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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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LG국제디자인공모전

［설립연도］ 1983년

연혁

1983

1984

1985

1987

1989

1991

1993

제1회 공모전 개최

제2회 공모전 개최

제3회 공모전 개최

제4회 공모전 개최

제5회 공모전 개최

제1회 국제디자인공모전 개최

제2회 국제디자인공모전 개최

연구내용 

금성공모전은 1983년부터 시작되어 우리 디자인계의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1년올 전환점으로 국 

제공모전을 발돋음하였다. 금성 국제디자인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국제 규모 공모전으로 국가 전산업의 육성방향을 

국제화에 두고 있는 즈음의 시대적인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은 80년대 후반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된 수입자유화조対와 최근 실시된 유통시장 완전개방이라 

는 환경적 격변의 위기상황 속에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경쟁력 확보라는 대과제를 새로운 활력 

적 탐색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적으로는 산업디자인계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밖으로는 점차 국제화 일로에 앞장 

서 나가는 금성의 진취적 면모를 전 세계 산업디자인 분야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전 고객을 포함하는 산 

업디자인 분야의 진홍과 인재육성이라는 기대효과를 통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모전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공모전은 세계 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의 공인 속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각 연도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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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심사위원 : 고을한（경기공업전문대학 교수）, 김영우（한국산업기술진홍협 회 부회장）, 김진기（한국방송공사 홍보부 

장）, 김철수（국민대학교 교수）, 민철흥（서울대학교 교수）, 박경수（한국과학기술원 박사）, 박한유（한국디자인포장센 

터 상무）, 이건（인덕공업전문대학 교수）, 이경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이순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환 

（한국기계연구소 기술부장）, 정병호（특허청 심사관）, 최광정（전자공업진홍회 부회장）, 한도룡（홍익대학교 교수）

출품현황

국가 출품수 국가 출품수 국가 출품수

한국 331 폴란드 3 인도 10

미국 72 스페인 3 대만 8

아르헨티나 6 그루지 아 2 홍콩 6

브라질 3 덴마크 2 일본 4

페루 1 핀란드 2 중국 3

멕시코 1 스웨덴 1 이스라엘 2

영국 45 벨기에 1 인도네시아 1

독일 26 체코 1 레바논 1

이태리 8 오스트리아 1 필리핀 1

프랑스 8 터키 1 싱가폴 1

아일랜드 6 호주 34 국적불명 1

네덜란드 4 뉴질랜드 17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교 국가

대상 워크 패드 원+ 제임스卷•占良?離피터 왕립미술대학 영국

금상 독신자를 위한 초음파 세탁기 박호영 홍익대학교 한국

은상 퍼포먼스-춤추는 오디오 박수영 중앙대학교 한국

은상 팜 마우스 도날드 카 엔씨알 코포레이션 미국

동상 이스트만-여행의 동반자 스벤 아돌프, 독일 크렌부룩 아카데미 미국

동상 물건을 꺼내기 쉬운 회전식 냉장고 도날드 크럼
센터포 크리에이티브 

스터디스
미국

동상 종합 개인 정보기기 사티엔트라 파칼레, 인도 유럽 안틉鵠記 지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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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김영우（한국산업기술진홍협회 부회장）, 김영택（한국기계연구소 분소장）, 김일수（동아일보사 생활부 

장）, 김철수（국민대학교 교수）, 박경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대순（한양대학교 교슈）, 박중길（한국방송공사 홍 

보실장）, 박한유（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무）, 이건（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승환（특허청 심사 1국장）, 윤복자（연세 

대학교 교수）, 장호익（서울대학교 교수）,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광정（전자공업진홍회 부회장）, 한도룡 

（흥익대학교 교수）

출품현황

국 가 출품수 국 가 출품수 국 가 출품수

한 국 180 아일랜드 6 스웨덴 1

독 일 13 영 국 7 유고슬로비아 1

미 국 14 소 련 7 일 본 6

홍 콩 1 체코슬로바키아 1 페 루 1

브라질 2 핀랜드 1 인 도 4

아르헨티나 1 캐나다 1 네덜란드 2

폴란드 1 오스트레일리아 1 프랑스 1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 卫 국 가

대 상 교감성경 홍의택/류제성/김천식 홍익대학교 한 국

금 상 전자식 합성기 신타이스
Thomas Meyerhoffer 

Dirk Zimmerman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스웨덴

은 상 컬러텔레비젼-신 Grobe Stefan University 
Essen 독 일

은 상 퍼스널 인포메이션 메디에이터 Donald W. Carr Cranbrook
Academy of Art 미 국

동 상 노인올 위한 퇴침형 카세트 오회권/김희정 전북대학교 한 국

동 상 국민학생올 위한 종합커뮤니케이션 Jennifer Lum IIT 미 국

동 상 컴퓨터 & 커뮤니케이션 영상기기 S.P.Prashanth IDC, IIT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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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곽원모（중앙대학교 교수）, 빅대순（한양대학교 교수）, 박한유（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무）, 부수언（서울 

대학교 교수）, 이순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우성（숙명여대학교 교수）, 임응식（한국방송공사 홍보실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강환（동아일보사 생활부장）, 최성규（국립 공업시험원 전기전자부장）, 한도툥（홍익대학교 

교수）

출품현황

부문 (Category) 공모점수(Number of Entries) 입선점수(Number of Awards)

Part 1: Boy* s Age 29 8

Part 2： Young Age 66 16

Part 3： Golden Age 73 17

Part 1： Silver Age 16 4

계 Total 184 45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교

대상 업소 및 가정용 두부제조기 우강호/김 정섭 대구대학교

특상

어린이를 위한 제품디자인 연구
남장욱/민진영/ 

안영진/이경회/허성철
한국과기대

에밀 강상연 홍익대학교

장려상

취학전 아동용 학습놀이기기 한기붕/권혁진/김상욱 국민대학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조학습기기
강성식/서해식/흥의택/문무경 홍익대학교

컴퓨터내에서의 

디자인의 의미
박승호 서울대학원

프랜드 우현주/이철귀/최동신 전북대학교

첨가형 음향 편집기기 김유석 건국대학교

무드램프와 이미용기기 강은아 이화여자대학교

모빌 오피스 이상현/김 영래/권오기/이재 락 대구대학교

YUN-COM 퍼스널 컴퓨터 윤형건 지 바대 학교

신혼초 맞벌이부부를 위한 

주방용품세트
최정민/김진순 서울시립대학

노인층을 위한 

새로운 콘트롤 시스템

남택진/박미정/ 

윤주현/황구영/이철배
한국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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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곽원모（중앙대학교 교수）, 김순（특허청 심사1국장）, 김철수（국민대학교 교수）, 도영숙（한국소비자연 

맹 부장）, 박대순（한양대학교 교수）, 박한유（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무）, 부수언（서울대학교 교수）, 이건（서울시립 

대학교 교수）, 이병학（영남대학교 교수）, 이순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우성（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임응식（한 

국방송공사 홍보실장）, 조강환（동아일보사 생활부장）, 최성규（국립 공업시험원 전기전자부장）, 한도용（홍익대학교 

교수）

출품현황

부문 공모점수 입선점수

전자부문 55 16

전기 부문 44 11

0A 부문 19 7

계 118 34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교

대상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하한수 경기대학교

특상

신시장 창조를 위한 

주방제품 연구
정병선/최승옥 대전대 학/유한공전

비디오 텍스 최기 호/서인곤/박경원 청주대학교

장려상

윙윙시리즈 이 귀 철/한일우/최 미 연/박명 숙 전북대학교

하이틴을 위한 

미니콤포넌트 시스템
신현경/한상현/한정 권/장현영 한양대 학교

어린이 교육용 음향기기
오두원/변회연/ 

박주영/김장호/김길만
국민대학교

1인 취사를 위한 
조리기구 세트

박봉서/김 택 국민대학교

합성통합화를 위한 

주방용품 디자인
김영주/김현식/김주성 건국대학교

가정，자동관리 정보 시스템 송재문 영남대학교

휴대용 퍼스널 

워드 프로세스
김진아/유천회/김동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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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간

심사위원: 김순（특허청 심사1국장）, 김태호（전북대학교 교수）, 김철호（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소장）, 박대순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장）, 박한유（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무）, 부수언（서울대학교 교수）, 이경여（한국소비자연 

맹 상무）, 이병학（영남대학교 교수）, 이상근（한국방송공사 홍보부장）, 이순종（국민대학교 교수）, 이순혁（이화여자 

대학교 교수）, 조강환（동아일보사 논설위원）, 한도룡（홍익대학교 교수）, 홍성수（중앙대학교 교수）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교

대상 시각장애자를 위 한 Audio 제품 연구 신명 철/신상회/신필승/이옥 대구대학교

톡상

주거생활에 알맞는 진공청소기 정지원/최문실 국민대학교

휴대용 라디오 듀얼 카세트 김재훈 서울대학교

장려상

팩시밀리 양현수/정경 선/김유진 한양대학교

주방기기 통합디자인 장일수/이은영/이수정/이미옥 유한공업전문대학

출품현황

부 문 구 분 공모점수 입선점수

1부 : 전자응용부문

O/A Computer 29 4

TV 14 3

Video 10 2

Audio 30 7

2부 : 가전응용부문

공조기 7 1

회전기 11 2

냉 응용기기 3 1

세탁기 6 2

전자레인지 5 2

주방제품 12 1

기타 5 1

3부 : 올림픽 상품 26 6

계 15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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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새로운 시대와 창조

본선 심사위원: 강홍빈（건축가, 서울시 시정 연구관）, 민철홍（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박한유（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본부장）, 박대순（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교수）, 박종서（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이사）, 이경여（한국소 

비자연맹 부회장）, 한도룡（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인타디자인 연구소 대표）, 김철호（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 

이사）, 교 도요구처（동경조형대학 학장, JIDA 회장）, 딘 리차드슨（ICSID 이사, Fitch RS 대표）, 스테판 렝겔（에센대 

학교 교수, V미D 회장）

예선 심사위원: 강병길（건국대학교 교수）, 김태호（정북대학교 교수）, 민경우（명지대학교 교수）, 이순종（국민대 

학교 교수）, 이승철（부산공업대학교 교수）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 교

대상 아동용 컴퓨터 시스템 홍재언/이인욱/지연규/김양성 명지실업전문학교

톡상

이동식 뮤직박스 디자인 윤진식 영남대학교

Baby Friend BS-3000 신명 철/남광회/김선화/안영 민 홍익대학원

장려상

벽괴용 종합 음향기기 서병렬 영남대학교

접는 선풍기 황석 수/채 회수 영남대학교

전기온수기 겸 드라이어 박창호/김 대진 원 강대 학교

콤포넌트 시스템 김 재호/오길 환/이상훈 한양대학교

츨픔현항

부 문 구 분 공모점수 입선점수

1부 : 전자응용부문

O/A Computer 25 6

TV 10 2

Video 6 2

Audio 20 4

기타 11

2부 : 가전응용부문

공조기 6 1

회전기 9 3

냉 응용기기 5
3

세탁기 3

전자레인지 13
3

주방제품 13

기타 14 1

3부 : 올림픽 상품 18 5

계 14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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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새로운 시대와 창조-인간과 환경, 제품본질의 재해석

본선 심사위원: 김석철（건축가, 아키반 건축사무소 대표）, 김철호（주식회사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이사）, 김 

형국（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딘 리챠드슨（국제디자인 단체협의회 회장, 피치사 명예회장）, 미켈레 데루키（건축 

가, 이태리 도무스 아카데미 교수）, 박대순（한양대학교 교수）, 부수언（서울대학교 교수）,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카즈오 모로호시（토요다 자동차 디자인 부장）, 한도툥（홍익대학교 교수）

예선 심사위원: 김두영（청주대학교 교수）, 김명석（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신수길（세종대학교 교수）, 윤영태（계 

명대학교 교수）, 이순종（국민대학교 교수）, 장호익（서울대학교 교수）, 한석우（서울산업대학교 교수）, 홍성수（중앙 

대학교 교수）, 홍정표（전북대학교 교수）

출품 및 입선현황

출품현황

부 문 구 분 공모점수 입선점수

1 부 O/A Computer 9 5

2 부 TV, VTR, Video 17 7

3 부 Audio 22 7

4 부 주생 활기기 18 10

5 부 주방기 기 24 10

계 90 39

입상현황

시상내용 작품명 출품자 학 교

대상 가정용 비디오 컴퓨터 유인철/박장준/한경 하/채 민규 서울대학교

특상

홈 컴퓨터 김용희 청주대학교

홈 비디오 시스템 박성규 영남대학교

어린이용 카세트 홍사윤/홍현수 세종대학교

세탁 건조 시스템 노창호 국민대학교

휴대용 가스레인지 김춘섭 조선대학교

장려상

컴퓨터피아 200 이종환 일반

심전도 GX-600 신명철 일반

접시건조기 강회 달/장순필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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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Goldstar Design Competitionj Goldstar Design Center.

r 산업디자인」129 호 （1993년）.

이헌조.「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금성 디자인」.「산업디자인』129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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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세탁건조 시스템. 1983년 특상 수상작.

노창호 （국민대학교）.

아동용 컴퓨터 시스템. 1984년 대상 수상작. 
홍재언 외 3인（명지실업전문대）.

주거생활에 알맞는 진공청소기.
1985년 특상 수상작.

정지원, 최문실（국민대학교）.

신시장 창조를 위한 주방제품연구.

1987년 톡상 수상작.

전병선, 최승옥（대전대, 유한끙전）.

어린이를 위한 제품 디자인 연구.
1989년 톡상 수상작.

남정욱 외 4인（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전자식 합성기 '신타이스 .

1991년 대상 수상작.

토마스 메어로퍼（아트센터칼리지/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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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②区困

［명칭】 한국일보 광고대상

［소속기관］ 한국일보

［설립연도］ 1984년

한국광고데생

연혁

1984

1988

1990

신문, 잡지광고 콘테스트

국내 최초로 마케팅상 신설, 시상부문 7개 부문 확대, 특별공무부문 카피, 일러스트상 추가

국내 유일의 마케팅賞 도입, 명실상부한 綜合廣告大賞 정착

서을경제신문 복간됨으로 시상부문 개편

연구내용

한국일보사는 1984년 광고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광고인 육성과 격려를 통한 국내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국광고대상을 제정했다. 당시 한국일보 이창영（李昌永） 광고이사, 한기룡（韓基龍） 광고 

기획국장과 김원식（金源植） 사원이 주체가 되어 국내외 다수의 광고대상제도률 비교 • 검토하고 홍익대학교 권명광 

（權明光） 교수가 트로피를 디자인하고 이근도（李根道） 제작부장이 한국광고대상 심볼마크를 제작하는 둥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고대상 시행요강을 확정하여 한국일보사 계열의 각 매체에 한국광고대상 시행 사고（社吿）를 게재하면 

서 그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광고대상의 시행으로 국내 신문사에 의한 광고대상제도는 조일광고대상, 중앙광고대 

상과 함께 3대 광고상으로 늘어 났으나, 한국광고대상은 과제 기업과 상품에 대한 창작광고를 모집해온 기존의 타 

매체 광고대상과는 달리 한국일보사 계열 전매체에 1년동안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평가 • 시상하는 점이 달랐다. 

출발 당시 내건 상금 2,430만원은 타 광고대상에 비해 파격적인 것으로 본상 수상 10여명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미•일광고계 시찰과 함께 한국광고대상 수상기업과 개인에게는 큰 혜택이었다.

한국광고대상의 출범으로 당시 각 기업체의 광고 담당부서나 광고대행사들은 촉각을 곤두 세워 광고 제작시 경 

쟁기업, 경쟁상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한국광고대상은 한해의 신문 • 광고계롤 결산하는 국내 

광고인과 광고제작물의 경연장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광고대상은 기성 광고인들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 

었고, 경쟁사간의 夭I열한 경쟁에 불을 붙였다.

한국광고대상은 신인, 기성광고인과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년 확대되어 왔다. 84년 대상 1부문과 종합 

일간지（한국일보）, 특수일간지 （코리아타임스, 일간스포츠, 소년한국일보）, 잡지（주간한국, 주간여성 , 월드테니스, 

스포츠레저, 학생과학）들의 3개 부문별 금•은 •동 각 1점쒁과 10개 업종씩 우수상을 시상（해당작이 없을 경우는 

제외）하고 제4부 특별공모부문에서 금 • 은 • 동 1점씩과 장려상 3점을 시상하던 것이 시행연도를 더해감에 따라 시 

상부문을 내실화하며 상금 수혜폭도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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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에는 국내 최초로 마케팅상을 신설함으로써 시상부문을 7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특별공모부문 카피상, 사진 

상, 일러스트상을 추가 시상했다. 그리고 90년에는 서울경제신문이 복간됨으로써 시상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종전 특수일간지 부문에 속했던 일간스포츠를 스포츠레저전문지 부문으로 , 서울경제신문은 종합경제지 부문으로 

독립 시켰으며, 본상 부문을 확대하는 한편 업종별 우수상과 특별공모부문도 추가 시상했다. 이에 따라 본상 및 

마케팅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11박 12일의 해외 광고계 시찰도 종전 11명에서 1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92, 93년 

에는 마케팅상, 특별공모부문 장려상, 업종별 우수상과 대상의 상금을 인상하여 총 시상금이 2,880만원이 되어 국 

내 최대 규모의 광고대제전으로 발돋움하였다.

대기업의 광고가 주류를 차지하는 속에서도 점차 일부 중소기업도 눈에 띄게 되었는데 86년 잡지부문의 금상을 

수상했던 한국쉐링의 미니보라（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광고, 87년 종합일간지 부문 동상을 차지한 슈발리 

에 광고, 88년 특수일간지 부문 동상을 차지한 조선 무약 기업PR 광고（Lights Illuminating from the East）, 종합 일 

간지 부문 동상을 차지한 동일레나운 광고（여자여, 자신의 시간을 찾아라）와 90년 종합일간지 부문 동상의 덕양상 

사 콩쥐바지광고（바지예찬 시리즈） 등이 그것이었다. 중소기업의 분투는 마케팅상 부문에서도 90년에 나우정밀이 

동상을 차지하고, 92년도에는 '물먹는 하마 란 신제품을 내놓은 옥시가 마케팅 은상과 학습지 회사인 대교가 눈높 

이 수학이란 아이템으로 마케팅 동상을 수상하여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매년 그해의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채택하여 공익광고를 공모하는 특별공모부문은 전체 응모자의 3/4이상이 

광고관련 대학 재학생이었으며 이들의 응모작은 그 질과 양에서 꾸준히 향상되어 이제는 기성, 신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광고대상이 종합광고대상이 되게 된 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마케팅상 도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 

국 광고대상 마케팅상은 88년에 첫 도입되었다. 80년에 들어서며 국내 각 기업마다 과학적 마케팅 전략에 의한 광 

고집행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인 심사위원장 황창규（黃昌奎） 교수와 중앙대 이대룡（李大龍） 교수, 

서울대 임종원（林鍾沅） 교수 등의 건의로 한국신문광고상 제도로는 최초로 마케팅상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광고대상은 진정한 신문, 잡지광고 콘테스트인 본상 부문, 신인광고인의 등용문인 특별 공모부문과 더불어 

광고와 관련한 명실상부한 종합광고대상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케팅상은 아직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 

한 과학적인 광고계획수립과 진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원한 중소기업채의 불참으로 사실상 그 참가 범 

위가 제한된다는 점, 응모하는 기업쳬가 해당 상품과 관련한 마케팅전략 계획서와 보충서류 등을 심사대상으로 내 

놓아야 한다는 부담（마케팅 전락 계획서 등은 경쟁기업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대외비이므로）, 심사자료의 막대 

한 분량으로 인한 심사상의 어려움 등 진행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마케팅상에 주어지는 권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마케팅상 부문에 응모하고 있으며, 국내 광고계에서도 마케팅상 제도의 가:치 역시 높 

게 평가 받고 있다.

한국광고대상의 초대 심사위원으로는 동국대 황창규（黄兽奎） 교수（심사위원장）, 중앙대 이대룡（李大龍） 교수, 

홍익대 권명광（權明光） 교수, 국민대 윤호섭（尹昊變） 교수, 이화여대 이영회（李英姬） 교수, 이기홍（李基興） （주）선 

연 사장과 한국일보사측 이창영（李昌永） 전광고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5년에는 서울대 임종원（林鍾 

沅） 교수가 추가 위촉되고 86년에는 연세대 서정우（徐正宇） 교수, 88년에는 마케팅 심사를 위해 중앙대 송영섭（宋 

容變） 교수가 그해 한해 추가 위촉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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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한국광고대상 10년수상작품집」. 한국일보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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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1984년 제1회 대상.
대우전자, 미니세탁기, 8단 흑백.

1985년 제2회 대상.
금성, 테크노피아, 9단컬러.

1987년 제4회 대상.
대우전자, VTR탤런트 Q, 7컬러.

聊川删唧删 
IIIIIIIIIIIIIIIIIIIIIIIIIII 

加制匡唧II

IIIIIIIIII 刪I即毗
।여;가호班爺灣히幾緒로 ■서선창한•■潘호命¥2고溫니다. ■지

1988년 제5회 대상.

호텔신라, 88서을올림픽, 본부 호텔, 15단 컬러.

1989년 제6회 대상.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퀴즈 대잔치, 전면 컬러.

199이년 제7회 대상.

삼성생명보험, 영재교육보험, 전면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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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선2으 강」나상 %산三 : 储季 Wu .（、，二자二인 공모전 I 한국읾보 강고대싱 I 대한민국공예대전

［명칭］ 대한민국공예대전

연구내용

대한민국공예대전（大韓民國工藝大展）은 종래 미술대전（美術大展）속에 흡수되어 있다가 1986년 민간단체에 이양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공예분야의 가장 큰 공모전이 될 것이다. 민간이양을 계기로 미술대전의 공예부분이 따로 

분리되면서 문예진홍기금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문예진홍원 후원의 첫 공예대전이 개최되었으며 제2회 

부터는 다시 미협으로 이관되어 열리게 되었다. 한편 국전과 미술대전에서 단순히 공예부문으로만 분리되었으나 

공예대전으로 독립되면서 재료별로 금속공예 , 도자공예, 목칠공예 , 염직공예 , 기타 창작공예로 세분화되었다.

대한민국공예대전은 30년간 동안은 국전의 한 부문으로, 4년간은 미술대전의 한 부문으로 소속되어 시대상황 속 

에서 이들 미술공모전의 개최규정이 변화함에 따라 공예 역시 그 영향을 받으며 변모해 왔다. 국전의 공예부문은 

그 존립의 근거 때문에 부심해 왔다. 그러한 연유로 명칭조차 공예（1-2회）, 응용미술（3회）, 공예（478회）, 공예미 

술서9-22회）, 공예（23-30회）로 계속 달라졌던 것이다.

여기에서，특히 응용미술과 공예미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미술'이라는 표현은 제도권의 구조상 공예가 미술 

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야만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어서 오늘날 공예의 오브제 

경항은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국전, 미술대전의 공예부와 공예대전은 일제시대를 통하여 변질된 전통 수공예 양식을 되찾아 그것을 창조적으 

로 개선 발전시켜 현대미술공예로의 정통성을 확립시켰으며 현대공예가의 산실로서, 그둘을 사회 각 방면에 배출 

하여 공예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86대한민국 공예대전의 심사는 도자 공예 분과, 목칠공예 분과, 금속공예 분과, 섬유공예 분과와 기타 공예 분 

과별로 나누어 입상작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분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 

면, 도자공예 분과는 현대 도예가 표면장식에 치중하기 쉽다는 점에 감안, 형태의 조형성과 작업 과정에서 잊기 

쉬운 재료의 특질 표현이 충분한가 하는 데에 기준을 두었다. 금속공예 분과는 종래의 기능적 측면에 조형적인 개 

성과 창작적 요소를 조화있게 가미했는가 하는 데에 기준을 두었으며, 목칠공예 분과는 현대적 형태미의 추구와 

기능적 측면의 시도로 공예성에 충실하였는가 하는 점에 기준을 삼았고, 염직공예 분과는 제작 방법면에서 현대적 

감각 표현은 집요하고 성실하게 추구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제13회 대한민국공예대전」.「디자인 신문』247호서998）.

「제1회 대한민국공예대전」.,「월간 디자인』198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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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당

［명칭］ 열화당/YOOL HWA DANG PUBLISHER

［설립자 및 초대장】 이기웅

［설립연도］ 19기년 7워 2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전화］ 02-515-3141-3

［FAX］ 02-515-3144

1971. 7.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연혁

2 도서출판 열화당 설립.

「미술문고』출간 시작

사무실을 종로구 청진동 3-3에 개설

「주머니 속의…』시리즈 탄생

「열화당 미술선서」시작

「이조의 민화」,「한국의 불화』가 제io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한국문화예술총서』출간. 현재「한국민속학사』둥 8권 출간

「한국미의 탐구」,「작가의 작은 손」이 제11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중국회화사』,「한국민속학사」가 제12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예술과 영혼」,「한국현대미술사」가 제13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한국조각사」,「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이 제14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무크지「시각과 언어』출판

「신라토기」가 제15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미술선서』시리즈가 제23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1■소월시목판화집（素月詩木版蠢集）』출간

「한국의 굿』시리즈 기획

「책과 선택」을 6호부터 발간

『한국의 초상화』가 제1차 '오늘의 책 에 선정

「한국의 살림집』이 제16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및 제2차 '오늘의 책 에 선정

「독일 시인론」이 제16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열화당 미술연감」출간 시작

r한국교류이천년』,「초월과 창조롤 향하여」가 제17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거리의 미술」이 제4차 '오늘의 핵 에 선정

「샤갈 성서화집』이 제5차 '오늘의 책 에 선정

「역사도시 경주」,「초현실주의 미술」,「동양미학」이 제6차 '오늘의 핵 에 선정

80년대 미술운동의 중심에 있었던「현실과 발언」의 동인지「현실과 발언』출간. 제9차 '오늘의 책 에 선정

「한국선시（韓國禪詩）」가 제10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및 제7차 '오늘의 핵 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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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을 보는 눈』이 제8차 '오늘의 책 에 선정

「한국 춤』이 제9차 '오늘의 핵 에 선정

「박수근（朴壽根）』이 제10차 '오늘의 책 에 선정

서울 아시안 게임에 맞추어「한국의 고궁』시리즈 5권 출간. 이 시리즈와『한국의 목공예』가 제19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열화당 사진문고』시리즈 시작. 현재 16권 출간

『한국의 굿』시리즈가 출판담당기자가 뽑은 '올해의 책 으로 선정됨

『한국 호랑이』가 제27회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및 제11차 오늘의 책 에 선정

「한국의 목공예』가 제12차 '오늘의 책 에 선정

『한국의 굿」1차분서70권）이 제13차 '오늘의 책 에 선정

r중국도자사j가 제14회 '오늘의 책 에 선정

「경주 남산』출간. 출판학회 기획상 수상

『한국의 탈놀이』시리즈 5권 기획, 1991년에 완간

r한국회화사론』출간, 제28회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출판담당기자가 뽑은 '올해의 책' 및 제20회 문 

화공보부 추천도서, 제17차 '오늘의 책 에 선정

「논어 인간학』이 제20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및 제15차 '오늘의 책 에 선정

「산대 탈놀이』,「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달』이 제15차 오늘의 책 에 선정

「세계사진가론」,「농악」이 제16차 '오늘의 책'에 선정

「한국화장문화사』가 제17차 오늘의 책 에 선정

「20세기미술운동총서』기획, 1차분 10권 출간, 제21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한국기충문화의 탐구」시리즈 기획. 현재「한국 호랑이』,『장승』출간

「한국무신원（韓國巫神圍）山『초가』,「조선땅 마을지킴이』,「마을숲』등 6권 출간

1■장승』이 출판담당기자가 뽑은 '올해의 책' 선정 및 제29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마포 출판단지에서「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출간 기념

청소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교양한국문화사』시리즈 기획. 현재「석굴 

암』,「보길도 부용동 원림』,「한글의 역사와 미래山「항가」,「경주 남산의 탑골』,「고려 불화』,「신라의 동해구』등 

8권 출간

「한국의 고궁건축」이 제22회 문화공보부 추천도서로 선정

한-불 공동출판 세계미술전집「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시리즈 출간. 프랑스 현지 제작으로 한국출판 국제화의 한 

길을 엶

「반 고흐」,「고야』,「로댕』,「르느와르』를 시작으로 현재 16권이 출간

석굴암』이 교보문고 제정 제1회 북디자인상에서 우수상을,『불법체류자」가 장려상을 수상

「보길도 부용동 원림』이 제23회 문화부 추천도서로 선정

『일본의 전통연회』시리즈 4권 기획

「서낭굿 탈놀이』로 저자 서연호（徐淵룾） 교수가 제32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

「20세기미술운동총서」가 교보문고 제정 제2회 북디자인상에서 장려상을 수상

「원용과 조화』, 하가』가 제24회 문화부 추천도서로 선정

「춤과 그 사람』시리즈 10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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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3

1994

1995

1996

r초가』가 교보문고 제정 제3회 북디자인상에서 대상을 수상

「조선땅 마을지킴이』가 제34회 한국출판문화상 출판상 기획 부문 수상

「바우하우스』,「한국신문사진사』가 제26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

새로운 체재의「열화당 미술문고」출발

발행인,「대한민국 문화예술상』수상

「한국의 전통공예』가 제35회 한국출판문화상 출판상 기획 부문 수상

사진집「우연 또는 필연』출간

「조선복식미술』이 제27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

화집「이쾌대（李快大）』출간

1■선교장가족 사진집（船橋莊家族 寫脈集）』출간

「열화당 미술문고/가 제36회 한국출판문화상 출판상 문고 부문 수상

「한국 만화의 선구자들」,「한국의 전통공예」가 제28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

「강릉 선교장（江陵 船橋莊）』증보판 출간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출간

연구내용  

'열화당온 1815년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悅話堂）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열화당에는 다채로운 

서화（書*）와 전적（典籍）들이 비刀되어 있었고, 그 공간은 이 땅의 많은 문인 • 지식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공동 

의 담론을 이루어내던 학문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또 활발한 지적 생산이 이루어지던 장（埸）이어서, 오늘날의 출 

판사의 의미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석판 인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으로 보 

01, 출판사 열화당（悅話堂）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이미 그때 세워져 자신의 역사를 꾸려왔다고 할 수 있다.

1. 열화당의 첫 걸음 1971〜1974

열화당은 몇 권의 옛 문헌 복각으로부터 출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기년 8월 5일에「벽위편（關術編）』 

이 출간된 것을 처음으로, 1972년에「해서정법인문」,「칠보의 미 1, 2」,「구암유고」등 네 권의 책을 만들었다. 또 

1974년에는 주한미군 부인들이 우리 전통미술, 특히 사군자를 배울 수 있는 교본인「매란국죽（梅蘭菊竹）」등을 펴 

냈다.

2. 미술 출판사로서 토대 구축기 1975-1982

1975년부터 시작된 1■미술문고」의 출판, 그리고 1977년「미술선서』출판 등 오랫동안 구상해 온 미술 출판을 구 

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 가시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을 1980년대초까지로 잡은 것은 1981년 들어 1■미술문고』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미술문고」라는 하나의 

시리즈가 일관된 자기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고, 또 이것이 미술 대중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면서 그 실체를 인정받 

았다.

1971년 출판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옛 서적 복각 작업 둥 여러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는 모색을 보 

여준 열화당 출판사는 발행인이 그 이전부터 误임없이 주목해 온 '미술 이라는 전문 영역의 기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면서 출판사 성격의 입지롤 굳혀 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출판사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지은 책 

들, 즉 이때 활발하게 만들어진 1■미술문고』를 출판사의 얼굴로 꼽을 수 있다. 이때부터 비로소 미술전문 출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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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열화당 미술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회적이나마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77년부터 출판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술선서 출판은 곰브리처가 쓰고 최민이 옮긴「서양미술사」（미술선서 1, 2）를 시작으 

로 하여 다루는 미술의 범위를 조각• 건축 • 사진 등으로 넓혀 갔다는 점, 또한 동서양미술뿐 아니라 한국미술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규명을 시도한 점 등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둘 수 있다.

복제된 이미지듈에 둘러싸여 살아 가는 산업시대 속에서의 우리둘의 삶은 그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침 

투해 자신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 잠겨 있다. '산업사회와 예술 이라는 부제 아래『시각과 언어 

1』은 이런 이미지들의 혼란과 착종 속에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한국 현대미술과 비평'이라는 부제 아래 1985년에 나온「시각과 언어 2』는 현대미술과 비평, 오늘의 한국미술 

과 비평의 현실, 미술 정보의 생산과 유통 구조의 분석, '오늘의 한국 현대미술과 비평의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열린 좌담,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 비평 문헌의 목록을 자료로 담고 있다.

「시각과 언어』시리즈는 '8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전개된 무크지들의 만개에 발맞추어 기동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해 무크지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으며, 또한 미술이라는 매개률 중심으로 현실과 환경을 분석 • 규명하고 있어 

산업사회에서의 이미지 독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미술에 대한 내포와 외연을 확대한 시기 1983-1993

이 기간은 전통적인 미술, 즉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시각 매체됼을 포괄하는 시기와, 미술에 대한 인식 지 

평을 체계적으로 넓혀 가는 시기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의 굿』시리즈가 1983년에,「한국 

기층문화의 탐구』시리즈와 1■사진문고」가 1986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까지를 전반기로 잡고,『20세기 

미술운동총서」가 시작된 1988년과「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시리즈가 시작된 1990년을 후반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밖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1984년에 시작되어 1990년에 중단된「미술연감』그리고 천년 

고도 경주의 참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경주 남산」, 1987년에 시작되어 1991년에 마무리된「한국의 탈놀이』시리 

즈, 서민의 순박한 삶을 화폭에 담아내어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수근의 화집 출판, 그리고 국내 

외 사진작가들의 예술성 높은 사진듈을 가려 엮은 열여섯 권에 달하는「사진문고」시리즈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술선서』를 통해 미술사에 대한 개괄적 지식의 체계를 잡아가는 한편 그 다양한 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 

부적인 정리였다. 또한 이것은 대중 교양에 머물러 있던 그 동안의 미술 책의 서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소양 

을 갖춘 전문인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었다. 1988년에 시작되어 1993년에 완간된 

「20세기미술운동총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아래 현대 미술사를 운동과 쟁점별로 세분해 정리한다는 야심적인 기 

획이었다. 무수한 운동들의 가속화하는 부침의 역사라 할 20세기 미술사에서 선별된 서른 개의 사조들이 이 시리 

즈의 이름 아래 묶여져 나왔다.

「열화당 미술연감」은 1983년도의 자료들을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1984년에 그 첫째 권을 발행했다. 그것은 한국 

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 디자인, 건축, 사진, 종합전, 해외작가 국내전 • 교류전, 국내작가 해외전, 기타 전 

시, 부록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본 형식은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졌으며 이렇게 구성된 연감은 한 해 동안의 

미술 현황과 흐름 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사진작가 강운구와 북디자이너 정병규, 그리고 고（故） 김원용 교수와 강우방 박사의 글이 한껏 조화를 이루어 

빛을 발하는 열화당의 책 1■경주남산』은 그 시대에 도달할 수 있는 출판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다. 1985 

년에 시작하여 1987년에 그 결실을 본 삼 년 여에 걸친 제작 과정, 그리고 삼 십 회에 이르는 현지 답사를 통해 

경주 남산을 이루는 불적（佛蹟）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불상들을 그 느낌이 가장 

온전하게 전해지는 최적의 조건을 포착해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춤판문화사적으로도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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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기록되었고, 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몸담은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출판에 대한 낡은 생각들 

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시리즈는 한국 출판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1990년 5월에 대한 출판문화협회에서 개최되었던 한 • 불 출판세미나에서 양국 간에 문화와 전통이 예술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엮어져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의 중 

요성에 공감한 프랑스 예술도서출판협회장 안느 드 마르주리와 열화당 출판사 대표인 이기웅 간의 공감으로 성사 

되었다.

4. 미술의 대중화 모색기 1994〜현재

이 시기는 미술의 대중화, 특히 책을 통해 미술의 구체적인 보급과 확산을 기대하고 •그것을「미술문고』의 확 

대 • 개편에서 찾으려 한 시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또 그 동안 다양한 미술적 접근을 통해 확보한 기본적인 인 

식에 체계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덧붙여진 시기이다. 이것은 이후「영상원총서」등 영화론에 집중하는 것 등의 형 

태로 표출된다. 한편 출판사의 이름이 유래한 열화당은 수많은 서화와 전적듈이 수장되어, 많은 이들이 기예를 즐 

기고 진리를 탐구하던 전통을 지녔고, 출판사 열화당은 그것을 직 • 간접적인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선 

교장 가족사진집」,「강릉 선교장』등의 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책으로는 그 동안 정처적 이유 

로 묶여 있었던 월북화가 이쾌대의 사실적이고 민족적인 미술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화집「이쾌대」의 출간, 도 

시 문화에 대한 찬찬한 관찰과 분석을 곁들여 에세이 식으로 펼쳐나간 황기원 교수의「책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책」, '훔対고 싶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 라는 열화당의 별칭을 만들어낸 손수호 기자의「책을 만나러 가는 길』등 

을 들 수 있다.

'80년대까지 지배적인 예술 조류 혹은 경항이 회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예술이었다면 '90년대 들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그 흐름에 다양한 새로운 경향들이 가세하고 또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대중들을 포섭하는 과정 

에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매체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관객들의 다양 

한 반응들을 흡수하면서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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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6. 6 「월간 디자인」등록（문화공보부）

1976. 10 「월간 디자인」창간

1977. 8 '도서출판 월간 디자인' 출판부 설립

1979. 5 제1회 히M 트리엔날레 개최

1979. 10 현재의 이영혜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

1980. 10 언론 통폐합 조치로「월간 디자인」폐간

1981. 2 「월간 디자인」복간, 제호「월간 종합디자인」으로 변경

1981. 9 영국 포스터 전시회 개최 전국 7대 도시）

1984. 4 서울디자인아카데미 설립

1984. 9 제2회 BIM 트리엔날레 개최

1986. 2 하나은행의 사외보「하나은햄」편집 대행 시작

1986. 10 「월간 디자인」창간 10주년 및 100호 발간 기념 행사

1987. 4 영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 전시회 개최 （전국 7대 도시）

1987.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 설립

1988. 3 여성 생활 문화지「행복이 가득한 집」창간

「월간공예」창간.「월간 종합디자인」에서「월간 디자인」으로 제호 변경

1988. 8 도서출판 월간 디자인에서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로 상호 변경

1988. 10 제3회 BIM 트리엔날레 개최

1989. 6 한국타이어의 사외보「굴렁쇠」편집 대행 시작

1990. 3 LG패션의 사외보「YOU & lj 편집 대행 시작

1991. 3 「월간 디자인」과「월간공예」를「월간 디자인 + 공예」로 합본 발행

1992. 3 「월간 디자인 + 공예」를 「월간 디자인」과「월간 디자인 + 공예」로 분리

1992. 3 단햄본「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발햄, 1992년도 판매 1위 베스트셀러가 됨

1992. 11 월간「행복이 가득한 집」공보처 주관 제1회 '우수 잡지 로 선정

1993. 2 단행본「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발행, 2년간 외국어 부문 베스트 셀러 1위에 오름

1993. 11 「월간 디자인」공보처 주관 제2회 '우수 잡지' 로 선정

1994. 3 제1호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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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8 신세대 여성지 월간 rEVEj 창간

1994. 9 월간「행복이 가득한 집」의 표지, 판형, 두께, 레이아웃 등 대대적으로 혁신

1995. 2 단행본「만화 이야기」, 한국일보 주최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작 부문 대상 수상

1995. 3 제2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5. 3 「월간 디자인 + 공예」에서「종합 디자인」으로 제호 변경

1995. 9 월간「다/E」를 월간「working Woman」으로 제호 변경

1996 .3 제3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6. 9 창사 20주년기념 *Home Comming Day' 개최

- 단행본「민화 이야기」, 한국일보 주최

한국출판문화대상 저작 부문 대상 수상

1997. 2 단행본「김치 천년의 맛」, 한국일보 주최 한국출판문화 대상 편집 부문 대상 수상

1997. 3 제4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7. 8 제1회 한국 식품 및 주방박람회 개최

- 단행본「김치 천년의 맛」, 한국일보 주최 한국출판문화대상 편집 부문 대상 수상

1998. 6 월간「Working Womanj 휴간

디자인연구소 발족

1999. 3 제5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연구내용

（주）디자인하우스는 1976년 10월에 창간된「월간 디자인」을 모태로 성장한 디자인 • 생활 • 문화 관련 미디어 회 

사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시절이었다. 선진국에서는 작은 바 

늘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전 생활에 걸쳐 디자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어조차 생경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삶의 질율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었는데,「월간 디자인」 

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탄생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게 우리나라 디자인의 선진화와 대 

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주）디자인하우스는 디자인이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이와 함께 휼릉한 

선진국 디자인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세계화에 맞춰 인류의 보편적인 심미성 추구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정체성이 있어야 외국의 문물을 배워도 우리에게 맞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우수성 

도 세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김为 천년의 맛」이다.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는 이 

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로 정립 하려는 책과 함께「디자인 하우 북」처럼 디자인 관련 이론서,「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나「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독창성이 돋보이는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으며, 한권 한권마다 완 

성도 높은 북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1987년부터는 여성생활 문화지인「행복이 가득한 집」올 창간했는데 이는 생활 속에서 디자인울 구현한다는 취 

지에서였다. 선진국에서 디자인이 발달하게 된 것은 흘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디자 

인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국민들이 있었다. 이들 나라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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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나라 경제의 소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디자인에 깨어 있으면 디자인이 뛰어난 상품을 자극하게 되 

고 이는 '디자인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공식을 이루게 된다. 가정 생활 문화지인「행복이 가득한 집」의 창간이 

나 네 차례에 걸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그리고 한국 식품 및 주방 박람회느 바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신세대를 겨낭하여 창간된 여성지「이브」는「행복이 가득한 집」과 함께 이전까지의 잡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 

잡지이다. 기존 잡지의 반밖에 안되는 두께에 세분화된 타겟, 독자위주의 편집, 발행부수 공개선언 등으로 일대 파 

란을 일으켰다.

「행복이 가득한 집」과 r이브」는 창간시에 3000여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300페이지 내외의 부담스럽지 않은 부 

피, 철저한 광고선별, 발행부수 공개선언으로 당시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이브」뱀을 둥장시킨 광고, 구석구 

석 나붙은 플랭카드 "따먹으렴, 이브야”,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는 

광고수입을 회생하는 대신 편안한 잡지를 만들겠다는 이영혜 사장의 신념의 소산이었다. 편집 내용면에서도 '무엇 

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고민했다 고 밝혔다. 그래서 패션에 관한 자료는 포기하되 집울 가꾸 

고 먹는 것을 다루고 있다.

「행복이 가득한 집」과 r이브」는 점차 사람들이 개인의 생활, 정신적 풍요, 삶의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는 예상에 따라 창간되었는데 '삶의 질과 여백을 중시하는 행복론'을 펼쳤다. 그녀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잡지 

의 공헌은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돈 몇천원에 일상에서 느껴지는 자잘한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 

단, 사회 각부분의 말초신경까지 건드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잡지는 바로 사회 구석구석의 피롤 돌게 

하는 순환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신세대 여성지로 포지셔닝 한「이브」는 사회가 변하고 있으며 여성듈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특히 내일을 이끌어갈 소위 X세대의 여성들은 때로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의식구조나 행동면에서 이해하기 어 

려운 면이 많다. 그러나 이들을 '이단자 로 매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끌어안아 보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시각이「이브」를 탄생시켰다. 물론 패션, 인테리어, 스캔들 기사일색인 기성 여성지들이 20세 전후의 세대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데 착안한 마케팅상의 측면도 중요한 점이다.

태초에 '이브 는 뱀의 유혹에 빠져 아담으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고 그래서 여성들은 시련을 맞게 

되었다.「이브」는 이 유혹들을 피해 가기보다는 풀어헤쳐 과감히 도전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뱀을 등 

장시킨 광고가 약간의 반감율 사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과감한 혁신은 다른 잡지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프게 받아들여 용기로써 실행 

에 옮겼다는 점이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울 보였다.

디자인 하우스는「디자인 하우 북』과 같은 디자인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한권 한권마다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이 시리즈는 시각 디자인의 제 분야에서 디자인 컨셉트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방 

법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1차로 다섯 권의 도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시리즈의 책들은 영국의 출판사 Quarto 

Publishing Graphic Designer's Library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들로서, rDESIGN FOR PRINTj, rLAY-OUTJ( 

「GRIDS」,「MARK & LOGOSj, rROUGH VISUALS」의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편집 디자인 

율 위한 기초교재로서 유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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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GRIDS
그리드의 올바른 이혜와 화용

■九削印M

그리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1993.

현대섬유미술 1996.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정처! 1996.

광고의 키워드 1997.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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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항한 디자인.
바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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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및 초대장］ 한병화（대표）

［설립연도］ 1978년 1월 30일

주요사진

디자인과 색의 연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도록 30회.

홍익 시각디자이너협회 작품집 1995.

901



디자인출판 출판 (Publication)

■■匚 잡지
.............
______ I

열화당 I 디자인하우스 II 미진사 II 예경 I 시각문화사 II 안국문화사 II 안그라픽스 ■I 조형사 I
［口迓⑶困［5］

연혁

I視覚文化文庫I

［명칭］ 시각문화사

［설립연도］ 1978년

연구내용

1978 창립

1979 시각문화문고 발간

1978년 창립된 시각문화사는 '인간이 창조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모든 전통과 이념을 한글로 알기쉽고 아름답게 

정리한다 는 취지로 1979년 3월부터 시각문화문고롤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발간 당시 황부용, 윤학중을 중심 

으로 편집, 제작하였던 시각문화문고는 국꽌크기와 비숫한 옥스포드 핸드북 스타일로 그래픽 관계의 읽을 거리를 

매월 1권쒁 출간하였다.

20권까지 계속 발간된 시리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01 그래픽 디자인의 출발: 그래픽 디자인의 새로운 발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저지 카로 지음/ 윤학중 옮김

002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는가?

아트디렉션의 새로운 사상적 조형적 탐구의 방법율 소개하고 있다.

• 나가이 가즈마사 지음/ 박진숙 옮김

003 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철도 • 지하철

꽁끙 수송 기관의 매니지먼트에서 사인 • 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코퍼레트 아이덴티티 프로그 

램을 도입에 따른 도입 • 경과 • 전개의 실제慧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 나까니시 모토오 지음/ 박진숙 옮김

004 포스터에의 도전

포스터의 기획과 표현에 필요한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다.

• 윤학중•황부용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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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亩面亩面

005 나는 디자이너인가?

예술가로서, 과학자로서, 웅변가로서, 생활인으로서 세계 정상의 디자이너 30인이 말하는 디자이너 자신에 관한 

고백과 작품을 담고 있다.

• 황부용 엮음

006 아메리칸 일러스트레이션

밀톤 글레이저 • 폴 데이비스 • 토미 윙게르 등 아메리칸 일러스트레이터 30여 명의 사상과 작품울 면밀히 분석 

하고 해설하고 있다.

• 윤학중 엮음

007 새로운 세대의 그래픽 디자인

전세계 12개국 디자인 대학 그래픽 전공 학생 작품의 하일라이트만을 모은 이 척은 20세기 그래픽 디자인 교육 

율 한눈에 볼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 이길도 비젤레 지음/ 박수호 옮김

008 경영 전락으로서의 디자인/ 아메리카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아메리칸 브랜드가 세계를 정복한 디자인적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 나까니시 모토오 지음/ 박인용 옮김

009 포스터의 위력

포스터의 기획과 표현에서부터 광고 매체로서의 포스터, 포스터의 엘리먼트, 포스터의 아트디렉션, 포스터의 심 

리학 둥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김진평 엮음

010 세계의 로고타이프

세계 각국의 로고타이프 디자인을 분석한 책이다.

• 황부용 엮음

011 그래픽은 어디로 가는가?

70년대 스위스 그래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황부용 엮음

012 캠페인의 시대

현대의 마케팅 • 갖가지 캠페인 등을 일본 대학 예술학부 교수이며〈씨디에스〉광고 대행사의 사장이기도 한 나 

까이 고이用가 코머셜 포토지에 1977년부터 연재한 해외 캠페인 씨리즈에 대한 소개서이다.

• 나까이 고이지 지음/ 박진숙 옮김

013 시각 디자인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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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디자인의 프로세스의 과학화 비결을 소개한 책이다.

• 볼프강 슈미텔 지음/ 이재정 器김

014 심볼 • 사인의 국제 통일안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가 제안한 심뷸 • 사인 국제통일화의 34가지 제안울 소개하고 있다.

•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 지음/ 박재진 옮김

015 조직체의 개성

옥스포드 출신의 전유럽 경영 디자인계의 콘설턴트 월리 오린스의 디자인과 경영, 디자인과 사회에 대한 미래지 

향적인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 월리 오린스 지음/ 임인선 옮김

016 전화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화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는 미국 그래픽의 생리를 파헤친 이마다께 미도리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 이마다洲 미도리 지음/ 황회용 옮김

017 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올리베티

그래픽에서부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건축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을 기용한 올리베티를 

소개한 책이다.

• 나까니시 모토오 지음/ 박인용 옮김

018 유럽의 일러스트레이션

알란 율드리지의 끝없는 환타지, 크라크닐의 목가적인 시정의 세계, 스페인의 귀재 호세프라 나르보나의 소피스 

케이티드 일러스트레이션 등 유럽의 일러스트레이터 30여 명의 사상과 작품을 엮은 책이다.

• 윤학중 엮음

019 디자인은 마술이 아니다

과학예술로서의 시각디자인에 몰입하는 세계 유수의 에이젠시와 스튜디오에 대한 연구서로 그들의 공통분모를 

소개하고 있다.

• 김진평 엮음

020 형태와 커뮤니케이션

스위스의 에이비씨 출판사가 내놓은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디자인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이 담긴 디엘름 부부의 

명저로 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결합이 여러 가지 조형 실험율 보여주고 있다.

• 디멜름 부부 지음/ 박수호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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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⑶囚因

찹고문헌

「시각문화문고 목록」.「아메리칸 일러스트레이션」.

「시각문화문고 발간」. '■월간 디자인』통권25호（197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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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运！③困圏

주요사진

경영전략으로서의 디자인 철도 지하철. 경영전략으로서의 디자인/ 아메리카.

새로운 세대의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의 출발.

세계의 로고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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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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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명칭】 안국문화사/AHN KUK 새00N WHA

［설립자 및 초대장］ 박윤양

［설립연도］ 1980년 3월 5일

［주소］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40너

［전화］ 02-2263-4162-3

［FAX］ 02-2263-4164

연혁

1980. 3 디자인연구사 설립

1984. 2 안국 문화로 상호변경

1985. 2 '한글 로고 타입 레터링' 발행

1986. 2 '지애드 1' 발햄

1987. 2 '지애드 2' 발행

1987. 3 '심볼 마크' 로고 타입 발행

1988. 2 '지애드 3' 발햄

1988. 4 *CI in Korea 1988' 발행

1989. 2 '지애드 4* 발행

1990. 2 '지애드 5' 발행

1990. 9 한국 광고 사진 연감 1* 발햄

1990. 9 사단 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감사패

1991. 2 '지애드 6' 발햄

1992. 2 '지애드 7' 발행

1992. 2 '이 in Korea 1992' 발행

1992. 4 한국 광고 사진 연간 2' 발행

1992. 4 사단 법인 서올패키지디자인협회 감사패

1993. 2 '지애드 8' 발행

1993. 2 '패키지 디자인 1993' 발헹

1993. 2 '일러스트레이션 1994' 발행

1993. 4 사단 법인 한국광고사진가협회 감사패

1994. 2 '이 in Korea 1994' 발행

1994. 2 하국 광고 사진 연감 3' 발행

1994. 9 사단 법인 서을패키지디자인협회 감사패

1996. 9 '지애드 9' 발행

1997. 6 '일러스트레이션 1998' 발행

1997. 10 *Korea Graphic Design Index 1' 발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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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 2] [3J

1998. 11

1998. 12

1998. 12

1999. 7

캐릭터 디자인' 발행 

디자인 TICS 멤버쉽 개발 

안국문화 C. I. P 도입 

지애드 10' 발행

연구내용

1980년 '디자인연구사' 로 출발한 안국문화는 198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발간서적으로는 1985년 

'한글로고타입레터링' , 1986년 과 1987년에 '지애드 1'과 '지애드 2', 1987년 '심불마크 로고타입' , 1988년 '지애 

드 3'과 'Cl in Korea 1988', 1989년 '지애드 4', 1990년 '지애드 5', 9월에 '한국광고사진연감T , 1991년 '지애드 

6*, 1992년 '지애드 7'과 'Cl in Korea 1992', '한국광고사진연감2', 1993년 '지애드 8*, '패키지디자인 1993', '일 

러스트레이션 1994', 1994년 'Cl in Korea 1994', '한국광고사진연감 3', 1996년 '지애드 9', 1997년 '일러스트레 

이션 1998', 'Korea Graphic Design Index 1', 1998년 '캐릭터디자인' , 1999년 '지애드 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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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口②屈

주요사진

G&AD 1.

한국광고사진연 감.

G&A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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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i ffl

^^，1주1안그라平

［명칭］ （주）안그라픽스

［설립자 및 초대장］ 안상수

［설립연도］ 1985년 2월 8일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60-88

［전화］ 02-743-8065*6, 4154

［FAX］ 02-774-3251, 743-7209

연혁

1985〜86 배병우 사진집「마라도」

1987 한국 전통문양집 1권「기하무늬」（제38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서을 시티 가이드

1988 한국 전통문양집 4권「구롬무늬」（제40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한국 전통 문양집 1. 기하무늬편, 2. 꽃무늬편, 일어판（일본 그라픽스와 공동 춤판）

계간잡지「보고서 보고서」

서율 시티 가이드 4판

서욜 시티 가이드（Seo니 City G니de） 일어판（일본 아사히 신문사와 공동 출판）

1989 한국 전통문양집 5권「태극무늬」（제41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1990 한국 전통문양집 6권「연꽃무늬」（제42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1991 한국 전통문양집 7권「용무늬」（제43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모등러

1992 한국 전통문양집 8권「당초무늬」（제44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편집 디자인

폰토그라퍼

1993 한국전통문양집「얼굴무늬」（제45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영상디자인

사진 디자인

하늘, 달, 용, 연, 미소

임영균 인물사진

소나무（배병우 사진집）

이신우

4 • 3 GROUP

1994 한국전통문양집 10권「얼굴무늬」（제46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모던디자인 비평

좋은광고주가 좋은 광고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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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TV광고 제작론

1995 디자인 사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이너스 가이드

한국 전통 문양집 11권「새무늬」（제47회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출품）

한국 전통 문양집 박물관 시리즈 1권 궁중유물전시관편

조영제의 그래픽세계- 이상과 현실의 조화

포토숍 와우 북

일러스트레이터 와우북

3D Studio- Techincal Artworks

프랙탈 디자인 페인터

네모라미 16집

네모라미 17집

그린 마케팅

1996 한국 전통 문양집 12권「호랑이무늬」

그래픽 아이디어 노트북

리톨 맥 북

스트라타 스튜디오 프로

QuarkXPress 3. 3

포토 숍 3

일러스트레이션 6. 0

포토숍 3 와우! 북

통일 주제 국제 팩스 지상전

1996년 미국 예측연감

스킨스쿠버 이렇게 배워라

1997 Photoshop 4. 0

한글 코렐드로우 7. 0

Illustrator 7. 0

웹 그래픽 툴과 테크닉

페인터 4 와우! 북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기, 민주적 리더십 키우기

채트

카발라

1998 Working with Computer Type 시리즈 전3권

- 편집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 CI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 컬러 + 타이포그래피

플 랜드: 그래픽 디자인 예술

디자인 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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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田2⑶囚

Director 6 Demystified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멀티미디어 교과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영상

포토숍 4 와우북

포토숍 5 와우북

페인터 5 와우북

웹디자인 와우북

랄라라 포토숍 5

정보화 사회의 건축가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디자인 경영

웹디자인 와우북

포토숍 채널작업

일러스트레이터 8 와우북

디지털 컨텐트

Designing Bueiness 외 다수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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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⑵⑶囚

주요사진

계간잡지 보고서 보고서. 1991.
타이포 그라픽 디자인. 1991.

모던디자인 비평. 1994.

한국전홍문양집 8권 '당초무늬'. 1992.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1998. 포토삽 5.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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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조형사

［설립연도］ 1987년

주요사진

가구제작 테크닉.
그래픽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레터링디자인"사I，港，“、 券 X、，“♦，수，〉，& •，学 昜

레터링 디자인.

선업디자인七
八干 비n

산업 디자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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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3—
산업디자인 ;1 월간 디자인 1 꾸밈 । 포름 1 시각디자인 1 디자인저널 1 디자인비즈니스 1 코스마 ।

[口 [21 関

［명칭］ 산업디자인

［초대발행인］ 이낙선 

산업!:［자인 창간일］ 面。년 ”욀

I I I I t T I I I I I E S I S I

연구내용 

산업디자인은 현존하는 디자인 전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 11월에「디자인 • 포장』 

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이후에 1983년 4년 67호부터는「산업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발행되고 있다. 평 

균적으로 격월로 발행되었다. 정부의 디자인 진홍기관인 현재의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에서 발간되기 때문에 주로 

산업디자인과 포장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디자인지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서 지원하는 각종연구에 관련된 자료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디자인의 동향과 유명 디자이너들의 기고문 둥 단순 

한 정보지의 역할에 그为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논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발간되게 된 계기룔 당시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이사장이던 이낙석의 발간사를 통해 살펴보면 •두 차례 

에 걸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은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놀라울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음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질적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울 면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짛적인 항상은 오직 꾸준한 품질개선에 대한 연구로 이룩되는 것이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곧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 개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과 포장의 실정은 

국제수준에는 아득히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이 디자인이 나쁘고 포장이 조악해 

서 국제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애써 개척해 놓은 귀중한 해외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뿐 

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자체는 외국상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으면서도 디자인과 포장이 나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혼히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그동안 디자인분야의 육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우리나 

라의 경제정책이 수출위주로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 포장」은 정부의 디자인 육성방침을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율 주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발간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 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각종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에까지 고루 순회하며 디자인 포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보도기관을 통한 계몽활동, 갖가지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부하는 일을 담당했다.

창간호에 실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책에 대한 소고 • 김교만

한국의 문양①

대문의 톡성과 종류 • 유근준

한국의 공예①

역대 한국 공예의장의 특색•이화수

산업 디자인 강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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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괴 l.3j

상표•이원수

참고문헌

「디자인 포장」1호(1970. 11월).

유호민.「발간사」.「산업디자인」150호(1996년 1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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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里図

주요사진

디자인 • 포장. 62호.
산업디자인의 전신인 디자인 • 포장. 44호.

산업디자인 78호.

(?囱口凡인119
£2匸UAL r 举7 的《X，屋

산업디자인 119호.

산업디자인 121호.
산업디자인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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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瀆파一 J ■■ 匚
산업디자인 1 월간 디자인 1 꾸밈 ! 포름 1 시각디자인 |I 디자인저널 1 디자인비즈니스 ；1 코스마 ;

［「⑵図困図

［명칭］ 割간 디자인

［창간 발행인］ 이영재

Mew Trends 5 World Design ［창간일］ 1976년 10*21

■ DESIGN
얼간 디자인

연혁

1976. 10. 월간 디자인 창간

1977. 8 '도서출판 월간 디자인' 출판부 설립

1979. 5. BIMCBest Illustrator's Medal)垦릿엔날레 제정

1979. 10. 현재의 발행인인 이영혜가 인수

1980. 10. 언론 통폐합 조为로 폐간

1981. 2. 23 종함디자인이라는 이룜으로 복간

1981. 9. 영국 포스터 전시회 개최 전국 7대 도시）

1984. 9. 제2회 BIM 트리엔날레 개최

1986. 10. 100호 기념호 발간

1987. 6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 설립

1988. 3 월간「공예」창간. '월간 종합디자인 에서 '월간 디자인'으로 제호 변경

1988. 8 '도서출판 월간 디자인' 에서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로 상호 변경

1988. 10. 제3회 BIM 트리엔날레 개최

1991. 3 월간「디자인」과 월간「공예」를 월간「디자인 + 꽁예」로 합본 발햄

1992. 3 월간「디자인 + 공예」를 월간「디자인」과 월간「아트 & 크래프트」로 분리

1993. 11 월간「디자인」공보처 주관 제2회 '우수 잡지'로 선정

1994. 3 제1호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5. 2 200호 기념호 발간

1995. 3 제2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5. 3 월간「아트 & 크래프트」폐간

1996 .3 제3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6. 9 창사 20주년기념 'Home Comming Day 개최

1996. 10 제1회 세계 디자인 대학 박람회 개최

1997. 3 제4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9. 3 제5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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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내용 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월간 디자인은 1976년 10월에 창간호를 냈다. 당시 편집인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국전에서 대통령 

상을 받기도 했던 이종호였고 그의 부친인 이영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간했다. 당시의 창간사에는 •급진적인 경 

제성장으로 시대 감각에 부응하며 품위있고 개성있는 실내 디자인과 장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블구하고 이에 대한 참고서적, 자료 및 작품 등의 빈곤으로 보다 새롭고, 보다 안락하며 보다 경제적인 아이디어 

의 이용, 연구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이에 비톡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많 

은 사람들에게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내의 각 디자인계를 발전시키며 외국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올 

바르게 소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실내 디자인 전문잡지 월간 '디자인(Interior Design & Decoration)'을 발간하여 독 

자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디자인 

의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창간사•이영재

창간에 즈음하여•김회춘

디자인 좌담

보다 나은 환경 창조를 위하여

특집/ 디자인 시리즈

상도동 L씨댁- 핵가족을 위한 주거공간

원서동 K씨댁- 주인의 사랑이 담긴 실내장식

남산동 P호텔- 상업공간의 실내장식

명동 M커피숍- 상업공간의 실내장식

디자인 코너/

플라워 디자인•이옥자

엑세서리(칠보) • 박경자

특집/ 디자인 스페셜

가구- 가구의 참 디자인을

조명-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액세서리- 보다 유용한 디자인을 위하여

디자인 명화

맹호도

특집

다방설계 가이드 - 당신에게 다방설계 아이디어룔

디자인 논단

현대를 이끌어갈 디자이너를 그린다•편집부

특집

설문서 분석 - 폐쇄적 꽁간관념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인의 의지를 가늠한다.

디자인 에세이 

방이야기•안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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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시조의 서정 • 박현서

좀 더 밀착된 대화를 • 박현령

공간과 격 • 유경국

더 한가지 공해 • 전규엽

잊을 수 없는 그 작은 정원 • 하영애

디자인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가이드

디자인 서평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월간 디자인은 3호까지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기사 중심으로 이끌고 가다가 현 

재의 발행인인 이영혜가 기자로, 황부용이 아트디렉터로 영입되자, 4호부터 그래픽디자인, 공예, 공업디자인 등 대 

학의 응용미술과에 해당하는 독자들에 타켓을 맞추게 됨으로써 편집의 방향이 급선회하였다. 잡지에 아트디렉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월간 디자인지가 한국 최초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붐이 일고 있었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판犬!던 시절이었으나, 월간 디자인지는 지질이 

나 인쇄의 낮은 수준, 정보의 부족, 경험의 미숙 등으로 말미암아 좋은 잡지를 만드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심 

지어 신문에 실린 망점 굵은 사진들을 오려서 사용할 정도로 정보 부족에 허덕였다. 또한 독자의 확보에 힘올 기 

울였으나, 흥보 부족으로 패션잡지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1979년 BIM(Best Illustrator's 이edal)트리엔날레 

를 제정하여 한호림에게 금상을 수여하는 등 의욕적인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또 한달에 한번씩 '디자인 교실' 

이란 것을 열어 대학생亘을 대상으로 'CF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강의를 듣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 강사는 당 

시 '오리콤의 윤석태였다.

그러다가 당시 편집인이었던 이종호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고 발행인 이영재가 손을 떼면서 휴간하기에 이르 

렀다. 당시 월간 디자인지는 지령 31호까지 발행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79년 4월 10일 이영혜는 부채의 일부와 함께 월간 디자인지를 인수했다. 그후 언론 통폐 

합 조치로 폐간 조치를 당했다. 사유는 전 발행인으로부터 다음 발행인까지 4개월간의 휴간으로 법정 발행 실적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폐간 3개월만인 1981년 2월 23일에 월간 종합 디자인이란 제호로 폐간된 잡지 중에 

유일하게 복간 등록되어 다시 잡지롤 낼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가을에는 영국 문화원 후원으로 100여 년 전의 영국의 포스터 104점을 들여와 을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서울 둥 7개 도시를 돌면서 전시회를 주최했다. 1984년 9월에 제2회 비애 트리엔날레를 '신한 화구'와 공동 

으로 주최하여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 노력했다.

월간디자인은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 전달하고, 우리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해 왔다. 외국의 유수한 디자이너들 및 작가들과의 서신 교환으로 많은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했고, 서울을 방문 

한 휼륭한 디자이너들과 직접 인터뷰해서 기사화해 왔으며, 또한 가끔은 해외로 직접 치재를 나가기도 했다. 특히 

수많은 전시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의 귀중한 내용들을 다시 기록했으며, 외국 유학생이나 체류하고 있는 많은 디 

자이너들의 원고들을 게재하고 있다.

그동안 월간 디자인, 종합디자인, 디자인공예, 다시 월간 디자인 둥으로 제호를 변경되기도 했으나 현존하는 디 

자인 전문지 가운데 가장 많은 통권을 발행해 왔다. 초기에 아트디렉터로는 황부용과 이상철 등이 활동하였고, 현 

재 외국 디자인지에 뒤지지 않을 정도도 많은 부수룰 자랑하고 있다. '7이년대를 디자인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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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면 디자인진홍원의「디자인 • 포장』과 더불어 1■월간디자인』이 창간되어 국내외의 소식을 체계적으로 수 

집하고 특히 디자인지의 경우 편집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 그 발전의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_

「〈디자인〉지 창간 10주년 기념 토론회」.「월간 디자인』1995년 2월호.

「76년에 창간된〈뿌리깊은나무〉와〈디자인〉지의 의미」.「월간 디자인」1996년 3월호.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76년 10월 제1호〜1999년 5월호 제251호 이영혜.「좌담: '디자인 지, 어떻게 걸어왔나?」.

「종합디자인』. 통권100호서986년 10월）.

이영혜.「월간 종합 디자인사의 약사（略史）: 창간10주년 지령100호까지의 삽화」.「종합디자인』통권100호어98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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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②連困図

주요사진

월간 디자인 '창간호'.
월간 디자인+끙예.

월간 디자인 1992. 3.
월간 디자인 100호 기념 특집호.

월간 디자인 200호 기념 특대호.

% *3 '峪決 A *»

Wu力d

FOOD
월간 디자인 1998. 3.

922



디자인출판 잡지 (Periodical Publication)

[ ―
산업디자인 I 월간 디자인 I 꾸민 : 포롬 I 시각디자인 I 디자언저널 디자인비즈니스 II 코스마 !

田 12 [3J

1977. 1 종합적인 디자인 전문지를 표방하며 창간

연구내용  —

1977년 문신규가 발행인 및 편집인을 겸하면서 1월에 첫호를 낸 꾸밈지는 종합적인 디자인 전문지를 표방했다. 

당시 창간사에서는 ■풍요해지는 현대 생활이 미를 즐기는 여유를 잃게 하여 생활 속의 미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여 서구 근대 디자인 운동의 정신을 한국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내세우고 있다.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건축 • 환 

경 • 실내 • 가구 • 공예 • 공업디자인 • 패션 • 순수미술 등 디자인에 관한 모든 분야 에 걸쳐있다. 특히 디자이너와 

생활인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룔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한국 고유의 미와 세계적인 디자인이 우리 

의 생활에 보편화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라는 목표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이나 유럽의 아르누보 운동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생활환경을 통해 본 디자인의 의미 • 오광수

고궁, 거리의 벤처

세계의 호텔•전동훈

독일현대 도예전

독일의 도자기 • 게르트 크내퍼

도예가 게르트 크내퍼와 함께 • 금누리

독일현대 도예전평•박래경

건축가 조성열에 의한 실내디자인

패턴과 의상디자인•배천범

고궁의 문（門） • 성낙인 허오식（편집실）

PERFORM ART 그 수용의 필연

청년작가회의 야외작품발표에 부쳐•정관모

테이블웨어에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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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1

현대의 생활공간과 테이블웨어 • 이창근

유럽의 테이블웨어 • 에마누엘레 폰지오

두개의 선채가 때론 하나보다 낫다 • 외지 MD에서

특별한 기술없이 설치하는 가구 • 외지 MD에서

침묵의 극상•장두이

H이frid Foron의 판토마임을 통해 본 백동촛대 • 황하열（편집실）

한국공예가회 3회전평•이경성

한국공예가회 소개 최승천 공예전•김덕겸

한국공예가회 소개 원대정 도예전•김덕겸

한국공예가회 소개 천명자 조각전 • 김덕겸

한국공예가회 소개 김승회 공예전•김덕겸

소주택정리의 지혜 • 윤우석 황하열（편집실）

소식과 토픽 • 유영숙（편집실）

세계디자인잡지 일람• 최한수（편집실）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1월호부터는 판형 

과 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새로 일곱 개의 아티클을 구성함으로써 내용의 충실성과 동시에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 중 '아키토피아 는 생활공간이 인류가 찾는 이상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작가와의 대화, 홈 인테리어, 

삽, 전통과 현대 등의 소칼럼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그 길과 방법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디자인에 관련된 모 

든 상황을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하는 '한마당 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발전사, 외국의 

홈 인테리어, 한국사람 한국자연 등이 고정란이 되었다. 이밖에도 오천년 우리문화의 얼을 찾아 문화재를 중심으 

로 보여주는 '얼과 맥 , 작가들을 탐방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보여주는 '예술혼에 빛나는 사람돌', 디자인 

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특집' 등이 연재되었다.

참고문헌

홍진원.「한국 대학디자인교육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토탈디자인 전문지 '꾸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디자인 비지니스」20호서99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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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図

주요사진

꾸밈 1호. 1997. 1. 꾸밈 34호.

꾸밈 60호. 1986. 6. 꾸밈 83호. 19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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丨 춘자 二
산업디자인 丨 월간 디자인 I 꾸밈 : 포豈 시각디자인 I 디자인저遂 I 디자인비즈니스 II 코스마 I

田S3

IXS

FORM

［명칭】 포름

［창간 발행인］ 최광직

［창간일］ 1980년 9월

연혁

1980. 9 창간

연구내용

'포름'은 1년에 8회 간행되었던 무크형식의 디자인 전문지이다. 무크형식은 잡지의 장점과 일반전문도서의 장점 

을 절충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새로운 도서간햄 형식이었다.

이 잡지는 디자이너의 실제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되기 위한 디자인 선진국의 자료들을 소개하며, 또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교육자료와 정보를 편집 구성키 위해 국내외 유명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및 전시회, 공모전의 작품들이나 이론을 소개하고 또한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돌의 디자인 철 

학과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소개할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78년에 서울미대를 졸업한 이대일, 박인석, 이옥주 둥이 주축이 되어 일년 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발간케 

되었으며, 그들은 신속하고도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다루면서도 자료집으로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했다.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문

디자인의 인간화•이대일

꿈과 환상의 세계

쿠퍼의 일러스트레이션 • 이대일, 바바라 아미엘 (Bargra Amiel)

세기말의 비전적(秘傳的) 시인 뮈샤의 작품세계 • 니시사와 노부아요 (西澤信彌)

순수미술과 그래픽 디자인 • 버나드 마이어즈 Bernard 애yers

정밀한 보석세공

앤 핀레이와 로렌스 스페어리의 보석공예 • 비키 세딩톤 (Vickie Saddington)

환상적 세계로의 비상

스티븐 뉴웰의 유리공예품•편집부

영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1972〜1979) • 마크 부르톤 (Mark Br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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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디자인의 위험성 • 루네 모노 (Lune 애ono)

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전개 • 제임스 필디치 (James Pilditch)

유리 공예

1. 기원과 역사 • 조오지 세비지 (George Savage)

제이 메이즐의 포토 리얼리즘 • 앨런 포터 (Allan Porter)

연재/ DESIGN FOR NEED

디자이너의 사회적 기여/ 서문 • 프랑크 하이트 (Frank Height)

후진국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의 현실 • 기 본시프 (G니 Bonsiepe)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디자인교육의 필요성 • 알퐁소 고메즈 (Alponso Gomez)

원시적 감각의 추구

엘스페드 오웬의 도자예술 • 엘스페드 오웬 (티speth Owen)

우리의 전통공예

표주박 • 김 삼대자

포름논단

전승공예와 현대공예의 정통성 • 황호근

링컨센터의 아트포스터•편집부

'쿠퍼의 일러스트레이션', '뮈샤의 작품세계', '보석 및 유리공예', '기능적 디자인의 위험성' 그리고 전통공예 

를 다룬 '표주박 등이 실려 디자인 전문지가 발행되던 초창기에 서구의 근대 디자인 소개와 전통공예의 미를 발견 

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에는 '바우하우스공예운동 을 주창한 '모흘리 • 나기' '조세프 • 엘 버스' 등의 

공예이론을 연재하였다.

창간호에 실린 이대일(李大一)의「디자인의 인간화」론 글에서 서구에서 발생한 초기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소개 

하면서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점들, 즉 획인적인 생산에 의해 야기되는 개인주의, 조악한 디자인 등의 문제와 함께 

서구 디자인의 수용에서 오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우리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 

적이다.

참고문헌

「포홈」.「꾸밈」26호서980년 9 • 10월호).

1■포롬」198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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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12 [3j E

［명칭］ 시각디자인

［창간 발행인 • 편집인］ 김상순

［창간일］ 1987년 2월

시각디자인

연혁

1987. 2 시각디자인 전문지로 창간

1988. 2 자매지「현대공예』창간 예비호 발간

연구내용

1987년 2월호를 창간된 1■시각디자인」은 국내 최초의 시각디자인 전문 잡지이다. 이 잡지는 이전의 디자인지들이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누구에게나 개방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끼지 않고 디자 

인계의 막힌 언로(言路)를 트는데 진력하고, 대화와 이해의 통로로서의 구실을 다하여 디자인계의 구심점이 되고 

자하는 노력에서 출발되었다. 또한 지방 디자이너들에게도 지면을 과감히 할애하여 디자인의 서올 집중현상을 불 

식시키는데 힘을 쏟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이고 계도적인 지면도 할애하고, 시각디자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되고자 했다.

당시에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보전달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디 

자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디자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디자인 선진 

국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디자인을 통한 풍요로운 생활과 국가발전의 모색을 위해 디자인의 사 

회적 의미, 아이덴티티(Identity)의 추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세대의 디자이너를 위하여 • 이명구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정보지가 되어야 • 조영제

시각디자인 그 도약의 장 • 박선의

청년 디자인•김상순

나의 작품세계

奮임없는 변신을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강우현• 강우현

일러스트레이터는 현답을 찾는 마술사•김상순

비주얼 그룹

대중과 호흡하는 디자인•부산시각디자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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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②穫④

생활 속의 디자인

음악의 선율에 동화를 싣고 • 김창완

사인보드

사인보드의 역사 • 편집부

국내외 사인보드 • 편집부

조화로운 도시환경으로서의 간판 디자인 • 편집부

환경을 아롬답게, 생활을 아름답게 • 편집부

디자인 스쿨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컬렉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이전시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의 조화 • 대홍기획

도시속의 문화공간

새로운 도전 파라오 • 파라오

비주얼 프라자

대구시각디자이너 협회 전 • 대구시각디자인협회

중앙그래픽전•중앙그래픽디자인협회

코코그래프전•한국컴퓨터그래픽스협회

김혜숙 컴퓨터 그래픽 작품전 • 김혜숙

한국광고사진가 협회전 •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오병권 그래픽전 • 오병권

세계그림책 원화전 • 세계그림책 원화

젊은기수들

서로의 버팀목으로 • 애드비젼

작품 I

생명의 물 • 김재명

비주얼 강좌

포장개발과 경영전략(1) • 김광현

심뷸과 로고타입(1) • 편집부

비주얼 다이제스트

신간안내

요지경 시계

비주얼 갤러리

작가작품

대학전시

서율대학교 제35회 졸업미전 • 서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졸업미전•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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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시립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졸업전•서올시립대학교

경원공업 전문대학 상업 디자인 학과 졸업 작품전 • 경원공업 전문대학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과 광고사진전•서울예술전문대학

제1회 대학생 카드공모 작품전 • 유창카드

작품 II

우유 및 유제품 패키지 • 한서유업주식회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 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그 글들이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디자이너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88년에는 자매지로「현대공예」를 발간하면서 완전히 

시각디자인과 공예의 두 분야를 전문화를 표방하였다.「시각디자인』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크게 평면과 입체로 나 

누어지는데 평면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 에디토리얼 디자인,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IP, 컴퓨터 그래픽, 커머셜 

포토 및 영상디자인이 있었고 입체에서는 패키지디자인, POP 광고디자인, 입체 일러스트레이션, 사인보드 디스풀 

레이 등이었다.

참고문헌

김상순.「청년디자인」.「시각디자인』창간호（1987년 2월）.

「'열린시각'으로 꾸미는 두 개의 전문지, 시각디자인과 현대공예」.「시각디자인」198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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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시각디자인. 1987. 2. 시각디자인. 1988. 2.

931



디자인출판 잡지 (Periodical Publication)

산업□자안 | 월간 디자인 | 꾸밈 । 포쯤 i 시각디자인 | 디자인저널 | 더자인비즈니스 | 코스마

□

주요사진

［명칭］ 디자인저널

［발간기간］ 1988년 3월，1991년 12월

디자인저널. 1989. 8 디자인저널. 1989. 12. 10-199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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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3. 3

■

디자인 비즈니스

연혁

1989. 3 창간예비호 발간

1989. 4 창간호 발간

연구내용

「디자인비즈니스」는 1989년 3월호를 창간예비호로 시작하여 다음달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발행인 최 

기영은 디자인 지향의 마케팅(Design Oriented Marketing)을 통해 기업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전락을 제안하는 실 

용 정보지로서 '디자이너에게는 비즈니스 감각, 비즈니스맨에게는 디자인 감각'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간했다. 그 

래픽, 인테리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등 거의 모든 디자인 분야의 정보를 다루었으며, 디자인과 마케팅, 비즈니스 

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을 표방하고 나섰는데, 이로서 월간 1■디자인」과 1•코스마」를 포함 

해서 3종의 전문 디자인 잡지가 자리잡기도 했다.

당시 창간예비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Trend & Forum

V이CE/ 디자인은 경영전락의 열쇠

OPINION/ 왜 디자인 마케팅인가 • 권영걸

INSIDE1/ 대기업의 인테리어업계 진출 현홤

INSIDE2/ 예음의 종합광고 대행업 진출과 IMC설립

IVTERVIEW/ 호텔 롯데 홍보실장 • 오태환

기업전략

제일모직/ '하티스트'의 디자인 컨셉트와 티전략

아시아나 항공/ 제 2민항시대 개막과 이

기업의 디자인 현장

(주)럭키 디자인실

특별인터뷰/ ODS코리아 대표 신성순 사장

일본 종합 디자인 연구소 ODS의 한국 합작회사 설립 배경과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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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전락

전자식 타자기/ 5개 메이커 신모델 판매경쟁

해외특별기획/ 제 2산업혁명 예고하는 영국 디자인 진홍정책의 현주소

종합 디자인회사/ 피치 앤드 컴퍼니니마이클 피터스 그룹 • 빌딩 디자인 파트너십

디자인스튜디오/ 데이비드 데이비스 어소시에이츠•비아이비•시모어 파우엘•짐 알렌 디자인팀 •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원 오브 디자인/ 대니 랜 • 데이비드 린레이

특집/ 아시아의 디자인 사정

일본/ 국제화로 네트워크 디자인 시대 개막

케이스1/ 아이즈노

케이스2/ 이이덱스

케이스3/ 디자인 그룹 인터내셔널

홍콩/ 디자이너와 기업가가 제휴, 새 활로 찾는 홍콩 산업계

세계의 디자이너

포르세

동구권 특별기획/ 폴란드 디자인 예술 전문지 '프로젝트'편집인 스타니스라브 스토프为크씨의 특별기고

플란드 포스터 디자인의 계보와 그래픽 디자인

뉴트렌드 숍

현대백화점 반포레져타운

뉴테크노

소리가 나는 포스터

DB 저널

인터뷰/ 금강 엔터프라이즈 • 에릭뉴먼

비디오아트•이동현

헝가리 서울 무역사무소 초대 상무 참 사관 • 산도르차니

대체적으로 다른 잡지와 비교할 때 기업체의 디자인실이나 광고기획실 등에 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출판/ 월간〈디자인 비즈니스〉지 창간」.「월간 디자인」199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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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창간호 1989. 4. 롱권 21 호.

1990년 2월호. 199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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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AA
［명칭］ 코스마/COSMA 

［창간 발행인］ 구영훈 

［창간일］ 1989년 9월

ffl E 13]

연혁

1989. 10 창간

1994. 8 종간

연구내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디자인 전문지들이 1980년대에 속속 등장하면서 새로 생겨나 기존의 잡지들의 틈새를 메우는 방향으로 위상을 

정하게 되는데「코스마』도 그런 경우였다. 코스마는 디자인 정보 매체들이 많아져 그동안 부족하던 정보제공원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신에 언론의 자유화와 함께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디자이 

너들이 높은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창간되었다.

또한 디자이너듈의 창조적 작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기사와 화보 

를 제공하고자 했다. 잡지 이름은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 매거진(CommMcation- Space Magazine - COS새A)로 

정하고 시각, 제품, 광고디자인은 물론 인테리어, 사인, 디스플레이, 공예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였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교류는 서로 다른 분야간에 포괄적인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창간에 붙여•구영훈

창간기획/ 포럼 디스커션

한국현대디자인의 향방 I / •디자인교육, 과학적 사고력 배양으로 눈 돌릴때"

• 교수, 프리랜서, 기업의 역할분담과 책임의식 분명해야. • 김철호

• 디자인 정책부재, 취약한 재정지원 개선이 선결과제” • 백태원

■ 독창적 소재개발 없이는 후진성 극복 요원'' • 이순만

• 프리랜서 제도의 정립과 오리지널리티 개발 시급'' • 이순혁

• 자아의식과 주체성 강조에 주력해야 할 시점'' • 한길홍

■ 학연, 인연에 연루된 내적갈등 타개해야. • 한도룡

■ 한국현대디자인의 항방.

특집/ 디스플레이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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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디스플레이 디자인론 • 유영배

II. 공간연출개념으로서의 디스플레이 • 조성렬

III. 엑스포 디스플레이론• 한도툥

IV. 디스플레이 문화 • 이영구

V. POP 디스플레이

코스마 스터디

형체화 이론

이슈

한국포장디자인의 위상 • 김광현

한국현대공예 무엇이 무엇인가 • 장윤우

스페이스포럼

오피스랜드스캐이프 소고

커뮤니케이션 포럼

디자이너룔 위한 마케팅•광고원리•김충기

컴퓨터 그래픽의 웅웅과 그 미래

색채정보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 김용훈

코스마이 즘

래디컬리즘의 기수, 멤피스 • 손의식

코스마포커스

최첨단공학의 총아, 항공기 인테리어

생태학적 축면에서 본 자동차 디자인

커뮤니케이션포커스

•사랑 해요 밀키스■와 •반했어요 크리미■의 의미

코스마논문

비이클 그래픽디자인에 관한 연구 • 이진구

권말부록

베스트 인테리어

디자인의 모든 분야의 통합을 꾀한다는 본래의 코스마 취지는 근대 디자인의 이념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 

나 오래 전에 창간된「월간 디자인」과 성격이 중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4년 8월호로 종간되었다.

참고문헌

「COS애A』디자인 에프 코스마 사업부, 1호（198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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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코스마. 1990. 1. 코스마.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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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인쇄프로세스

제지

디자인재료

한글기계화

출판 

옥외광고





관련산업 인쇄 (Printing)

―国―， 은J스*프호… 체지 【u定 产丿芹并

: 춘판 옥오광고

보진재 j 평화당 | 두산동아 j 광명인쇄공사 | 삼화인쇄 | 국정교과서 i

ffl E SI E

（株）會 표 春

［명칭］ 보진재/寶营齊

［설립자 및 초대장】 김진환（金■植）

［설립일］ 1912년 8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번지 （우편번호 150-045）

［전화］ 02-679-2351

［FAX］ 02-676-2821

연혁

1912. 8 보진재석판인쇄소 창립, 김진환 1대 사장 취임

1914 정학교（丁學敎）의「신식초간독（新式网簡牘）」전3권 발간

1914 김돈회（金敦熙）의「간식서법（東式書法）」발간

1917 「수당하술（隨堂賀銃）」발간

1920 「개벽』창간호 표지 제판 • 인쇄

1923 「신여성」창간호 표지 제판 • 인쇄

1923 「열성어필첩（列聖御筆帖）」제판 • 인쇄

1924 일본 스기모토（杉本）제 국전 평대 오프셋 인쇄기 1대 수입 • 가설

1930 「삼천리』,「신동아」,「신가정』,「조광」,「여성」,「문장』등의 저명한 월간잡지의 원색화 표지와 화보 인쇄

1930. 1 김낙훈 2대 사장 취임

1933. 11 크리스마스씰 인쇄 시작

1935. 4 원색프로세스 인쇄술 도입

1938 1■조선일보」（1938. 6. 20.）의 부록인 4 ・ 6전지 8도인쇄의〈세계현세지도〉5만장 인쇄

1938 1■매일신보』（1938. 8. 31.）의 부록〈조선역대명필〉과 유명 금석문을 편집한 병풍용 인쇄물 인쇄

1938 1■동아일보』（1940. 1. 1.）의 부록인 4 ・ 6전지 8도인쇄의〈세계현세지도〉5만장 인쇄

1953. 1 김준기 3대 사장 취임

1956. 9 용산구 원효로로 이전

옵셋자동인쇄기 최초 도입

국내 최초로 사진원색분해 시작

1961. 4 출판사 등록

1968. 10 당산동 현재 위처로 이전

보진재인쇄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1969. 7 주식회사 보진재로 상호 변경

1971. 11 대학입학예비고사시험지 인쇄 시작

1972. 2 검인정（2종） 교과서 출판 시작

1979. 5 원색분해 스캐너 도입 가동

1982. 4 윤전옵셋인쇄기 도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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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9 전산조판 시설 도입 가동

1992. 3 김정선 4대 사장 취임

연구내용

일제강점기 초에 조선인의 자본과 기술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미술전문 인쇄소이다. 설립자인 자운 

（子婁） 김진환（金晉桓）은 대한제국 학부교관으로 기용되어 당시의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국권 

피탈로 교관직을 그만두게 되자 장차 그의 글川와 그림 재능을 펴기 위해 석판인쇄소를 차릴 생각으로 문아당인쇄 

소（文雅堂印刷所）에 취직하여 2년 동안 기술을 익혔다. 당시 조선의 경항간에 조선인에 의해 경영되는 인쇄소와 

출판사는 몇 개 되지 않아 민족의 계몽은 물론 미술적인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는 자신의 재주를 이 방면에서 펴고자 미술전문 인쇄소를 설립한 것이다.

'보진재 （寶晉齋）라는 명칭은 그의 서화（書福）에 대한 식견의 일단을 잘 말해 준다. 그 이름은 본래 중국 북송 

의 대서화가인 '미불 의 별호로 그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진（晉）나라 시대의 보배로운 묵적（墨跡）을 많이 

수집 • 소장하여 있다 는 矣이다. 이렇게 동양고금（東洋古今）의 서화에 식견이 있던 김진환은 미술인쇄에서 일본인 

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인 인쇄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창업 당시는 수동 석판인쇄기 3대와 종업원 6명이었고, 석판으로 인쇄하는 도서를 비롯해 안중식（安中植）, 조석 

진（趙錫晋）, 김돈회（金敦襯）, 오세창（吳世昌）, 김규진（金圭繼） 등 유명한 서화가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사립학교 교 

무서류 등을 인쇄했다. 보진재는「매일신보」（1912. 8. 1.）의 개업광고에서부터 '미술인쇄'를 강조하였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들로부터도 조선 제일이라고 평가받았다. 특히 평판인쇄물은 창업 1년도 되지 않 

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영성이 높았다. 이러한 기술은 그의 아돌 김낙훈（金洛励）의 노력에 의해서 계 

승 • 발전되었다. 김낙훈은 당시 일본에서조차 가장 수준이 높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신편 제판인쇄술』（新編 

製版印刷術） 상 • 중 • 하 3권을 독파하여 일본인보다도 높은 인쇄기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진재는 주로 미술전문 서적 위주로 서화책과 천연색 도판인쇄를 주로 하였다. 보진재에서 인쇄 • 제판된 서화 

첩（•富帖）과 인쇄물은 다음과 같다. 정학교（丁學敎）의 1■신식초간독（新式即簡牘）」전3권어914）, 김돈회（金敦熙）의 

1■간식서법（束式書法）」（1914）, 1917년 당시 저명한 서화가 10여 명의 글씨와 그림을 집대성한「수당하술（隨堂賀 

銃）1■개벽」지 창간호 표지（1920）,「신여성」창간호 표지서923）,「열성어필첩（列聖御筆帖）』제판• 인쇄서923）, 

r조선일보」（1938. 6. 20.）의 부록인 4 • 6전지 8도인쇄의〈세계현세지도（世界現勢地囲）〉,「동아일보」서940. 1. 1.）의 

부록인 4・6전지 8도인쇄의〈세계현세지도（世界現勢地圖）〉, 1■매일신보」（1938. 8. 31.）의 부록〈조선역대명필（朝鲜 

歷代名施）〉과 유명 금석문을 편집한 병풍용 인쇄물, 이 이외에도 191이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삼천리」,「신동아』, 

「신가정』,「조광」,「여성」,「문장』등 국내의 대표적인 월간잡지의 원색화 표지와 화보 인쇄를 담당했다. 또한 

1922년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하여 조선 각지를 순회하면서 신극운동을 벌인 '토월회'（土月會）의 전단을 대부분 담 

당하여 그 화려한 다색도 인쇄로 인해 많은 인파를 모으게 하기도 했다.

보진재는 1965년 한국최초로 베트남 교과서를 인쇄 수출한 이래 사우디, 리비아 등 각 나라의 교과서를 다년간 

인쇄 수출하였으며 특히 박엽지 인쇄 분야인 전세계의 성서 인쇄수출에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61년 

출판사 등록을 필한 후 중고등학교 2종교과서, 이공계 대학교재, 한국전통문화 관련 도서등 약 270종을 출판한 바 

있다.

보진재는 우리 디자인사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위처를 차지한다. 초기의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화

942



관련산업 I 인쇄 I 보진재 I

LEI②図困

를 비롯해서 연극포스터, 서화책 등을 당시 조선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인쇄했던 것이다. 그 인쇄기술은 일본인 

과 비교해서도 더 우월한 것이었다. 인쇄기술의 발전이 디자인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처럼 한국의 

근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진재의 역할 없었다면 인쇄기술의 발전은 물론 디자인물 자체의 수준도 항상되기 어려 

웠을 것이다.

찹고문헌   —

「서올인쇄조합사 제1편(1962〜1992)」.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조성출. 1■한국인쇄출판백년』. 보진재, 1997.
「한국디자인 10이년」.「디자인』199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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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1930년대의 월간지 표지들. 1933년부터 1941년 까지의 크리스마스 실.

조선일보 부록 세계지도（8색）. 1938.

3 - 1절 독립운동 기념 포스터. 1946.

화자 조판 수출물（일본）. 1967.

한국 지질도（9색도 인쇄）.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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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②

［명칭］ 평화당인쇄（주）/平和堂印刷（株）

［설립자］ 이근택（李根澤）

［설립연도】 1920년

［위치］ 서울 종로구 견지동 60

연혁

1920 종합인쇄소로 설립

1933 평화당주식회사에 인쇄부 설립

1954. 9 인쇄부를 독립시킨 평화당인쇄 주식회사를 설립

1964. 11 일본 • 동남아시아 등에 인쇄물 수춤

1980 경기도 부천시 제2공장 설립

연구내용

평화당인쇄（주）（平和堂印刷）（株）는 1920년에 황해도 사리원에서 이근택（李根澤）이 설립한 종합인쇄소 중의 하 

나이다. 이근택이 광업과 제약업을 겸하였던 초기에는 인쇄 • 출판 • 제약 • 광업 둥의 사업을 하였다. 1927년 서울 

의 수하동으로 이전한 이 인쇄소는 그 무렵 박흥식（朴興植）이 설립한 선광인쇄소（鮮光印刷所）와 핞병하여 선광인 

쇄주식회사의 법인체를 발족시키고 일본인 인쇄업자들을 견제하였으나 동업자인 박홍식이 화신 백화점•선일지물 

（鮮一紙物） 등에 주력함에 따라 선광인쇄주식회사는 해체되고 말았다. 1933년 평화당주식회사에 인쇄부를 설립하 

면서 인쇄사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인쇄물은 주로 사무용품이었는데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당시 경향간에서 각양각색으로 인쇄하여 사용되고 있 

었던 '대서용지（代書用紙）'의 규격울 일원화시켜 비상한 사업 수완을 세상에 떨쳤다. 한편, 이근섭（李根變）이 지 

은 1■여（女）」의 단행본을 시작으로「고금세계부호전집（古今世界富豪全集） 상 • 중 • 하」, 시조집「추강월백（秋江月 

白）」,「조선고금명현사진첩（朝鮮古今名賢寫反帖）」등 비싸고 큰 책을 출판했다. 1■고금세계부호전집」은 이근택 자 

신이 편하여 각권 1원으로 당시로서는 비싼 정가였고,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의 영정을 표지화로 장정한 

「조선고금명현사진첩』은 김유신•최치원•정몽주•홤회•김시습•이순신•임경업•송시열 등 1백여 명의 초상과 

간략한 약력올 소개했는데 정가가 1원 50전이었다.

이근택은 규격화한 대서 • 등기용지의 판매와 출판한 책들이 잘 팔려서 상당한 축재를 하자 1934년 5월 박홍식 

（朴興植）과 선광인쇄의 동업을 해제하고 경성부 견지동（堅志洞） 60번지의 건물을 매수하여 독자적으로 평화당의 

간판을 걸고 대서 • 둥기용지의 생산 판매와 도서출판 외 '백보환（百補丸）' 이라는 한약제까지 제조 판매하기 시작 

했다. 이근택이 매수한 건물은 중앙일보사의 사옥과 공장으로서 중앙일보 이전에는 조선도서주식회사의 사옥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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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택은 평화당의 다양한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1930년 8월부터 매월 1■평안당상보』를 발행해 오던 것을 독립 

이후 종전의 국배판 4면의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고 때로는 2색도로 발행하면서 연맹점을 모집하였다. 다시 이근 

택은 1934년에는 사옥을 서울의 종로구 견지동으로 이전하고 활판인쇄소로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그뒤 8 • 15광복 

과 6 • 25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쇄업만을 고수하여 1954년 9월에는 인쇄부를 독립시킨 평화당인쇄주식회사를 설 

립하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규모의 활판인쇄시설을 완비하고 국내 출판 • 잡지사들의 간햄서적 생산을 거의 전담하 

다시피 하였다.

1958년 3월 외국에서 도입한 벤톤조각기에 의한 미려한 서체의 개발로 국내 출판사의 전집물 등을 도맡아 인쇄 

함으로써 한국출판문화의 질적 항상에 기여하였다.

평화당인쇄（주）에 근무하던 오회근（吳晦根）은 국정교과서（주）에서 전직한 뒤 1960년 1월초부터 이듬해 12월까 

지 만 2년간 서독에 가서 최신 사진제판술과 오프셋 인쇄술을 배워 왔다. 그는 귀국길에 일본에 듈렀다가 일본인 

쇄학회의 요청에 응하여 일본 인쇄인들의 세미나에 출석하여 '서독의 색분해 기술'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서 

극찬을 받았다. 특히, 그의 강연 내용이 고스란히 그달의 일본 인쇄지에 전재되어 한국 인쇄인의 수준을 일본 인 

쇄계에 과시하기도 했다. 평화당인쇄（주）는 오회근이 가기 이전에는 홭판 위주의 인쇄소였으나 오회근에 의해 다 

른 인쇄소보다 뒤졌던 평판인쇄, 곧 오프셋 인쇄를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스캐너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 

기 이전 원색에 원고의 색분해는 다이렉트（direct） 또는 인다이렉트（indirect）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평화당인쇄의 

제판과 인쇄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오회근의 기술 때문이었다.

1963년 6월에는 전자동오프셋 인쇄기를 새로 도입하는 등 종래의 활판인쇄소에서 캘린더 등의 고급원색간행물 

을 인쇄하는 종합인쇄 공장으로 탈바꿈하였고, 1964년 11월부터는 일본 • 동남아시아 등에 인쇄물의 수출도 홭발히 

하고 있다. 1980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제2공장을 마련하고 원색자동전자 분해기인 스캐너의 도입 등 전인쇄공정 

의 첨단화를 실현하면서 인쇄기술개발에 앞서갔다. 1945년부터는 창업주의 장남인 이일수（李壹秀）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다.

참고문헌

조성출.「한국인쇄출판백년」• （주）보진재, 1997.

「평화당인쇄（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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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2 i 卷

［명칭］ 두산동아（斗山東亞）

［설립자］ 김상문（金相文）

［설립연도］ 1945년 9월

与잔동。/ ［전화］ 02-3398-2462

［FAX］ 02-3398-2661

연혁 —

1945. 9 동아프린트사출판부 r신생국어독본」발간

동아인쇄공업（주） 설립

1951. 9 동아출판사로 정식 등록

1952 r국가고사예상문제집」발간

1953 「동아전과」,「동아수련장」발간

1954 국내 최초로 교사용「전과지도서」발간

1955. 10 주식회사동아출판사로 법인 설립

1958 「새국어사전」,「세계문학전집」,「새백과사전」,「백만인의 의학」등, 기획물 간행

1959 남광우（南廣祐）편「고어사전」발간

1961 제1회 한국출판문화상

1963 제1회 우량출판사 표창

1971 r완정정복시리즈」발간

1976 인쇄물 수출 제1위

1978 참고서 시장점유율 70% 돌파

1980 계열회사로 동아인쇄공업주식 회사와 대아지 공주식 회사 설립

1982 최초로 전산사식체계（電算寫植體系） 도입

1983 미국에 현지법인 동아서적 설립

1983 출판인쇄업계 최초의 보관문화훈장

1984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완간

1985 두산그룹에서 （주）동아출판사와 동아인쇄공업（주）의 경영권 인수

1995 （주）두산동아로 상호변경

1996 （주）두산동아와 동아인쇄공업（주） 합병

연구내용

초 • 중 • 고 학습참고서 위주의 우리나라 최대의 출판 • 인쇄업체이다. 대구에서 광복 전부터 같은 분야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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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던 김상문（金相文）이 1945년 9월 동아프린트사출판부라는 이륨으로「신생국어독본」을 프린트본으로 간행하면 

서 출발하였다. 1949년까지「한글맞춤법해설」,「우리국사」, 중학생용 r신생국어독본」등을 발간했으나, 정상 인쇄 

로 나오는 서울의 출판물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아서 1950년 5월 서울로 옮겼다. 그러나 그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대구로 피난하고, 1951년 9월 동아출판사로 정식 등록하였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중학입시용「국가고 

사예상문제집」을 발간하여 대성공을 거두고, 이듬해「동아전과」와 r동아수련장」을 발간하였으나 경쟁업체에 뒤져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54년 국내 최초로 교사용「전과지도서」률 발간하면서 참고서 출판계에 부상하였다. 이해 5 

월 다시 서울로 옮겼다. 1955년 10월 조판 • 인쇄 • 제본 등 현대적인 자체 시설을 갖추고, 이듬해 주식회사동아출 

판사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민간업체로서는 최초로 벤톤자모조각기를 도입하여서 종래의 일본식 홭자체를 벗어 

나려고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 활자의 개혁이 쉽게 단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기계도입비, 활자 원도 도안비, 부대 시설 설비비 

등의 부담과 개혁의 결과가 꼭 성공적이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에 동아출판사는 활자개혁에 사 

운을 걸고 이률 과단성있게 착수했다. 먼저 일본에 활자개혁에 필요한 벤톤자모 조각기를 주문한 뒤, 당시 대구에 

서 문자도안을 하고 있던 최정호에게 한글 원도 도안을 부탁했다. 최정호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할 자신이 없다며 

몇 차례 거절하다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조상을 가진 후예의 긍지로서도 마땅히 조잡한 한글활자를 개량할 의무 

를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김상문의 간곡한 설득에 마침내 승낙하고 상경해 한글 원도 도안을 시작했다.

글자체는 박경서의 초전판을 조사 • 연구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힘썼고, 그려진 원도의 조각실 

험은 아직 동아출판사에 조각기가 됼어오기 이전이라, 이미 운크라（UNKRA） 원조로 벤톤 자모 조각기가 들어와 

있던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했다.

그러다가 '56년 여름 마침내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동아출판사에 벤톤 자모조각기가 들어오자 왼도를 조각하여 

주조기에 걸어 활자까지 만든다. 그러나 제1차 활자개혁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의 일을 최정호는 이렇 

게 회고하고 있다. •이천 수백 자를 쓰는데 꼬박 일년의 세월이 흘렀다.（중략） 그러나 이렇게 만든 활자로 조판 • 

인쇄된 책은 형편 없었다•（중략） 나는 너무나 모가 나고 균형이 덜 잡힌 실패작을 바라보며 이에 따른 물질적인 

손해보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그러나 동아출판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제2차 활자개혁에 착수하여 최정호는 한글 궁체 활자꼴에 일본 

어 히라가나의 글자줄기 모양을 덧붙인 '한글명조' 라는 한글활자 원도를 완성하는 데 반년을 쏟아부었다. 제2차 

활자개혁은 성공이었다. 이에 동아출판사는 '57년 1월 당시의 모든 국문서체와 비교해 본 동아체의 특징을 들어 

특허국에서 미장 특허출원을 받는다. 특허 출원 제80호로 접수된 출원서에 나타난 동아체의 특징은 다음의 7가지 

이다.

1• 중성 ' 卜' 의 점이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붙었다.

2• 중성 ' 卜' 卜' 卜' 卜' 가 모두 수직이며 븟맺음이 간결하고 미려하다.

3. 종성 내지 초성의 '。' 이 붓닿음에 있어서 상투가 작다.

4. 초성의'匚'己'e', 교 의 끝획의 対올리는 각도가 구（舊체보다 완만하다.

5. 각 자의 획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날씬하며 과학적 통일의 체계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미려하고 선명해 독서능 

률을 높여 준다.

6. 각 자의 간과 결구가 정확하고 균형 잡혀서 안정감을 준다.

7. 자모의 글자 앉음이 정확해 활자주조에 있어서 구체에 비해 1.5배 이상의 능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동아출판사는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는데, 활자개혁의 성공과一함께 학습참고서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국내 굴지의 출판사로 일약 부상한다. 이는 우리 인쇄기술에 큰 혁신을 가져왔고, 또 홭판인쇄계에 일대 선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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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58년에는 8P 몸체에 5.5P 활자를 조작한 자모를 사용하여 국어 국문학회편「새국어사전」과「세계문학전집」, 

「새백과사전」,「백만인의 의학」등 기획물을 간행하고, 1959년에는 남광우（南廣祐）편「고어사전」을 발간하였다. 

1960년에는 오프셋시설을 도입하여 각종 어학사전 등 학습사전을 간행하기 시작했으며, 1964년에는 198종의 도서 

를 간행하여 춤판계의 선두에 섰으나, 계속되는 시설확장 등 무리한 투자로 1968년부터 3년간 채권단에 의하여 위 

탁경영의 위기를 맞았다. 19기년부터「완정정복시리즈」발간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1976년 봄부터 다시 대대적인 

시설확정에 돌입, 1978년에는 참고서 시장점유율 70%를 돌파하였다. 1980년 계열회사로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와 

대아지공주식회사를 따로 설립하였고, 1982년에는 국내 출판 • 인쇄업계 최초로 전산사식체계를 도입하였다. 그해 

부터「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전30권）을 기획하고 제1권을 간행하였으며, 1983년에는「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 

림픽가이드」5개 국어판의 발행 • 인쇄 및 판매권을 정부로부터 따내어 미국에 현지법인 동아서적을 설립하였다. 

1984년에는「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들을 완간하였으나, 수년간의 과다한 건물 및 설비투자와 백과사전 발간에 따 

른 악성자금 이용에서 비롯된 자금압박으로 은행관리를 초래하여 마침내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제일의 종합출 

판 • 인쇄업체를 지항하고 있다. 1995년에 （주）두산동아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6년에는 （주）두산동아와 동아인 

쇄공업（주）가 합병되었다.

1976년에는 인쇄물 수출 제1위롤 기록하였고 1961년 제1회한국출판문화상, 1963년 제1회우량출판사표창, 1983년 

출판인쇄업계 최초의 보관문화훈장울 받기도 하였다.

찹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아출판사의 활자개혁과 최초의 원도활자 등장」.「월간 디자인」199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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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i긴

［명칭】 광명인쇄공사/光明印刷公社

［설립자］ 이학수（李學洙）

［설립연도］ 1951년 7뤌

［위치］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62-7

［전화］ 02-392-0677

［FAX］ 02-312-7415

연혁

1953. 10 시설 확충, 상호를 광명인쇄공사로 바꿈

1970 일본돗판인쇄주식회사와 기술제휴 , 광명돗판인쇄주식회사를 설립 , 그라비어인쇄분야에 진출

1971. 7 부산에서 관북인쇄소（關北印刷所） 설립

1972 전자동 국배전지 6색 오프셋 인쇄기와 전자색분해기 도입, 설치

1986 고려서적주식 회사의 이름으로 법인격을 인가받음

연구내용

광명인쇄공사는 서울에 있는 종합인쇄소의 하나로 1951년 7월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관북인쇄소（關北印刷所） 

를 설립한 이학수（李學洙）가 1953년 10월 수복된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시설을 확충하고 상호 

를 광명인쇄공사로 바꾸었다. 일찍이 전자동 다색 오프셋 윤전기를 비롯한 최신 자동인쇄시설의 도입 • 설対로 인 

쇄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부간행물 등의 인쇄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1961년 5- 16군사혁명 전야에 비밀 

리에 진행된〈혁명공약〉의 인쇄로 맺어진 군정과의 인연은 이 인쇄소를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동경에서 고산 

화판소（高山离板所）를 경영하다가 8 • 15 광복 이후 귀국한 최정상（崔廷翔）의 고려인쇄（주）를 인수한 것이 최정상 

은 1957년 서독제 사진제판 기자재를 도입하여 고려포스터를 발족시킨 뒤 업체를 법인체로 바꾸어 고려인쇄（주）로 

고쳤다가 5 • 16 군사 정변 이후 시설 일체를 이학수（李學洙）의 광명인쇄공사（光明印刷公社）에 팔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인쇄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에 있던 구 정부간행물주 

식회사의 건물과 시설 모두를 인수하여 그곳으로 사옥을 옮기게 되었다. 이해 서독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대형 4X6 

전지용 전자동 4색 오프셋 인쇄기（니tra M.A.N.）의 도입과 함께 새로 개발된 현대식 제판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서독제 특수제본기 등을 설치하여 종합 인쇄소의 면모를 갖추었다. 당시 인쇄소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였으며, 이 

러한 양질의 고급인쇄물을 대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문교부의 초등국정교과서와 군납인쇄물 등 주로 정부간행 

물을 맡아 인쇄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이 인쇄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자매사로 광명출판사를 설립하여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를 비롯하 

여 방송통신고둥학교 교재, 미술관계서적 등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6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모리나가（森永헤 

菓）에서 포장디자인을 익혔고, 돗판인쇄（주） 아이디어센터에서 아트디렉터 코스를 연수하고 귀국한 윤형규가 1968 

년 디자인 파트 창설에 참여하게 되면서 디자인 인쇄물에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1970년에는 일본돗판인쇄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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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日本凸版印刷株式會社）와 기술제후로 광명도판인쇄주식회사를 설립, 그라비어인쇄분야에도 진출하였다.

사세가 늘어감에 따라 1972년에는 전자동 국배전지（菊倍全紙） 6색 오프셋 인쇄기（R이and）와 아울러 전자색분해 

기（Magnascan 450）의 도입, 설치로 인쇄계의 전자화에 앞장섰다. 이밖에 조판의 자동 • 전산화와 첨단 전자색분해 

기에 의한 사진제판시설의 현대화 및 전자동 다색 윤전기의 증설, 제본시설의 개선 등으로 국내 인쇄물량의 상당 

수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시설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조판보세가공물을 맡아 연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 

다.

1987에 이미 컴퓨터에 의한 전인쇄과정의 자동화를 이룩했다. 광명인쇄는 고려 서적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법인격 

을 인가받아 명실공히 종합인쇄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광명인쇄공사（光明印刷公社）」,「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김현아.「•디자이너로서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윤형구」.「시각디자인」어987 7 988년 12 • 1월호）.

조성출.「한국인쇄출판백년」. （주）보진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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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2

［명칭］ 삼화인쇄（주）/三和印刷（株）

［설립자］ 유기정（柳琦諄）

［설립연도］ 1954년 12월

［위치］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연혁

1954. 12 종합인쇄소로 설립

1957. 7 주식회사로 개편

1964. 3 해외로 인쇄물수출시장 개척

1967. 8 영국에서 자동영문조판기인 모노타이프 도입

1967. 10 서독 롤랜드사의 4색 오프셋 전지 인쇄기와 헬사의 자동전자분해기 도입

1973. 4 삼화서적주식회사 설립

1975 일본 동경에 삼화프린팅재팬주식회사 설치

1986 140만달러의 실적 기록

연구내용 — —   —

1954년 12월 유기정（柳琦詩）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인쇄소이다. 서울튝별시 종로구 와룡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처 

음으로 원색사진동판 인쇄시설을 갖추고 출발한 이 인쇄소는 1957년 7월에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유기정은 전차 

훈（全次勵）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동판인쇄술을 최초로 도입했다. 그는 1954년 겨울에 처가인 평화당인쇄（주）를 

나와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자영의 삼화인쇄소 간판을 걸고 활판인쇄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동판인쇄술 

을 배워온 전차훈（全次励）을 알게 되자 전 재산을 투입하여 그의 기술을 샀다.

당시 인쇄계 일부에서는 유기정의 동판인쇄에 대한 투자를 다분히 위험시했지만, 삼화인쇄소의 동판인쇄는 대성 

공을 거두어서 일약 색판인쇄계를 풍미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동판인쇄의 성공이 오늘날의 삼화인쇄（주）의 기틀 

이 되었다. 삼화인쇄소가 동판인쇄에 성공하자 한국문화인쇄（주）• 국제보도인쇄（주）• 범아원색인쇄사• 대한공론 

사 ♦ 대한교과서（주） • 합동도서（주） • 대한미술정판사 등이 뒤질세라 동판인쇄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0년을 전후 

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동판인쇄에 의한 원색인쇄 수준이 국제 수준에 도달할 만큼 신장했다.

1958년에는 한글 • 한자 • 영문 등의 여러가지 활자와 이를 주조할 수 있는 벤톤자동조각기 등 조판시설 일체를 

갖추는 한편, 1961년 9월에는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로 이전하고 서독에서 도입한 오프셋인쇄기와 사 

진제판시설과 아울러 제본시설까지 구비하고 국내의 각종 잡지 • 도서 등을 인쇄하게 되었다. 1964년 3월부터는 해 

외로 인쇄물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일본 • 미주지역 등에서 원고를 가져다 조판을 한 지형 • 전사（轉寫） 등을 수출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출을 위하여 1967년 8월에는 영국으로부터 자동영문조판기인 모노타이프（monotyp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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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도입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서독 롤란트（R이and）사의 4색 오프셋 전지 인쇄기와 헬（H이）사의 자동전자분해기 

를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초의 인쇄기종이었다.

그뒤 날로 증대되는 국내외의 인쇄물량의 처리를 위하여 1970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로 공 

장울 옮기고 삼화인쇄（주） 영등포공장이라 이름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동제본시설과 5색 그라비아윤전기 

를 도입하는 등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1973년 4월에는 자체 출판을 위한 삼화서적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75년 

에는 해외지사로 일본 동경에 삼화프린팅재팬주식회사（Sam Hwa Printing Japan Co., Ltd.）를 설치하고 원색인쇄 

물과 미술서적 등의 수출에 주력하여 1986년에는 140만달러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82년에는 서울 구로공 

단 내에 또 하나의 공장을 마련하고, 8색 윤전기 • 스캐너원색분해기 • 컴퓨터작도기 • 전산사식기 둥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연간 60만연（連）의 생산능력을 지닌 인쇄소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 

조성출. 1■한국인쇄출판백년」. （주）보진재, 1997.

「삼화인쇄 （주）」.「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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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②

［명칭］ 국정교과서（주）/國定教科•（株）

［설립연도］ 1952년

연혁

1952 국무회의의결로 설립

1953 애C 2형 인쇄기 3대 도입

1955 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원조로 인쇄공장 건설

연구내용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

국정교과서는 1952년 국무회의의결로 설립된 국영기업체로 국정교과서 전문출판회사이다. 1953년 8월 문교부는

그 동안 활자체개량 심의위원회가 연구 검토한 최종안을 채택하여 원도（原圖） 작성을 확정하면서 그 원도를 운크

라（UNKRA）측에 주어서 운크라측이 일본의 암전모형（巖田母型）에서 9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의 한글 명조체 자

모 1만 7천 자와 고딕체 자모 2만자, 한자 자모 3천자 해서 도합 4만자의 자모롤 개당 1달러 50센트로 만들어 오

기로 했다. 문교부의 교과용도서의 활자체개량사업 비용은 당시의 문교서적이었던 국정교과서가 부담했었고, 운크

라측이 일본에서 자모를 만들어 오는 비용은 1954년 1월에 창립된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가 제공하는 10

만 달러의 활자체 개량 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교부의 활자체개량사업은 문교부와 문교서적 • 운크라의 3자가 문교서적의 인쇄소 건립을 합의

하게 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다. 곧 유네스코가 설계한 인쇄소를 문교서적이 건축하고, 유네스코와 운

크라는 인쇄시설비로 23만 8천 달러를 문교부에 기증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문교서적은 명칭을 국

정교과서 주식회사로 바꾸고 인쇄공장을 건축하는 동안 1954년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최장수（崔長秀） 공장장 외 3

인을 인쇄기자재의 도입국으로 결정된 일본에 파견하여 도입 기자재의 운용기술을 연수토록 했다. 최장수 외의 3

인은 새로 국정교과서（주）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이임풍（李林風） • 박정래（朴禎來） • 김인협（金仁協）으로서, 이임

풍은 자모 원도 설계와 사진식자를, 박정래는 자모 원도 작성과 조각 및 연판을, 김인협은 제책의 기계화를 맡았

다.

그런데 이때 도일（渡日）한 이임풍이 일본에서 복음신문（福昔新聞）을 조판하고 있는 재일교포 장봉선（張鳳仙）을

만나 자모 원도와 자모 조각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자모를 개당 1달러 50센

트쒁 주고 일본에서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조각기를 구입하여 원도를 써서 조각해 쓰는 것이 휠씬 경제적이고 영

구적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자모 4만자를 일본에서 만들어 온다는 계획 대신

벤톤 자모 조각기（Benton matrix cutting machine） 4대를 2만 달러로 구입하고 남는 예산으로 다른 인쇄기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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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게 되었다.

예정대로 4월 말에 귀국한 그들은 이임풍이 디자인을 맡고 박정래가 제도한 새 자모 원도에 의해 1954년 가을 

부터 벤턴 자모 조각기로 벤턴 포인트 활자롤 만듈기 시작했다. 그런데「한글 110년 인쇄 발전사- 한글 원도편」 

（「한글정보」1993년 1월호, pp. 64〜70）에서는 1954년 이후에 국정교과서에 사용된 원도는 박경서의 글자를 사용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70년을 써 온 호수활자（號數活字） 대신 포인트활자가 새로 등장하여 우 

리 나라 인쇄사에 새로운 홭자체의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정교과서는 1955년 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원조로 인쇄공장이 건설되 

면서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전부와 중학교 국어 • 실업교과서 일부가 국정교 

과서이었으며, 이듈 국정교과서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분과 위원회별로 편찬되어 저작권은 문교부가 갖고, 제작 및 

인쇄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맡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제작과 편집에는 약 6개월이 걸렸으며, 매학기가 시작 

되기 전에 각 학교로부터 교과서 주문을 받아 보급소가 이를 통합 정리했다. 각 보급소에서 이 회사의 각 지점에 

주문서를 제출하면 지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본사에 필요한 주문을 했다. 본사는 제본이 완료된 책을 보급소로 

보내고, 보급소는 교과서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참고문헌

조성출.「한국인쇄출판백년」. （주）보진재, 1997.

「한글 110년 인쇄 발전사- 한글 원도편」.「한글정보」1993년 1월호.

「교과서의 인쇄공장 완성」.「한국일보」1954년 9월 18일자 2면 1단.

「국정교과서 （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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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 원색제판 연구소

［명칭】 LSY원색제판연구소

［설립자］ 이시용（李時容）

［설립연도］ 1967년

［전화］ 02-2274-4951

［FAX］ 02-2274-4951

연혁

195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학과에 입학

1961 국내 최초, 최장의 자비 해외 연수

1961 홍콩 AGC사진학교 입학

1962 중앙정판공사에서 5년 계약직

1967 *LSY원색제판연구소' 설립

연구내용     

LSY원색제판연구소는 이시용（李時容）이 1967년에 세운 인쇄제판 전문업체이다. LSY라는 명칭은 설립자인 이시 

용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지었다. 이시용은 자비로 이분야의 유학을 다녀온 인물로 우리나라 원색제판계의 선구자 

이다. 그가 처음 인쇄물을 취급하게 된 것은 6 • 25사변때 입대해 보급관실에 배속되면서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서 

울미대 미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우연히 고려포스터에서 한국예술영화사의 포스터 도안과 인쇄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 

로 인쇄계에 종사하게 된다.

영화포스터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원색작업이었다. 그는 다락방에 습판시설을 해 놓고 사진은 제판소에서 찍어 

집에서 수정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원시적인 작업방법을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 마침 그 

시절 상공부 고문으로 있던 숙부의 도움으로 서독제 사진제판기인 크림슈（Klimsch） 카메라를 들여오게 되었다. 이 

장비는 당시 일본에도 없었던 최고 수준의 제판기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부장 직책을 

부여받고 고려포스터와 동업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보는 기계라 조작법을 몰라 애를 먹었다. 이것이 그가 독일로 

제판기술을 배우러 가게된 동기가 되었다. 제판부터 인쇄까지 낙후된 우리의 기술을 선진 외국에 가서 배워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판인쇄에서는 8 • 15 광복 후 '50년대 중반까지도 인쇄판을 손으로 그리는 이른바 묘판（描版）제판 

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사진제판술율 독점하여 한국인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피해왔기 때 

문에 광복 당시까지도 그 기술자 및 사진제판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인쇄술이 해외에서는 '50년을 전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흑백 인쇄에서 다색인쇄로 이 

행되는 급진적인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 • 25 후 환도할 때까지 사진제판의 기술자와 시설이 거의 없 

는 실정이었으며, 사진제판술을 아는 사람은 이태식, 김기봉（金基逢） 등 겨우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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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용은 '61 년 1월 사진제판법의 서독 연수에 앞서 홍콩에서 독일인이 경영하는 AGCSHied Graphic Art 

S사)。이) 사진학교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스위스의 취리히의 조나(JONA)인쇄회사에서 그라뷰어 인쇄 

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나 그라뷰어 인쇄는 혼자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나 커 이를 포기하고 서독으로 건너갔다.

그는 프랑크프루트의 크림슈(Klimsch)회사에서 카메라 작업에 대해 수학하였다. 이어 뮨헨의 포그라(Fogra)사에 

서는 읍셋인쇄를, 하노버의 에이겐(Eggen)사에서는 제판기술을 그리고 슈트트가르트의 코닥사가 설립한 나겔 

(Nag이)박사 연구소에서는 마스킹 기술을 익혔으며 결국 인쇄의 전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연수 후에 서울에 돌아와 중앙정판공사에서 5년간 계약제로 일올 시작하였다. 당시는 제판에 있 

어 인다이렉트 시대로 들어서는 단계였는데, 나겔 박사연구소에서 배워 온 코닥 마스킹 방법에 의해 제대로된 원 

색분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5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67년 그는 수표동에서 그의 이름 이니셜을 딴 'LSY원색제판연구소 를 설립하게 되었 

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원색제판 전문회사였다. 그가 지닌 제판기술은 탁월했지만 국산장비로 새로운 기술을 사 

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때 독일인 사업가 비더만(Biederman)의 도움으로 기자제를 구입할 수 있었다. 비더만은 우 

리나라 제판업계 및 인쇄업계에도 큰 영항을 끼친 인물로 무역업을 하면서 해외의 최신 기술을 소개함은 물론 각 

종 관련 기자제롤 값싸고 원활하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기술발전에 큰 기여룔 하였다.

비더만은 탄탄한 기술을 가진 이시용의 넘치는 의욕에 비해 LSY 작업실의 변변찮은 내부 시설을 둘러 보고는 

무이자로 시설투자를 적극 후원하였다. 이태리제의 확대기, 서독제의 농도계, 미제 카메라 등 최신의 장비를 그가 

주선해 주었다. 이로써 LSY는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재차 독일에 제판기술 

단기 연수까지 주선해 주었다. 이후 회사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비더만의 도움으로 LSY는 '75년 처음으로 'HELL 299'라는 스캐너를 들여 놓았다. 당시에는 카렌다나 영화포스 

터 카드 둥의 일이 많았다. 이때부터 스케너가 도입되면서 평균치의 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다. 손으로 작업 

하던 시절에는 질의 평균対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으나 이때부터 모든 것율 예有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 

다.

7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수출증대에 힘입어 '80년대에도 'LSY'는 이름을 떨쳤다. 이때의 주요 작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광고와 카다로그였는데 LSY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축척으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침고문허

조성출. 1■한국인쇄출판백년」(주)보진재, 1997.

박암종.「한국 그라픽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한 이시용」.「월간 디자인」222호(19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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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1957년 독일에서 들여온
클림슈 카메라와 함께한 이시용.

LSY에서 제판한 영화포스터둘.
LSY에서 제판한 영화포스터들.

LSY에서 제판한 영화포스터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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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제지 (Paper Manufacturing)

—噩—’
: … 출폰 一」丨 一옥왼흐고 … 丨

홍원제지 | 한국제지 | 한솔제지 | 무림제지 |

［口 2⑶

O 茨工嵬&氏休代，、社夕 HONG WON PAPER MFG. CO.. LTD.

［명칭］ 흉원제지주식회 （HONG WON PAPER MFG CO., LTD）

［설립자 및 초대장］ 홍종화（洪鍾華）

［설립연도］ 1957년 5월 2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14층

［전화］ 02-360-6300

［FAX］ 02-360-6405

연혁

1957. 5

1966. 1

1968. 12

1973. 7

1975. 12

1989. 12

1990. 9

1990. 10

1992. 2

1992. 7

1992. 9

1994. 3

1995. 11

1996.

동양제사주식회사 설립

흥원산업주식회사 설립

MITSUBISHI - BELOIT 초지기 및 JAGENBERG 도공기 도입계약 체결

홍원산업주식회사 , 홍원제지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평택공장 초지기어호기） 설为 완공（장망식 1기, 백상지 생산 개시）

가공공장 도공기（1호기） 설처 완공（아트지 생산 개시）

TAMPELLA사와 초지기（2호기） 도입계약체결

제2호기 공장 증설 공사 착공

홍원 제지주식회사, 동양제사주식회사 합병

미국 현지 법인 설립（HONG WON U.S.A. CO., ING., Los Angeles）

2호 초지기 증설공사 완공（TAMPELLA）

2호 도공기 증설공사 완공이HI）

동탑산업훈장 수상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호 초지기 1QQ0M/Min 증속 완료

연구내용

홍원제지는 1957년 동양제사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흥원제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 

발하고, 첨단설비를 도입하였으며, 생산량을 확대해 왔다. 특히 앞으로는 더욱 조사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점차 大!열해지는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홍원의 조사와 개발은 크게 세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지종의 개발, 공정의 개선, 설비투자가 그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항상 새로운 종이를 요구하여 점점 세분화되고 질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为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에 요구될 것까지를 예측하고 개발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종이산업은 대량생산과 높은 속도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모 

든 단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료의 조성, 기계의 레이아웃, 물질의 이동량과 시간, 종이의 화학적 특성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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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질의 향상과 고속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재조정하고 있다. 종이산업은 장처산업, 즉 새로운 

기계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설비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한다. 홍원은 중단기 투 

자계획을 통하여 단일 공장으로서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생산을 위해서 홍원은 고품질의 천연펄프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펄프의 종류나 수종의 선택 또한 일정하 

게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Filler와 전분, Rosin, 폴리머 등의 화학원료를 펄프와 배합하는 블렌딩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 시스템의 고속화이다. 흥원은 첨단 시스 

템 개발을 위하여 마침내 1000애/min의 속도를 실현했다. 두번째는 컴퓨터에 의한 양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홍원은 Process, PLC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 즉 DCS를 완성하여 빠른 속도에서도 Caliper, 

Weight, Moisture 등의 ProfileOl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홍원은 고급인쇄를 위해 최고급 지종을 생산하고 있다. 최고급 지종이란 표면적성, 즉 색상, 광택도, 잉크의 흡 

수성이 우수한 종이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 홍원의 관리 시스템은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툑히 Pigment와 

Binder의 선택과 이들의 배합과정에서 발휘되는 과정에 관하여 홍원은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것 바로 

오늘날 아트지 부문에서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이유였다. 현재 홍원은 아트지, 백상지, 서적지, 특수지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홍원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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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진

척표지,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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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관련산업 제지 (Paper Manufacturing)

［ 이쇄

• 줏난

익쇄프론센스 

옥오광고

한글기켸화|

홍원제지 | 한국제지 | 한솔제지 | 무림제지 |

［명칭］ 한국제지

［설립연도］ 1958년 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6 송남빌딩9층

［전화］ 02-231-7200

［FAX］ 02-3473-2123

연구내용

1958 '한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 설립

1960 장망식초지기 1기로 백상지 생산개시

1966 '한국제지' 로 상호변경

1972 고급박엽지 생산

1979 인쇄타발기 1기 신설로 카톤팩 생산개시

1986 안양공장의 빌 브레이드 코터 설치로 경양도피지 생산개시

한국제지는 백상지 • 아트지 등 고급인쇄용지와 음료용기인 카톤팩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체이다. 1958년 2월 한 

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0년 4월 장망식초지기 （長網式抄紙機） 1기로 백상지를 생산개시하였으며 , 

1966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1972년 9월에 고급박엽지（高級博葉紙）를 생산하였으며, 1979년 11월에 인 

쇄타발기 1기 신설로 카톤팩을 생산개시하였고 1986년 6월 안양공장에 빌 브레이드 코터 설为로 경양도피지를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1월에 경상남도 온산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인쇄용지 생산능력이 연 8만 톤에서 연 18 

만톤으로 증가되었다. 계열회사로는 19.3%를 출자한 계양전기를 비롯하여 계양상사 • 계양섬유 • 해성산업 • 서진금 

속 둥이 있다. 1989년 12월말 현재 종업원수는 889명이고, 총자산액은 1090억원, 자본금은 143억원, 연간총매출액 

은 848억원, 연간당기순이익은 13억90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비중은 10%를 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 

초구 서초동에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와 안산시, 경상남도 온산에 공장이 있고, 여주에 산림 • 축산 • 양묘업을 하는 

사무소가 있다. 당초 제지업을 주업무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산림 • 원예 • 무역업에도 영업을 확대하였고, 동남아시 

아 • 북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상신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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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제 지 (Paper Manufacturing)

°斗五코 k 人 —眼— ‘3 大 二 「극시?夕;

[ — 초판 — | | 옥외광고_____

홍원제지 ! 한국제지 | 한솔제지 | 무림제川 |

田②

：Hansol

【명칭】 한솔제지 

［설립연도］ 1965년 

［전화］ 02-3287-6078 

［FAX］ 02-3287-6079

연혁

1965. 1 새한제지공업주식회사 설립

1968. 10 삼성그룹에서 인수

1969. 8 전주제지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9. 9 （전주공장） 초지 1호기 준공

1969. 5 기업공개（삼성그룹내 최초）

1977. 1 뉴질랜드 윈스턴사와 TMP공장 합작 투자

1979. 12 제지기술연구소 개소（업계최초）

1988. 8 캐나다 현지법인 C. K FIBRES. CORP. 설립

1991. 5 미국 현지법인 GROBAL FIBRES. INC. 설립

1991. 11 삼성그룹에서 분리, 독립경영체제 선언

1991. 12 한솔포렘 설립

1992. 5 한솔화학 설립

1992. 9 한솔개발 설립

1992. 10 한솔건설 출범

1992. 10 한솔제지로 상호 변경

1993. 7 환경헌장 선포해외조림 실시（서호주 콜리지역）

1993. 10 한솔파텍 출범

1993 .11 한솔무역 설립

1994. 1 신한솔이념 선포

1994. 4 동창제지 인수

1994. 5 영우화학 인수

1994. 6 환경의 날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IR52 장영실상 수상

1995. 4 한국마벨 인수

1995. 9 한솔판지 설립（동창제지에서 상호변경）

1996. 3 한솔세계화추진사업단 발족

1996. 4 국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진입（22위）

1997. 10 한솔종이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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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국내 최초 민자유为, 구리시 하수 슬러지 소각로 건설 사업

1997. 12 한솔무역과 한솔판지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한솔 탄생

1998. 5 상해신문용지 공장 준공

1998. 6 오크벨리 개장

연구내용 —   .  

신문용지와 교과서 • 인쇄용지 등 지류의 제조 • 가공 • 판매를 주로 하는 기업체이다 1965년 1월 세한제지공업주 

식회사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1969년 8월 전주제지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69년 9월 초지 제1호기를 준 

공하였으며, 1969년 2월 초지 제2호기를 준공하였고, 같은 해 5월 기업을 공개하였다. 1974년 6월 표백시설을 완공 

하였고, 1977년 2월 초지 제3호기를 준공, 1979년 12월 제지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80년 7월 컴퓨터시설을 가동 

하였다. 1983년 10월 열병합발전소를, 1984년 10월 탈묵공장을, 1985년 10월 초지 제4호기를 준공하였다. 1986년의 

경우 시설규모는 초목시설 15만재, 쇄목시설 320t, 표백시설 200t, 고지탈묵시설 500t, 화학펄프조성시설 250t, 초지 

시설 8401, 기압시설 102t, 용수시설 4만 4000m, 폐수처리시설 3만m 등이다. 연간생산능력은 신문응지 12만t, 중질 

오프셋용지 10만 5000t, 교과서용지 2만 6000t, 기타 3만 900仇이다. 주요사업은 신문 • 교과서 • 인쇄용지 둥 지류의 

제조 • 가공 • 판매업, 펄프류의 제조 • 판매업, 조림 • 양모와 산지개발, 원목과 종묘의 생산 • 판매업 펄프 • 원목 • 

종묘의 수출입업 등이다. 주요생산품과 그 구성비율은 신문용지 49.4%, 중질지와 오프셋서적용지 38.4%, 교과서용 

지 9.6%, 기타 2.6%로 되어 있다.

92년 최첨단 시설의 장항공장 완공으로 이전의 신문용지에만 의존하던 한솔은 백상지, 아트지 시장에 본격 진출 

하게 됨으로써 종합 제지회사로의 도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91년 11월 6일 삼성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후 92년 

사명을 한솔제지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중장기 성장전략 한솔 플랜 2000'을 수립하여 6, 7호기 증설하고 장항 

공장, 대전공장 건설 및 사업의 다각화를 실시하여 차세대 사업 진출 등의 작업을 진행해 갔다

96년 3월 2일 세계화추진사업단이 발족된 이래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 진출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96년 

11월 28일 한중미 합작으로 한솔이 53%의 지분을 가진 상해신문용지 공장이 기공되었다. 또 포렘은 지난 93년부 

터 서호주에 추가로 조림지 조성 계획을 하는 등 해외 조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종이와 종이문화에 대한 모든 것올 집대성하는 한솔종이박물관을 97년 10월 21일에 개관했다. 한솔의 모체 

사업장인 전주공장（現 PAPCO전주）에 위対한 이 박물관은 전체 약 300여 평의 면적에 수장고, 뮤지엄 숍, 박물관, 

전시실이 들어서고 따로 전통 한지 재현관이 부속건물로 마련되어 있다.

참고문헌

유붕노（兪臘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http://www.hansol.co.kr/march/korea/about/overview/achivement1.html, 1999.

http://www.hansol.co.kr/march/korea/about/overview/ci.html, 1999.

http://www.hansol.co.kr/march/korea/about/overview/history.htm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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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제지 (Paper Manufacturing)

L 인쇄 IL 은.對프로서k스 ： 丨 ‘ s 夭运 > 不尸於 父

추판 옥외광고 |

홍원제지 I 한국제지 I 한솙제지 । 무림제지 ।

田 i괴

［명칭】 무림제지

［설립일연도］ 1956년 7월

[전화] 02-512-3321 〜9
HlBaRim

[FAX] 02-511-4040
무習제지 신무렁제지 사령세지

연혁

1956. 7 청구제지주식회사 설립

1979. 9 대림펄프공업을 신무림제지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84. 7 세림제지주식회사 설립

1986. 12 제지연구소 설립

1990. 2 세림시스템주식회사 설립

1995. 2 세림제지, ISO 9002인증 획득

1995. 10 신무림제지, ISO 9002인증 획득

1997. 4 신무림제지, ISO 140이인증 획득

연구내용 

무림제지의 전신인 '청구제지주식회사'는 1956년 7월 26일 설립되어 1959년 9월 22일 초출에 성공하였다. 이는 

한국의 백상지 대량생산시대를 여는 순간이었다. 한국 현대 제지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청구제지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장망식 초지기를 이탈리아에서 제조, 수입하여 세계 제지산업 대열에 진입하였다.

청구제지는 가동 초기부터 일산 20톤을 생산하여 백상지 전문 생산업체로 군림했다. 백상지 대량생산체제를 연 

청구제지가 본격적인 시판을 시작한 때인 1960년은 국내외에서 정치적 • 경제적으로 혼돈의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 

데 국내 제지업계는 두 차례 대통령선거 특수란 호재가 생겨 종이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 

다.

한국제지 산업의 성장기인 1960년대를 맞아 청구제지 끙업주식회사는 회사명 을 '무림제지 공업주식회사'로 바꾸고 

전환기를 맞이했다. 무림제지는 국내 제지업계의 변화에 대처하여 용수 및 보일러 시설을 확장하고 리와인더와 슈 

퍼캘린더 등율 새롭게 도입했다. 이 시기에는 생산량의 증대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도피기 등을 설처함으로써 

아트지 생산의 길을 열어 한국 인쇄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1960년대에는 남한제지, 조폐공사, 

계성제지, 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신규업체가 속출하면서 경쟁이 犬!열해졌다. 제지산업에서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무림제지는 국내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진주의 신무림제지와 경북 현풍 소재의 세림제지 등율 설립하여 종합제 

지그룹으로 발돋움했다. 1979년 9월, 대림펄프공업에서 이름을 바꾼 신무림제지는 국민문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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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종이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던 시점에서 일산 150톤 규모의 국내 최대, 최신 생산시설을 갖춘 백상지 공장을 

완공하였다. 또한, 1984년 7월 설립된 세림제지는 삼성제지 현풍공장을 인수하여 라이너 생산시설을 백판지 전문 

생산시설로 전환시켰다. 무림그룹은 1986년 12월 제지 단일업종 매출액 1천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률 보였으며, 

1988년 무림제지를 비롯한 신무림제지, 세림제지 등 제지 3사는 사상 초유의 혹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세림 

제지 2호기 건설과 해외진출 무대인 미국에의 현지법인 설립 및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사 사옥을 마련하였다.

제2의 창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 온 무림그룹은 경영전반에 걸쳐 혁신을 기하는 한편, 국제적인 생산능 

력을 갖춘 세계적 종합제지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신무림제지의 초지 2호기 건설에 착 

공하여 1991년 10월 가동에 달어갔다. 이로써 신무림제지는 단일공장으로서 연간 1,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국 

제적인 제지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무림그룹은 인쇄용지 분야의 생산체계를 각 공장별로 특화함 

으로써 생산의 합리성을 기하여 세계적인 종합제지회사로 나아가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진주공장은 1993년 4월 

17일 인쇄용지 100만톤 생산기록을 달성했으며, 현풍공장 또한 그해 9월 백판지 생산 100만톤을 달성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http: //www.moorim.co.kr/MooRim.HomePage/korea/moorim/mframe2/html, 1999.

http://www.moorim.co.kr/MooRim.HomePage/korea/moorim/mframe3/htm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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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디자인 재료 (Design Material & Implement

I —이쇄 … I ［ 은H프로福스 ； I 제즈 l_ _J 디자인 재료 한글기邦화

: 춘판 | 옥워광고

알파색채 丨 신한화구 |

m 2⑶

@金戸耳必치设주)
ALPHA ART UATERSLS CO., LTD-

［명칭］ 알파색채

［설립자］ 전영탁（全永鐸）

［설립연도］ 伯62년 5월 17일

［전화］ 02-395-0088

［FAX］ 02-395-0077

연혁

1962

1973

1974

1974

1975

1976

1977

1978

1986

1988

알파 색채사 창립

국내 최초의 전문가용 포스터 칼라 '알파 No. 700'개발

국내 최초로 포스터 칼라와 수채화 회구（■具）를 싱가포르에 수출

수채화 자동화 기계 도입

알파 명의로 코킹콘 파운드 발명특허

청년작가상 제정, 수채화 회구 생산

최초로 일본 색지를 입하해 판매

영홍장학회 창설

일본에서 유화붓의 제조기술 도입

일본 구사가베 유화회사와 기술제휴

일본 다-나（Turner） 색채회사와 기술제휴

연혁 

알파색채는 우리나라 '포스터 칼라（Poster Colors）' 개발의 선구자로서 디자인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전영탁（全 

永鐸）에 의해 1962년 설립되었다. 그는 6 • 25 때 월남하여 생활하면서도 학창시절 취미를 가졌던 미술분야의 갖가 

지 재료 및 색채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 • 25 사변이 10여 년 지난 60년대 초 그는 우연히 잡지책을 통해 포 

스터 칼라'를 일본에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수채화 물감에 비하여 한번만 바르면 된다 

는 점에 신기함을 느껴 색채개발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포스터 칼라를 개발하게 된 동기였다. 전영 

탁은 이때부터 포스터 칼라를 개발하는 데 모든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

초창기 포스터 칼라의 개발은 순탄치 않았다. 해방 후 38선이 그어져 제조공장 대부분이 북한에 为우为게 되었 

고 곧이어 6 • 25사변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산업기반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 

야의 산업이란 60년대 들어와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불비한 주변의 여건을 물리처고 전영탁은 

색채개발의 적극적인 의욕 하나만으로 마침내 62년, 국내 최초의 미술재료 전문회사인 （주）알파색채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감을 개발하기 위해 2번의 기술자 모집광고를 신문에 크게 내었지만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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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②Bi

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는 처음 포스터 칼라 12색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중 노란색과 스카이 블루 그리고 

검은색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세 가지의 색은 안료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특히 나머지 색들은 조금씩 개 

선되어 나간 반면 검은색인 '아이보리 블랙（Ivory Black）'은 만드는 방법을 참고도서에 나온대로 수십 차례 배합 

을 시도하였으나 좀처럼 성사되지 않았다. 산도（酸度）가 맞지 않아 물감이 곧바로 굳어 묵（默）이 되어 버렸기 때 

문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안료와 회구（顔料及繪具）」라는 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아이보리 블랙은 

이름을 '아이보리'라고 했지 사실은 카본 뷸랙（Carbon 비ack）'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 물감 회사에서도 

아이보리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검뎅（그을음）'이라고 하는 나무를 태워서 얻는 '카본'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 곧바로 책에 나온 물성대로 카본을 사용하자 제대로 검은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 

다.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기술은 전무（全無）하고 미술재료가 완전히 외제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고유색조차 없었다. 알파색채는 핑크 등 한국적인 색채룔 먼저 만들었다. 이 당시 개발한 색 중에서 '스카이 블루 

（Sky Blue）'도 물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아주 만들기가 어려웠다. 전영탁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국 처음 

으로 12색 포스터 칼라 한 셋트를 개발해 냈다. 그 후에는 화가, 디자이너, 대학교수, 대학생 등 전문가들도 만족 

할 수 있는 물감을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였다.

1973년에 그 당시로는 처음 전문가용이라고 부른 '알파 No.700' 포스터 칼라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전문가용 포 

스터 칼라를 제작할 때는 무려 700회의 실험을 거쳤다. 전영탁은 이 포스터 칼라를 당시 가장 홭발한 활동을 벌이 

고 있던 한홍택 교수에게 권해 사용해 보도록 했다. 당시는 전문 디자이너들도 모두 외제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 

데, 전영탁이 개발한 포스터 칼라를 사용해 보고는 '약 70〜80% 정도는 만족한다고 결과를 알려 주었다. 또한 당 

시 한홍택 교수는 이 전문가용 포스터 칼라가 700번의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알파 No.7001 이라 

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당시 포스터 칼라 개발의 역사는 일본과 1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파색채는 奮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이 격차를 서서히 좁혀 나갔다. 특히 제3의 화구로 불리는 아크릴 칼라를 세계 6번째로 창안한 것 

둥은 이윤 축척에 앞서 자국의 기술항상 및 독창성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다 

른 면보다 포스터 칼라 부문에서 빨리 발전하게 된 것은 포스터 칼라의 원료인 안료생산이 약간 늦게 되어 서독, 

영국, 미국 등에서 안료를 수입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 우수한 안료를 쓰게 되었음으로써 비 

교적 우수한 포스터 칼라를 제조하게 되었다.

알파색채는 국내 최초의 전문가용 색채를 개발하는 한편 1974년 국내 최초로 포스터 칼라 및 수채화 화구를 싱 

가폴에 수출한 것을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의 해외기술 제휴 등 경영에 있어 창의성을 강조한 것 못지 않게 이익 

의 사회환원에 대해서도 남달리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한 예로 1975년 청년작가상을 제정하여 역량있는 작가 

로서 회화부문에는 서승원, 디자인부문에는 백금남 등 세 명을 발굴하여 양성시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미 

술관련분야에 장학금과 수많은 직 • 갑접적인 협찬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미술재료산업의 개척자 전영탁 회장」.『월간 디자인』216호어99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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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⑶

주요제품

1970년대 알파화학 코너.
'알파 터너' 물감.

수채화 물감 아티스트(Artists)'

아크릴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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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디자인 재료(Design Material &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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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茎판............11_ 옥왼흘고

알피샊채 । 신한화구 ।

ShinHan

［명칭］ 신한화구

［설립연도］ 1967년 6월 1일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6-24

신한 빌딩 주식회사 신한 화구（122-041）

［전화］ 02-357-2651 〜4, 353-7341 〜3

［FAX］ 02-357-7481, 355-4195

연혁

1967. 6. 1 '한일양행'으로 회사 창립/ Established Our Company, 미술재료 수입

1967. 6 일본 NCKER사와 기술 제휴- 포스터칼라

1968. 3 일본 HOLBEIN사와 기술 제휴- 오일칼라

1973 전문가용 오일칼라, 포스터 칼라, 수채그림물감 등을 제조

1975. 3 상호변경 '신한화구상人F 로

1976. 1 이젤, 화구박스 등의 전문가용 종합미술재료 제조

1977. 1 전문가용 한국화 채색 제조

1979. 7 국내 최초 대일본 그림물감 및 미술재료 처녀 수출 （포스터 칼라, 조각도, 목탄, 화구박스, 이젤）

1980 우수 포장 공모전 입상（한국디자인포장센타）

1982 '신한화구공업사' 로 상호 변경

1983 디자인용품 마카 제조

1984 전문가용 아크릴 칼라 제조

1985. 5 국내 최초 미주지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림물감 처녀 수출 （포스터칼라 및 대리점 설립 계약）

1989. 1 신한화구공업사에서 '（주）신한화구 법인으로 설립

1989. 4 한국공업규격（K • S）획득

1990. 1 전문디자인용 알콜타입 TWIN마카 개발 개조

1994. 8 국내 최초로 러시아에 수채화 물감수출

1996 미국 ACMI（미국 미술창작 재료연합） 인증 획득

고급 학생용 미술재료 브랜드 •샤미. 제조

국제 화구 무역 협회 회원사 (NATIONAL ART MATERIAL TREAD ASSOCIATION)

연구내용

미술용품 전문업체인 신한화구는 1967년 한일 양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미술용품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술용품을 제작하였다. 처음에는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였다. 1975년 신한화구상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색채물감 

을 비롯하여 이젤과 화구박스 등을 제조하면서 종합미술재료 회사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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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②遼

1979년 국내 최초로 일본에 그림물감과 미술재료를 수출하였다. 1983년 디자인 용품인 마카를 제조하였고, 이듬 

해에 전문가용 아크릴 칼라를 제조하였다. 1985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그림물감을 수출하였다. 1989년 （주）신 

한화구법인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에 국립 기술 품질원의 K.S등급 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학적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회화분야는 물론 디자인 분야에이르기까지 미술계여러분에게 최상품으로 인정받게 되 

었다. 1996년에는 톡히 ACMI（미국 미술 창작 재료 연합）마크를 획득함으로써 무독, 무해함과 품질의 우수성율 인 

정받아 세계각국에 우리의 상표로 수출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제 화구 무역 협회 회원사（National Art Material 

Tread Association）의 회원이다.

신한화구의 모든 칼라는 색채학을 기본으로 색상, 명도, 채도, 순도 등은 물론 색감을 과학적으로 조화시켜 완 

벽하게 제조하고 있으며 각종 화구류는 회화, 판화, 공예, 디자인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지 

역을 위시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입 대체 효과를 얻고 있다.

참고문헌

한복린. rShinHan Catalogue of Artists and Designers Materialsj. （주）신한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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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전문가웅 오일칼라 25색. 전문가용 포스터칼라 30색.

전문가용 아크릭칼라 19색. 전문가웅 한국화 채색접시 12색.

트윈마카 120색. 건축조경 모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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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쇠 ■ I 인.사크尸•人 처内 ' …，豆 図富卽副回—

춘판 -| 윽욋흐고—— 二

공병우 타자기 | 장봉선 장타이프사 |

田②区

［명칭］ 공병우타자기

［설립자 및 초대장］ 공병우（公柄寓）

［설립연도］ 1969년

연혁

1949. 11

1967

1968

1969

공병우식 고성능 한글타자기 발명

한글 텔레타이프 개발

한영겸용 타자기 개발

공병우타자기 연구소 개설

연구내용

공병우（公柄寓: 1906 〜95）는 안과의사이면서 한글기계화 운동가였다. 그의 고성능 한글타자기 개발은 한글문화 

와 한글 서체 디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광복 후「소아과학」이라는 일본 책을 

번역하던 중 고성능 한글타자기에 대한 착안울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 리원익, 송기주, 김준성 타자기를 참 

고로 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송기주와는 여러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송기주 타자기를 입수하여 3벌식 빨래 

줄 글씨를 고안하였다. 이 타자기는 쌍초를 이용하여 자음을 바른편에, 왼편에는 모음을, 왼편 끝에는 받침을 두었 

다. 속도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글자꼴은 예쁘진 못했다.

그가 타자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두 종류의 타자기가 있었는데, 리원익이 국내 최초로 발명해 1910년까지 사용 

했던 12글쇠 7열의 84글쇠식 타자기와 송기주가 1930년대에 모양을 개량해 개발한 42글쇠식 2단 쉬프트식, 즉 현 

재의 수동 영문 타자기와 비숫한 언더우드 포터블 타자기가 그것이다. 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속도가 늦고 세로쓰 

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병우는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임풍과 함께 '47년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9년 11월 

마침내 공병우식 고성능 한글타자기를 발명했다 타자기 설계도를 '50년 3월 미국의 언더우드（Underwood） 타자기 

회사에 보내 시작품 3대를 제작했는데（공병우박사와 당시 주미대사 장면, 언더우드 회사가 각각 1대쒁 가졌다）, 

성능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군원물자로 육해공군에 보급함으로써 한국군의 행정 기계화에 커다란 일조를 했다.

공병우 박사는 또 '67년과 '68년에 한글 텔레타이프와 한영 겸용 타자기도 개발하는데, '69년에는 공병우타자기 

연구소장에 취임해 맹인 점자타자기, 한영겸용타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한다. 그후 '81 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줄곧 

민주화 운동과 한글 기계화운동을 펴 서재필재단으로부터〈서재필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한글기계화가 늦는 것 

을 안타까워 하면서 교포사회의 컴퓨터와 타자기의 글자판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벌씩 자판으로 통일하고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만들어 보급했다. 그는 도미한 지 8년 만인 '89년에 귀국해서 옛 공안과 건물을 한국문화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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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한글운동본부로 활용하면서 한글기계화운동에 전념했다 .

그가 개발한 타자기에서 나온 글꼴이 글자가 빨래줄에 걸린 모양이라 하여 '빨래줄 글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글과학화에 가장 적합한 것이 세벌식이라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 다가올 컴퓨터를 통한 정보 

화 시대에 있어서의 발전방항을 예감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학들이 구조적으로 또는 과학적인 

면에 치중해 한글꼴을 연구함으로써 컴퓨터 보급과 함께 다양한 서체가 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1994년 1월 28일 아침 8시에 세종호텔에서 （사）국어순화추진회 주최로 한글전용에 대한 특강에서 공병우는 한 

글전용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내용

공병우.「민족보물 한글의 기계화를 위해서」.「월간 디자인」1983년 5월호.

박암종.「한글꼴 개발에 공헌한 공병우의 고성능 한글타자기」.「월간 디자인』1995년 9월.

장봉선.「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공병우、타자기」.「한글정보』1992년 9월.

한길.「공병우 박사 한글전용 특강」.「한글정보』199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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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타자기

［명칭】 장봉선 장타이프사 

［설립자］ 장봉선（張JR 仙）

［설립연도】 1945년

연혁

1945

1950

1953

1957

1971

장타이프사 설립

한국 최초의 벤톤활자 개발

공판타자기웅 벤톤자모 조각

장타이프사 서울로 이전

모리사와 한국대리점을 운영하여 사진식자기 보급

2벌식 장봉선 타자기 개발

한글 풀어쓰기에 기초한 풀어쓰기 타자기와 모아쓰기 타자기 개발

국내 최초로 수동 식자기 CHB 개발

연구내용

장타이프사는 1945년 장봉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글기계화 및 활자개발에 평생을 바쳐온 장봉선（張胤仙）은 우 

리나라 원도홭자 시대의 수많은 비사（秘史）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장봉선은 고종사촌인 정의진（丁義国） 선생으 

로부터 세계사, 위인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비롯해 한글 풀어쓰기 등을 개인 교습받았다. 이때 배운 풀어쓰 

기에 대한 교육은 평생 활자와 한글 기계화에 매진케하는 원천이 되었다.

1930년에는 그의 형이 먼저 가 있던 일본 아카시（明石）로 이주하였다. 광복이 되자 그는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한글 서체개발과 그가 하고 싶었던 풀어쓰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를 위해 한글을 찍어낼 수 있는 기 

계가 필요해지자 1945년 10월 도쿄에서 '장타이프사'를 설립하였다. 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활자개발1 기운이 고 

조되어 있었고 질좋은 인쇄기, 활자제조기, 사진식자기들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도 많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활자를 구하는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당시 최대의 홭자 및 인쇄관련 기계 제조회사인 일본타이프 

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장타이프사를 설립한 장봉선은 이원모 자체를 응용해 활자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도쿄5학 도서관 신문 

과에 비치된 동아일보（1944년 5월 17일자） 2페이지를 입수하여 인쇄된 한글 활자 700자를 5센티미터로 확대하여 

일본타이프사에서 1948년 10월까지 4호 크기의 벤톤자모 1,300자를 완성하였다. 바로 이 글자가 한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벤톤활자다. 이를 단식인쇄기와 공판타자기로〈청년시보（靑年時報）〉및 재일 한국기독교 기관지 

인〈복음신문（福昔新聞）〉발간에 사용하였으며 1948년부터 1950년 8월까지 한글 벽자（僻字:혼히 쓰이지 않는 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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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 1,000자 원도를 추가로 완성하여 6-25 동란시 이를 재일 미군 한글학교의 한글교재용 공판활자로 사용 

케 하였다.

또한 그는 문헌에 나타난 최지혁이 원도를 쓴 쯔끼지활자제조소（縮地活字製造所:최지혁 전태자모 및 박문국 납 

품 활자를 제조한 제조소예서 만든 성서체를 수소문하여 상태가 아주 양호한 4호 활자 2,300자를 1945년 10월 입 

수하였다. 이를 단식인쇄기에 장착하여 여기서 타자된 글자를 9포인트로 축소하여〈청년시보〉〈기독신보（基督新 

報）〉등을 발행하였다. 이를 1953년 9월 환도시에 서울로 가져와서 성서공회에 자모를 납품하였고 성서공회는 이 

활자를 1956년 개역성서（신구약 공동번역） 조판에 사용하였다. 1967년에는 새번역 성서에 글자의 중심축을 바꿔 

다시 사용하였다. 또한 19기년에는 성서의 사식조판을 위하여 성서공회의 주문에 의하여 성서체 본문과 고유명사 

용 성서그래픽체 원도를 1976년 제작하여 그 다음해인 1977년 공동번역 성서（외경을 포함）를 사식조판 하였다. 

1982년의 개역성서도 그가 참여하여 사식조판을 완료하였다. 이같이 사진식자기를 이용한 성서 개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1985년경에는 소형 공판타자기를 조판타자기로 개발해 미주, 남미, 캐나다 등의 재외교포 교회에서 대량 

보급하여 일의 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장봉선은 이같이 활자 및 서채 개발에 매진한 외에도 유년 시절 배운 한글 풀어쓰기에 기초한 풀어쓰기 타자기 

와 모아쓰기 타자기를 개발하였음은 물론 텔레타이프도 개발하였다. 처음에 개발한 풀어쓰기 타자기는 홭자만 만 

들어 끼워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을 배처하여 어렵지 않게 개발하였다. 모아쓰기 타자기에 있어서는 풀어쓰 

기 자판을 기본으로 하여 받침만 26개의 키 외에 별도로 두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자판은 3벌식이었다. 1953년 9월 

환도시에 일본 레밍톤에서 풀어쓰기와 모아쓰기 타자기를 각각 1대씩 제작하여 풀어쓰기는 체신부에 전신용으로 

납품하고 모아쓰기는 일반에게 보급하였다. 모아쓰기는 올림피아（이ympia）사 그리고 풀어쓰기는 레밍톤사에서 제 

작하였다.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귀국해 동란 중에 자판배열로는 특허를 냈다. 한편 텔레타이프는 한영 겸용으로 개발하 

였으며 모아쓰기로 개발한 신꼬（新興）사의 텔레타이프（6단위）를 제일은행 조홍은행에 납품하였고 상업은행에는 5 

단위 3단으로 하여 독일 로렌드（R이and）산의 한영 겸용으로 하여 보급하였다. 1956년 이후로 풀어쓰기와 모아쓰기 

를 같은 자판으로 통일한 후 이를 보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2벌식 타자기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1969년 정부 

에서 통일자판을 제정한 이후로는 사라져 버렸다.

일본은 1940년대에 다이니뽄（大日本）인쇄 및 돗판（凸版）인쇄 등에서 벤톤조각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 

고 그후 1945년 이후에는 이 기계들을 모방하여 쯔가미（津上）제작소와 후지꼬시（富土越）제작소에서 벤톤조각기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국정교과서에서 국내 최초로 이 기계를 들여 올 때 장봉선은 최 

현배 편수국장에게 그가 알고 있는 기계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일제 후지꼬시 벤톤 자모조각기（Benton Matrix 

Cutting Machine） 4대가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때 또한 국내 최초로 사진식자기（MC 2형） 3대가 도입되었는데 이 기계는 본체는 모리자와, 렌즈와 자판은 샤 

켄사 것이었으며 자판 원도는 장봉선이 제공한 것이다. 이는 1948년 이원모체와 1950년 10월 박경서의 한글 5호체 

를 자본（字本）으로해서 개발된 원도로서 장봉선이 샤켄（寫硏/Sha-Ken：사진식자연구소）사의 이시이 모키치（石井茂 

吉） 사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획이 가늘어서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박경서가 나중에 개발한 4호 활자는 주로 국정교과서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 자모를 전국으로 보급했던 심규택 

（沈奎澤）의 경편자모（輕片字母:나무에 새긴 음각 씨글자로 자모를 만들고 그 자모와 매트（mat）를 합한 틀로 주조 

한 홭자）를 장봉선이 입수하여 일본 타이프사에서 본자모로 재제작하여 공판타자기 활자에 이용하였다. 9pt 활자 

는 남양인쇄소의 남송학（南松鶴:전 국회의원）에 의해 개작되었는데 이를 장봉선이 일본타이프사에서 15X15（225） 

X10=2,250자의 집합자모（集合字母）로 만들어 1956년에 한국은행 등에 이용되면서 전국에 보급되었다. 이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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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자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글자를 개발하는 최정호를 만났다. 그래서 최정호에게 갖고 있던 글자개발 

의 노하우를 전해주었다.

장봉선은 1953년 9월 장타이프사를 서울로 이전한 후 1959년 11월부터 모리사와 한국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러 

다가 사진식자기의 국산화 지원조치에 힙입어 1970년 10월 CHB라는 이름의 사진식자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였 

다. 처음에는 5대를 제작하였는데 한글 글자 원도와 글자판을 100% 국산화하였으며 글자판 배열은 발명특허 제 

8기호률 획득하였다. 또한 글자판 저작권 제251, 제252. 제253호로 문공부에 등록하였다. 본체도 폭을 90cm에서 

80cm로 줄여 사용이 편리하게 하였고 특수합금재료를 써서 전체 중량을 대폭 감량하였다. 렌즈 또한 서을광학에 

서 100% 국산화시켰다. 당시 개발에는 제작 기술부장으로 조회철 그리고 도안부장으로 김화복이 참여하였다. 1971 

년에는 사진식자기가 국산화되자 장봉선이 취급하고 있던 모리자와 대리점을 해약하였다. 그 다음해인 1972년부터 

는 1969년부터 그가 개발해 한글 활자원도률 제공했던 료비（Ryobi）사의 한국대리점을 맡아 운영하였다.

그후 계속해서 HK 시리즈가 개발되었는데 한글 글자판은 장봉선이 제작한 CHB 글자판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계의 국산화로 인하여 외화절약과 식자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산사식기가 개발되면서 식자기 제 

작을 중단하게 되었다.

장봉선은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0년을 일본에 의해 서체문화 식민지로 전락해 있던 국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20여 종의 활자를 개발하고, 저렴한 사진식자자판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국산 사진식자기를 개발하는 등의 선 

구자의 역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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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장봉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사진식자기 CH-B형과 

사진 식자기 글자판.

한귤 녕조체 장4 원도 견본 )9位넌 장타이쓰시 잭자

제작 • 시판한〈장봉선 타자기〉. 올림피아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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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풀어쓰기에 관한 그의 견해가 실린〈한글정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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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田 2 ：3J ffi

버리깊은 나9

［명칭］ 뿌리깊은나무

［발행인】 한창기（韓影琪） 

［설립연도］ 1976년 3월

연혁

1976. 3.

1980. 7.

1984. 12.

문화교양지 '뿌리깊은나무 창간

뿌리깊은나무 폐간

한국지리지인 '한국의 발견 시리즈 발간 시작

여성교양지 '샘이깊은물' 창간

연구내용

「뿌리깊은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는 1937년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에서 태어났다. 순천중학교와 광주고등학 

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대를 1961년에 졸업하고 1968년부터 한국브리테니커 사장을 맡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10여년 후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석사학위 논문으로「한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내놓았다. 1976년 문화교양지「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아트디렉터제도를 도입하여 '이가솜从I' 

의 이상철씨로 하여금 에디토리얼 디자인 감각을「뿌리깊은나무」를 통해 구현하게 하였으며 참신한 레이아웃으로 

답보적인 편집 방향을 크게 탈피하였으나 이 잡지는 1980년에 폐간을 당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이름으로 문화 

상품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잎차그릇, 칠첩반상기, 한국의 발견, 판소리, 민중자서전 등으로 장안에 조용한 파문 

을 일으키며 화제를 낳았다.

「뿌리깊은나무」가 발간되기 전까지 국한문 혼용은 우리나라 잡지의 효시로 일컫는「소년」이후 70년 굳어온 전 

통이었다. 모든 대중 매체에 한글 전용이 예사가 된 지금에도 사람 이름만큼은 한자로 써야 격이 나는 줄로 아는 

터에 괄호 안에 한자 토를 다는 것까지 배제했다는 점에서「뿌리깊은나무」의 행위는 당시로는 매우 큰 변혁이자 

불경스런 짓이기도 했다.

「뿌리깊은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래픽 디자인 기능을 도입하고 아트디렉터를 두어 시각 표현을 지 

휘하게 한 인쇄 매챼이기도 했다. 또 사진의 비중을 높여서 '삽화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메시지를 담은 언 

어로 기능하게 했다.「뿌리깊은나무」의 성공은 '한글 시대'가 독서 인구로 성장했다는 분석을 넣으며 독서계에 한 

글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보는 잡지'의 시대를 열었다는 말을 돌었다. 그전까지의 잡지가 

읽히는 것이 전부였다면「뿌리깊은나무」는 읽히는 것에 더해서 보이는 기능이 강조하였다.

발행인이었던 한창기는 자신이 만드는 잡지의 시각적인 표현이 어떠해야 한다는 데 뚜렷한 기준을 가진 인물이 

었다. 그는 아트 디렉터나 디자이너 또는 사진가들과도 끝없이 논쟁을 벌였다. 그는 결코 편집실 안에서 명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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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들과 끝없이 논쟁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비록 스스로 선올 긋는 사람 

은 아니었으나 드물게 훌릉한 아트디렉터였다. 현대 한국잡지디자인의 본이 된 r뿌리깊은나무」의 시각적인 틀은 

그이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창기는 1밀리미터는커녕 그 절반의 오차도 그낭 보아 넘기지 못하 

고 바로 잡아야 속이 편한 사람이었다. 그같은 수학적인 엄격성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의 삐어난 미의식 

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 경우에 할 수 있을 것이다.「뿌리깊은나무」의 편집 

디자인은 그같은 정확성의 미학 위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잡지사는「뿌리깊은나무」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잡지 이전의 잡지들은 일본판이었다. 국한문 혼용에다 

세로쓰기였고 시각적 측면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76년 3월「뿌리깊은나무」의 출현은 

가히 혁명이었다. 한글 전용에 가로 쓰기를 채택했고 디자인 개념을 적극 끌어들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잡지는 활 

자조판의 영역에서 조금도 진전되거나 변화하지 않고 조잡한 레이아옷과 문선공의 조판운용방식에 맡겨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뿌리깊은나무」는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하고 과감히 아트디렉션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이너가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시각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콘트롤하게 한 것이다.

r뿌리깊은나무」가 이상철을 통하여 참신한 레이아웃으로 그 동안 계속되었던 답보적인 편집방함을 크게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트디렉터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잡지가 아트디렉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내용'과 '모양' 양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잡지의 명성을 떨친 배경에는 디자인적 안목과 뛰어난 감각 

을 지닌 발행인이 뒤에서 호흡을 맞춰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뿌리깊은나무」가 한국 잡지편집디자인사에 분수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상철과 발행인인 한창기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는 안목을 가진 발행자와 편집디자이너의 차분하고 논리정연 

한 편집디자인이 잡지라는 인쇄매체를 통해 잘 조화되고 확산됨으로써 대중 속에 깊은 인식을 심게 된 것이다.

「뿌리깊은나무」는 당시 잡지계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문 사진작가를 동원하여 독특한 발상과 과감한 앵글로 

잡은 사진울 표지와 본문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진에 대해서는 철저한 크레디트（credit:사진의 출처）로 관리하여 

사진에 대한 판권（版權）을 새로이 인식시켰다. 또한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통일시킴 

은 물론 작업의 능률을 꾀했으며 본문율 비롯해 광고에까지도 한국적인 스타일의 타이포그래피의 활용（광고문안 

및 서체선정 등）을 적극 시도하였다. 그리고 표지에 우리 나라 최초로 훈민정음체를 제호로 사용하여 타잡지와 차 

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이 잡지도 본문 활자를 핫 타입（hot type）으로 하는 조판방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뿌리깊은나무」가 폐간된 후 4년만에「뿌리깊은나무」사에서는「샘이깊은물」을 창간했는데「뿌리깊은나무」의 이 

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용은 30대에서 40대의 여성 독자층을 겨냥하여 창간하였다. 이상철이 로고타입과 

레이아웃에 깊이 관여하였으며「뿌리깊은나무」와의 시각적인 연계를 통해 예전에 받았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 

다. 단색조의 표지, 그리고 본문에 있어서 뛰어난 원색화보, 주문 생산된 종이, 레이아웃의 통일성, 문장 속에 들 

어있는 순한글의 단어 등 기존 잡지와는 확연히 다른 체재를 만들어 냈다. 또한 본문 스타일의 일일이 다듬어진 

내지광고와 신문광고는 독자들에게 강한 시선을 끌었다. 이로 인하여「샘이깊은물」은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의 편 

집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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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뿌리깊은나무〉창간호.

〈뿌리깊은나무〉의 목차 펼침 퍼이지.

0dt椎3 \粗戈就。沿；；*

〈한국의 발견〉제但. 〈샘이깊은물〉창간호 표지.

〈샘이깊은물〉의 목차 부분.
〈민중자서전〉.

이름없는 촌로들의 엿말과 사투리를 그대로 옮겨 적 

고 주석을 달아 제작한〈민중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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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9 사■로사 人 제지 ， ‘ 八。户二 사그川，화

—噩国■!

제일광고네온사

口］ ②度 囤⑸⑥ 2 翌！이

頃

［명칭］ 주식회사 제일광고

［설립자 및 초대장］ 김석도

［설립연도］ 1958년 4丑 1일

［주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234너6

［전화］ 02）701-0123

［FAX］ 02）701-0127

연혁

1958 미화당 백화점 NEON SIGN（부산）

1958. 4. 1 제일네온 전광사 설립（부산）

1959 제일모직 NEON 아취탑（부산）

조광 와이셔츠 NEON 아치탑（부산）

1960 경남모직 광고탑（부산）

조선방직 NEON 광고탑（부산）

1961 제일모직 옥상 광고탑（대구）

조광 와이셔츠 NEON 광고탑（광주）

1962 제일은행, 조홍은행, 서울은행, 상업은행 돌출 SIGN

1963 제일모직 옥상 NEON SIGN（대구）

1964 극동 HOTEL SIGN BOARD(대구)

1964. 12. 11 동경 구로도（주）와 기술제휴（일본）

나고야 구로도（주）와 기술제菩（일본）

1965 칠성사이다 옥상 광고탑（부산）

진로소주 옥상 NEON탑（부산）

1966 0B맥주 옥상 NEON탑（부산

미원 옥상 광고탑（부산）

1966. 12. 7 최우수 기업상 수상（대한 여론조사 위원회）

1967 칠성 사이다 옥상 NEON탑（대구）

유한양행 옥상 NEON탑부산）

제일모직 옥상광고 NEON SIGN탑（제주）

1968 금성사 NEON탑（부산）

유공 옥상'NEON탑（부산）

1968. 4 서을 사무소 개설（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968. 12. 20 공장 신축（3층） - 부산

1969 펩시콜라 옥상 NEON 광고탑（서울）

오리엔트 시계 옥상 NEON 광고탑（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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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4.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7. 4.

1978

1979

1979. 7.

1980

1980. 3.

1981

관련산업 | 옥외광고 | 제일광고네온사 |

汨②i③⑷回⑹⑦哽闻

5 호텔, 백화점, 빌딩 TOTAL SOGN제작 시공 설치

제주 라이온스 서귀포 관광호텔 NEON SIGN제주

서울 로얄호텔 NEON SIGN（서울）

종근당 광화문 옥상 NEON 광고탑（서울）

칠성 사이다 옥상 BILLBOARD（부산）

해운대 관광호텔 옥상 NEON 광고탑（부산）

부산 국제공항 옥상 NEON SIGN（부산）

제주 국제공항 NEON SIGIW제주）

코오롱 옥상 BILLBOARD（서울）

김해 국제공항 옥상 NEON 및 실내외 TOTAL SIGN（부산）

김포 국제공항 옥상 NEON SIGNK서울）

서을 프라자호텔 옥상 NEON SIGN 및 실내외 TOTAL SIGN서울）

동양고속 카훼리호 선내 TOTAL SIGN（부산）

오리엔트 시계 옥상 BILLBOARD（서을）

그랜드 관광호텔 실내외 TOTAL SIGN（울산）

하얏트 호텔 옥상 NEOM SIGN 및 실내외 TOTAL SIGN（서율）

1 제일광고네온사 상호 개칭

조선 비치호텔 NEON SIGN（부산）

코오롱 호텔 NEON SIGN 및 실내외 TOTAL SIGN（경주）

뉴-설악 호텔 실내외 TOTAL SIGN（설악산）

호텔신라 옥상 NEON SIGN서올）

호텔롯데 실내외 TOTAL SIGN（부산）

서라벌 호텔 옥상 NEON SIGN 및 실내외 TOTAL SIGN（부산）

경주 도큐호텔 실내외 TOTAL SIGN（경주

경주 조선호텔 옥상 NEON SIGN（경주）

롯데1번가（ARCADE） TOTAL SIGN（서울）

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공장등록 제9-413호

남서올 호텔 TOTAL SIGN（서을）

롯데쇼핑, 롯데빌딩 돌출 NEON SIGN（서울）

롯데 관광식당가 벽면 전자시계 주물 데코레이션（서을）

3 본사를 서울로 이전 등록

그랜드호텔 옥상 NEON SIGN 및 실내외 TOTAL SIGN（제주）

교토 센츄리호텔 TOTAL SIGN（일본）

리버사이드호텔 옥상 및 TOTAL SIGN（서을）

코오롱 빌딩 옥상 SIGN（서울）

교보빌딩 종합 SIGN 및 훈민정음 벽 장식（서울）

영풍빌딩 TOTAL SIGNK서울）

교보문고, 교보 아케이드（종로 1번가） TOTAL SIGN（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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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국민은행 C. 1. P SIGN（서울）

한국 전자 전시회 일본 NEC관 장치공사（서울）

롯데 관광식당가 전광 아취탑（서울）

1982. 5. 1

한국 장기 신용은행 TOTAL SIGN（서울）

퍼시픽 호텔 TOTAL SIGN（서울）

화니 백화점 TOTAL SIGN（관주）

주식회사 무쯔미아 기술제휴（일본）

1983 이마빌딩 TOTAL SIGN（서울）

1984

삼성물산 에스에스패션 각 특약점 전면 SIGN（서울외 각 지방）

천마산 스키장 TOTAL SIGN（천마산）

서을 힐튼호텔 TOTAL SIGN（서올

피카디리 극장 TOTAL SIGN（서울）

영동 백화점 NEON SIGN 및 TOTAL SIGN서울）

한국 전자전시회 일본 NEC관 장大공사（서울）

신세계 백화점 NEON SIGN 및 TOTAL SIGN（서울 영등포점）

1985

동방 프라자 TOTAL SIGN（서울）

앰버서더호텔 사우나 TOTAL SIGN, 호텔 NEON SIGN（서율）

국제상사 빌딩 TOTAL SIGNK서울）

용평 스키장 리조트 호텔 TOTAL SIGN（용평）

한국 IBM CUBIC SY이BOL LOGO SIGN（서울）

럭키 드봉 전국대리점 SIGN（서울외 각 지방）

웬디스 햄버거 명동점, 伪태원점 TOTAL SIGIW서울）

（주）한양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SIGN

1986

오리엔트 시계공업（주） P. 0. P 광고물（서울외 각 지방）

웬디스 햄버거 오산점, 대한생명 TOTAL SIGN（서울, 오산）

대한생명 63 TOTAL SIGN（서올）

현대 백화점 옥상 NEON SIGN（서울）

대우 자동차 각 영업소 SIGN（서울외 각 지방）

에드비젼 수출（미국）

가든 백화점 TOTAL SIGN（광주）

1987

올림포스 NEON SIGN（인천）

웬디스 햄버거 종로, 압구정, 소공동, 신촌점, TOTAL SIGN서을）

대우 자동차 각 영업소 SIGN（서울）

코엑스 전시장 실내 SIG班서울）

롯데쇼핑 신관 옥상 NEON SIGN（서울）

신세계 백화점 실내 SIGN광주

기아산업 MAIN SIGN（서울）

동방 프라자 외부 SIGN（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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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I 옥외광고 I 제일광고네온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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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공항 TOTAL SIGN（네팔）

1987. 1. 1 주식회사 제일광고네온사로 법인 전환

1987. 3. 23 무역업（을류） 허가 등록

1988 미도파 백화점 실내 SIGN（서울）

현대 백화점 코엑스점, 압구정점 외부 SIGN서울）

서울 청량리 역사 TOTAL SIGN서올）

롯데월드 호텔（서울 잠실）

롯데월드 쇼핑몰（서울 잠실）

진로유통 외부 NEON SIGN（서울）

웬디스 햄버거 코엑스점 TOTAL SIGN（서올）

1989 호텔롯데 롯데월드 민속관 SIGIW서우

호텔롯데 롯데월드 테마파크 SIGN（서울）

호텔롯데 롯데월드 면세점 SIGIW서을）

서을 청량리 역사 NEON SIGN（서율）

웬디스 햄버거 광화문점, 삼풍점 TOTAL SIGN（서을）

한국 마사회 NEON SIGN（과천）

신세계 동방프라자 TOTAL SIGN（서을）

1990 동화 면세백화점 NEON SIGN, TOTAL SIGN（서울, 부산, 제주）

신세계 백화점, 동방프라자 실내 SIG班서을）

롯데 수퍼백화점 TOTAL SIGN（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TOTAL SIGN（서을）

호텔롯데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SIGNK서울）

1991 롯데 영등포 역사 외부 SIGN 설계용역, 내외부 SIGN

롯데 백화점 실내 SIGN서울

호텔롯데월드 실내 SIGN（서올）

대우 국민차 Cl SIGNK서울, 경기）

대우통신 이 SIGN（서올）

호텔롯데 실내 SIGN（서을）

신세계 백화점（서울）

제일증권 TOTAL SIGN서울）

해태마트 실내（서울）

1991. 4. 1 한국종합전시장 장처업체 회원

1991. 5. 31 건설업（의장꽁사업） 면허

1991. 12. 21 본사 신축사옥 준공（지하1충〜지상6층）

1992 그레이스 백화점 실내 SIGN（서울） 

한국 이동통신（주） Cl SIGN（전국） 

신세계 동방프라자 실내 SIGN（서울） 

크라운 베이커리 옥외 SIGN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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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실내 SIGN（서울）

롯데쇼핑 실내외 SIGN（서울）

롯데역사 실내외 SIGNK서을）

호텔롯데 실내외 SIGN서울）

제일증권 TOTAL SIGN（서울）

1993 부곡상호 신용금고 옥탑 SIGN（서울）

부곡상호 신용금고 실내외 SIGN（서울）

국제상사 시계탑 SIGN（양산）

세기 에어콘 전면 SIGN（전국）

롯데쇼핑 실내외 SIGN서울）

영동 신세계 백화점 실내외 SIGN서울）

1994 경방필 백화점 실내외 SIGN서울）

국제상사（프로스펙스）대리점 SIGN전국）

대한교육보험 옥외 SIGN（부산）

롯데 백화점（청량리점） 옥외 SIGN（서을）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 리뉴얼 SIGN서울）

1995 광주 신세계 백화점 실내외 SIGN（광주

제일증권 여의도 신사옥 옥상 NEON SIGN 및 TOTAL SIGN（서울）

쌍용투자증권 여의도 신사옥 옥탑 NEON SIGN

교보생명 전국 옥외 이 SIGN（전국）

삼성 어린이박물관 TOTAL SIGN（서울）

전자랜드 용산본점 실내외 TOTAL SIGhK서울）

대한보증보험지점 CI 변경 SIGN（전국）

아시아나항공 훈련원 실내외 SIGN（서울）

에버랜드 SIGN（용인）

국민생명 사옥 TOTAL SIGNK서울）

부곡상호 신용금고 본사 옥탑 및 실내 SIGN（서울）

신세계 E-MART 실내외 SIGN（부평）

신세계 백화점 본점 옥탑 NEON SIGN서울）

롯데 백화점 본관 리뉴얼 실내 SIGN서울

1996 롯데 백화점 실내 SIGN（서울, 잠실）

진로유통 옥외 NEON SIGN서울）

신세계 상해점 SIGNK상해

LG 백화점 실내 SIGN（부천）

농심사옥 실내외 SIGN（서울）

신세계 프라이스클럽 실내 SIGN（서울）

1997 호텔롯데부산 실내외 SIGN（부산）

SK텔레콤 전면 SIGN（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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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I 옥외광고 I 제일광고네온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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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오류점, 천안점, 부천점 옥외 SIGN

쌍용투자증권 둔산사옥 옥상 빌보드, 내외부 SIGN（대전）

신세계 프라이스클럽 실내외 SIGN（대구）

（주）보광 휘닉스파크（골프장） SIGN（평창）

신세계 E-MART 실내외 SIGN（부산）

아울렛 실내 SIGN（전국）

신세계 백화점 실내 SIGN（인천）

1997. 10 새로운 System 도입

1998 LG 백화점 실내외 TOTAL SIGN（구리）

프라이스클럽 실내외（대전）

한국 가스공사 옥외（김해）

롯데 마그넷 실내（서울. 강변）

LG 백화점 실외 SIGN（안산）

롯데 백화점 실내（영둥포）

연구내营

（주）제일광고사는 창립자인 김석도（金碩度）가 1958년 설립한 네온광고 전문회사이다. 김석도는 15세때 보았던 

제과회사 '모리나가（森永）'와 '메이지（明治）'의 움직이는 네온사인올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부산 

의 밤 거리에는 네온사인이 제법 있었다고 한다. 김석도는 오색찬란한 색채에 그만 매혹되어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주위에서 네온사인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권유가 있자 1958년 4월 1일 

'제일광고네온사'를 설립하였다. 창설 당시 디자이너 2명, 네온기술자 그리고 공사기술자 모두를 합해서 23영이 

한팀이 되어 창립하게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회사였다.

부산에서 네온사인으로만 시작했던 조그마한 '제일광고네온사'는 이제 네온사인 뿐만 아니라 전광사인, 빌보드, 

시계탑, 호텔, 백화점 등의 종합사인, 디스플레이, 각종 P.O.P물에 이르기까지 광고에 관한 것이라면 인쇄와 전파 

매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취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만국박람회에 자주 참가하면서 네온사인을 1916년 처음으로 수입 보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일제 

때 처음 등장하였고, 일본인들이 소형 네온사인을 제작해 다방 등 몇 군데에 설R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에는 네온사인 제작이 전혀 없다가 6 • 25롤 격고 난 50년대 중반부터 일제시대에 일본인으로부터 제작기술을 배웠 

던 사람들이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소규모 네온사인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라디오, IV가 보급되면서 급■히 

광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옥외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60년도이다. '65년부터 

는 옥외광고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스타일의 네온사인 광고도 나오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는 '69년부 

터 72년까지 급진전하다가 오일 쇼크 때문에 주춤하였다.

당시 네온을 취급하는 회사로는 '56년에 개업한 한국네온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당시의 사장이 네온사인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60년대 중반까지 운영하고 그 뒤로는 업종을 전환했다. 이 한국네온 외에도 제일광고보다 

앞서 개업한 네온사인업체들이 서올에 두 업체, 부산에 두 업체가 있었다. 그후 부산의 두 업체는 몇 년 못가 문 

을 닫았고, 서울의 두 업체도 에너지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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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⑶國闻⑹⑦闻⑼

네온사인의 수명은 보통 3천내지 1만시간 정도이며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 오히려 그 전력소모량도 적은 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네온의 역사를 보면 에너지 파동이 있을 때마다 회생되어 왔다. 즉, ‘73년 세 

계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제3차의 수난을 당하여 9년이라는 최장의 동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행히도 '86아시안게 

임과 '88올림픽 덕분에 어느 정도 네온사인은 숨통을 툴 수가 있었다.

김석도는 사업 초기에 한달 동안 일본에 네온사인 기술을 배우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작 네온사인의 원리가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온 방법과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네온사인에 대한 연 

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국내에서는 몰랐던 네온사인 제작기술을 배워 올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 

로 이 업계에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였다.

제일광고네온사는 사업 초기부터 부산 미화당(美和堂)백화점, 제일모직, 조선방직, 조광 와이셔츠, 제일은행, 조 

홍은행, 상업은행, 극동호텔, 칠성사이다, 진로소주, 0B맥주 미원 등 대기업의 일을 도맡아 했는데 대기업의 네온 

사인은 설対 때마다 세간에 화재가 되었다.

'59년 광복동에 세워진 제일모직의 회전 네온 아为탑은 양 두마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위로 둥근 털실 

모양이 회전하는 스타일을 선보여 화재를 모았다. 또한 지금처럼 대형 광고물이 많지 않았던 5, 60년대에는 건물 

옥상에 네온 광고탑 하나가 세워지면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었고, 광고주에게는 점등식이 큰 행사가 되었다. 심지 

어 60년대에 부산 조선방적의 네온 아为탑을 세우고 점등식을 가질 때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머플러를 하나 

씩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후 '69년에는 부산시청 앞에 오리엔트 시계의 회전 시계네온탑을 건물 옥상에 설처했고, 같은해 12월 24일에 

는 서을의 뉴코리아호텔 옥상에서 신진자동차의 네온탑을 점등시키는데, 점등식에 100여명의 귀빈이 참석하고 6개 

회사 사장단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 점둥시키는 등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기년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비 

제바노 제화점 건물 옥상에 설:치한 네온 광고탑은 광고탑의 높이가 18m나 되는 대형 광고탑이었는데, 그 당시 광 

화문을 지나던 육영수 여사가 그 광고탑을 보고 잘 만들었다면서 제작업채를 궁금해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네온사인의 기술이 채 성숙되기도 전에 국내의 네온사인 업계는 찬서리를 맞아야 했다. '60년 월동 전력 

대책으로 네온사인 소등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67년 전력사정 악화로 1년간, 또 다시 70년대 들어서서는 오일파동 

으로 네온사인은 반복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호텔이나 백화점 등의 실내사인에 관심을 돌리 

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와 같이 영업종목이 다양하게 변화된 동기가 되었다.

네온사인으로 시작해서 네온사인으로 성장한 제일광고는 70년대의 에너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온사 

인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내사인쪽으로 눈을 돌려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였다.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전력사정이 어 

려웠던 그 당시에는 호텔만이 네온사인을 설対할 수 있었는데, ‘76년에 서울 프라자호텔의 네온사인 설계 및 설为 

를 일본 크라우드(CLAUDE) 네온사가 맡게 되고, 실내사인은 일본의 다른 업체가 설계하게 되었다.

일본 크라우드사는 실내사인을 설계한 일본의 업체가 제작, 시공을 담당할 국내 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 소식을 둘은 김석도는 직접 찾아가 크라우드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면을 보고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업체는 제일광고 밖에 없다는 말로 단판을 지어 일을 수주하였다. 이 일을 통해 결국 재정적으로는 많은 

손해룔 보았지만 완벽하게 처리해 내 발주업체로 부터 확고한 신임을 얻어내었다.

당시 제일광고사는 일본 발주 업체가 설계를 통해 요구한 까다로운 제작요건들을 추족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들였다. 지금은 간단한 기법에 속하지만 부식된 동판을 구하기 위해 고물상을 뒤지고 그래도 안돼 땅속에 묻어 

꺼내기도 할 정도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 일을 완벽히 끝마쳤다. 그후 김회장 혼자의 힘만으로 서올 프라자 호텔 

의 실내사인 공사를 국내 초유의 수준으로 완성해 냄으로써 우리나라 사인 디자인의 수준을 몇단계 올려 놓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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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2⑶困回施⑦因②

제일광고사는 그후 명성과 신뢰를 얻어 소공동의 롯데호텔 실내 사인시스템도 작업하게 되었으며 이외 다른 건 

물의 실내와 종합 사인을 맡아 설치하는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일광고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관광 

지의 유명 호텔 광고물은 거의 다 제일광고의 손을 거쳤을 정도로 호텔일을 많이 했다. 이때부터 빌딩의 고급화, 

첨단화로 실내외 사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의 신축 건물의 실내외 사인공사도 많아지기 시작하 

였다. 근래들어서부터는 전국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매장의 사인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 옥외광고의 개척자 김석도」.「월간 디자인」219호어99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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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図困回⑹図囲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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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타이어, 미원 등 여러개의 광고가 합쳐진 네온 

광고탑. 1960년대.

1968년 금성사（부산역전）.

백화양조의 광고 네온사인.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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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자인 연표（1898〜1998）

1898

석판인쇄기 도입

주간〈협성회회보〉창간

최초의 일간지〈매일신문〉창간

휴버트 보스（Hubert Vos）, 고종 황제 초상화 그림

〈경성신문〉〈대한신보〉〈황성신문〉창간

독립협회, 종로에서 만민공동회 개최

서대문-청량리 사이 전차 부설 공사 착공

서울 전화교환시설 개통

1899

동경예대 최초의 졸업생 임숙재（任琦宰：1899〜1937） 출생

농상공부 인쇄소에서 국내 최초의 이화（李花）우표 시제품 인쇄 

농상공부 인쇄소 일본 조각공 우신（宇進盛）과 제판공 마쓰자키（松岐 

米藏） 초빙

〈독립신문〉•〈매일신문〉폐간

해인사, 팔만대장경4부인쇄（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각 도 사찰 보관） 

〈황성신문〉, 국내 최초의 전명광고 게재 

국내 최초로 인천-노량진 사이 경인철도 개통 

서대문- 청량리간 전차 궤도 완공 

조신（朝臣）의 복장을 서양식으로 개정 명함 

윤고려（尹髙麗••윤치호의 부인）, 국내 최초로 양장 착용 

대한민국, '국제（國制）' 반포

1900

목공예가 김진갑 출생（1900〜1972） 

하난사. 최초의 여성 학사 학위 취득 

국내 최초의 엽서 발행（1전 엽서） 

농상공부내 인쇄국 설치 

일본인에 의해 도산인쇄소 강천활판소 대화상회 인쇄부 등 설립 

영국 기사의 설계, 감독으로 덕수궁 석조전 기공 

최초로 파리 만국박람회 공식 참가 

최초로 가로등 가설（종로） 

최초로 경인간 시외전화 개통

1901

영자지〈선교희보〉창간（편집인 언더우드 부인）

농상공부 인쇄국 폐지하고 전환국내에 인쇄과 설치

전환국 인쇄과 지폐 견본품 인쇄

유두표, 한국상인 최초로 하와이로 건너감

홍도회（弘道會）, 국내 최초의 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설립

1902

허가주의를 채택한 출판법 공포로 출판물 허가

김은호 화백, 고종 황제 어진（御眞） 제작

손탁（Scntag）, 정동에 국내 최초의 본격 호텔 손탁호텔 건립

정부 직할 전환국 인쇄소 설립

서울 마포 서강에서 양지（洋紙）를 제작

1903

합자회사 한성공립은행설립（전신 한성은행, 43년 조흥은행으로 개칭） 

고종황제, 미국제 승용차 1대 구입

1904

인쇄과와 제지공장 남겨두고 전환국 페쇄

탁지부에 인쇄국 설치（전환국의 인쇄공장과 제지공장을 승계） 

헐버트의 <The Korea Mession Fidd> 창간

영국인 베델,〈대한매일신보〉및〈코리아 데일리 뉴스〉창간 

한• 일의정서 조인

1905

을사보호조약 체결（외교권, 통신권 박탈당함）

통감부 설치（초대 통감 伊藤博文） 

이용익,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학교 설립 

경부철도 개통

1906

천도교, 인쇄소 '보성人F와 출판사 '보성관' 설립 

일 • 한도서인쇄소 설립（조선인쇄의 전신） 

〈만세보〉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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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 신소설 血의 淚'〈만세보에 연재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공공도서관 대한도서관 설립

손병회, 천도교 세움

1907

최남선, 신문관 설립

주시경, 국어학 운동 전개

이인직. 신소설〈혈의 누〉간행

관립공업전습소（官立^傳習所） 설립

김규진. 소공동에 상업사진관 ‘天然堂寫眞館' 개설

한국 주재 일본인 인쇄업자들 경성인쇄업조합 설립

국내 최초 상설 영화관 단성사 설립（실제 영화상영 1918년부터）

헤이그 밀人卜（이준, 이상설）파견 사건 발생

고종황제 퇴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연호 隆熙'로 고침

정미 7조약으로 차관정치 시작 및 군대 해산

1908

한성（이왕직）미술품제작소 설립

창경궁에 황실박물관 설립

빅터사, 최초의 음반제작

최남선, 최초의 종합월간지〈소년〉창간

최초의 신극 이인직의〈은세계〉원각사에서 공연

주시경,〈국어문전음학〉발간

창경원 동물원 준공

신민 통치 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설립

경부선 완전개통

1909

인쇄이론서〈활판술〉이 용산인쇄국에서 간행됨

최초의 문고본인〈십전총서〉발간

이도영,〈대한민보〉에 국내 최초로 신문만평 게재

공업전습소 제1회 졸업식 거행

한국은행 설립

1910

국내 최초의 상설 영화관 경성고둥연예관' 개설

국내 최초의 광고대행사 "한성광고사' 탄생

동화약품의 부채표 국내 최초로 톡허국에 상표둥록

주시경,〈국어문법〉지음

탁지부 인쇄국, 조선총독부 인쇄국으로 바뀜

한•일합방조약

조선 총독부 설치

국호 '朝鮮'으로 개칭

1911

총독부, 인쇄국을 폐지하고 총독 관방 총무국에 인쇄소 설치

매일신보사에 국내 최초의 신문윤전기인 마리노니 윤전기 1대 설치

김진환（金晉桓）, 석판인쇄 전문 보진재인쇄소 창립

대한제국 최초의 박물관 건립（창경궁내 구 장서각）

황실용과 조선총독부용 영국제 리무진 각 1대씩 구입

경주 우편국원 석굴암 발견

1912

〈매일신보〉, 국내 최초로 프랑스 마리노니 윤전기 설치

조선인쇄주식회사, 국내 최초로 자동옵셋기 도입 설치

최남선,〈붉은 저고리〉창간

1913

최남선, 월간〈새별〉및〈아이들보이〉창간

김규진, 상업화랑인 고금서화관 설립

경성유치원 설립

1914

최남선〈청춘〉창간

〈청춘〉최초로 고회동의 서양화를 표지로 사용

조선호텔 준공 및 국내 최초로 엘레베이터（수직열차） 설치

1915

조선물산, 공진회（共進會） 개최

조선총독부 박물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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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화장품 관허 제1호 박가분（朴家粉） 생산

김규진, 서화연구회 창립

도쿄 유학생 이광수 둥 조선학회 설립

1916

공업 전습소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편

김관호 작 '夕暮' 동경미술학교 최우수 졸업작품으로 선정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정식 개교

이두용（李斗鎔）, 남대문로 1가에 '종로양복점 개점

여의도에 간이 비행장 건설

1917

평양의 김영선, 서울 인사동의 오경선 씨 사진관 운영

신문학 최초의 단편문학집〈共進會短篇小說〉발행

이광수, 무정〉을〈매일신보〉에 연재（1.1 〜6.14）

1918

경성부, 최초로 휘장（심볼마크） 제정

고회동, 조선서화협회 창립

박승필, 단성사 인수 후 상설 영화관으로 개관

1919

국내 최초의 제지공장 일본 오지（王子）제지 신의주 공장 설립

보성사 인쇄소에서 3.1 독립선언문 인쇄

고스기（小杉謹八）, 조선인쇄주식회사 설립

최초의 현대소설 이광수의〈무정〉발간

한국인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투（仇闘）' 상영（10월 27일, 단성사）

조선미술회 창립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수립

1920

야나기 무네요시의 글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 소개

조만식（曹晩植） 둥 70여명,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개최

〈조선일보〉창간（3월 6일）,〈동아일보〉창간（4월 1일）

한국인 경영 인쇄소로는 최초의 주식회사 대동인쇄주식회사 창립 

국내 최초 사진제판 시설이 도입됨

일본의 문화정책표방

1922

총독부,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조선민족미술관 조선시대 도자기 전람회 개최

〈조선일보〉신활자 주조로 신문활자 개선

덴츠 조선지국,〈日刊電報通信〉발행（경성）

김동성, 국내 최초의 현상만화모집 공고

문목규, 일본 유학생 중 최초 박사학위（농학） 취득

조선물산장려운동 전개

토월회（土月會） 창립

1923

조선서적주식회사 창립（총독부의 각종 출판 제조 판매권 독점）

민립대학（民立大學）운동 전개

연회전문학교 설립

고려미술회 창립

최초의 창작시집 김억의〈해파리의 노래〉간행

국내 최초의 다방 후다미（二見），개점

1924

조선일보 최초로 신문 조석간제 실시

경복궁 내 집경당 조선민족미술관 설립

경성제대（京城帝大） 개강

1925

조선일보 국내 최초로 채색윤전인쇄기 도입 및 인쇄

조선일보 국내 최초로 신문강연회 개최

김복진 • 안석주, 조선만화가구락부 결성

김봉룡 • 전성규, 파리만국박람회에서 나전칠기로 은상과 동상 수상

김복진, 제4희 선전에서 3둥 입상（조각부）

보진재, 최초로 석판인쇄기로〈유년찬송가〉인쇄

종로 기독교 청년학관에 미술과 설치

1926

최남선（崔南善）, 신문학 최초의 창작시조집〈백팔번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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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내 최초로 현상도안광고상 제정

한용운（韓龍雲）의〈님의 침묵〉회동서관에서 발행

나운규（羅雲奎） 각본 • 주연 • 감독의 '아리 랑' 상영

경성사진사협회 창립

1927

동아일보사 광고도안현상선 발대 회 개 최

배운성, 목판화 '자화상' 파리 살롱 도톤느 입선

경성인쇄직공조합 결성

1928

임숙재,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동아일보〉, 본문활자 공모（당선:이원모）

조선박람회 개최（경복궁）

정해창, 최초의 예술사진전람회 개최

한글날 제정（10월 9일）

〈조선일보〉, 최초의 신춘현상 문예작품 입선작품 발표

임숙재. 동아일보에 공예와 도안 게재（8.16〜17）

홍명회, 조선일보에 '임꺽정' 연재（삽화 안석주）

1929

최승회（崔承喜），제1회 무용발표희（경성공회당）

광주학생 운동

동아일보 자체공모

1930

고유섭, 경성제국대 철학과 졸업（미학과 미술사 전공）

신문제목에 고딕활자 쓰임

국내 최초의 백화점 미쓰코시 경성지점 개점

1931

이병현, 일본미술학교 도안과 입학

이순석,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한국인으로 두번째 졸업

이순석, 국내 최초 개인공예전 제1회 공예도안전 개최（동아일보사 강

당）

이상, 난해시 '烏瞰圖' 발표（8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 전개（34년까지 계속）

김인정, 최초의 민간 도서관 '인정도서관' 설립

1932

조선미술전람회 11회전부터 공예부 신설

조선일보 광고에 대한 일반 상식 해설 기사- 연재（14회）

이태식, 선만사진제판소（鮮滿寫眞製版所） 설립

원색분해법 도입

셔우드 헐（Sherwood HaH）. 국내 최로 씰 제작

영화잡지〈신흥영화〉창간

나운규 주연의 '임자없는 나룻배' 완성

1933

배운성（義雲成）,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목판화전 1둥상 수상

고유섭.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

동아일보사, 이원모 자본올 일본 보내 최초의 한글 명조체 할자 완성

한글맞춤법 통일안 발표

조선일보사, 한국 최초로 100만부 발행

1934

이병현, 일본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및 선전 13회 입선

김정환과 이병현, 최초의 목판화 소품전 개최

엘리자베스 키츠 '아기업은 여인. 씰 삽화 제작

1935

강창원, 동경미술학교 冯공과 및 연구과 졸업

강창원, 일본제국미술전람회 일본 총리대신상 수상

최신영（崔信榮）, '널뛰는 소녀' 크리스마스 씰 도안

심 훈, 동아일보에〈상록수〉연재（삽화 이상범）

1936

강창원, 선전 조선총독상 및 이왕가상 수상

최경자 동경 오차노미즈（御茶之水） 양장전문학교 졸업

배운성, 베를린 만국목판화전 명예상 수상

이순석, 화신백화점 광고 및 선전미술담당 과장으로 취업 조선서적（주） 국내 최초로 2색 옵셋인쇄기 도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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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키츠 '연 날리는 어린이 씰 삽화 제작

안익태, 애국가 작곡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1937

한홍택, 일본 도쿄도안전문학교 졸업

강창원, 일본 천황접견실 실내장식

최경자, 함흥 '銀座屋' 양장점 개설

최경자, 함흥양재학원 국내 최초로 설립

김기창（金基昶）, '팽이치는 소년' 크리스마스 씰 삽화 도안

조선일보사, 일본인 강사의 '광고강좌' 개설

조선상업미술협회 창립

배운성, 방소비 만국목판화전에서 명예상 수상

최현배,〈우리말 사전〉간행

박흥식（朴興植）, 화신백화점 건립

1938

동아일보사, 제1희 상업미술전시회 개최 및 광고도안 모집

강창원, 일본천황접견실 실내장식으로 공로상 수상

김기창, 제기차기 크리스마스 씰 삽화 도안

배운성, 목판화로 파리 르 살롱 입선

덕수궁 미술관 개관

전형필, 국내 최초의 사설박물관 •보화각' 설립

조선일보人卜, 부민관에서 제1회 영화제 개최

1939

한홍택 , 도쿄제국미술학교 희화연구과에서 회화전공

강창원, 선전 20년 공로상 수상

유영완（柳永完）. '그네 뛰는 처녀 크리스마스 씰 삽화 도안

동아일보사, 제2회 상업미술전시회 개최

총독부 미술관신축 완성

1940

한홍택, 유한양행 아트디렉터로 근무

엘리자베스 키츠 때때옷 입은 어린이' 씰 삽화 제작

동아일보사, 제3회 상업미술전시회 개최

〈조선일보〉〈동아일보〉폐간

고회동, 첫 개인전 개최

1941

잡지〈춘추〉창간

공출제도 실시

1942

공예가 유강열, 일본 제등（齊藤）공예연구소 입소

조선어학회 사건

1943

한홍택, 서양화 단체인 녹과회에 작품 출품

조선단식인쇄（주）, 국내 최초로 사진식자기 1대 도입

1944

공예가 유강열 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조선미술전람회 종회

북선화학제지 군산공장 제1호 초지기 가동

경성기공（기아산업 전신） 설립

1945

8.15 광복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조선미술건설본부 공예부 설치（위원 이순석）

〈조선일보〉〈동아일보〉복간 및〈서울신문〉창간

동아출판사 전신인 동아프린트사, 출판부 설립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창립

대한제지공업협회 창립（구 조선제지공업협회）

광복 후 최초의 담배 승리' 발매

장봉선, 첫 벤톤활자 만듬

미군불하 트럭, 지프 둥 재생조립

김익달, 학원사 창립

1946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전 조국광복전 개최（5월20일〜25일, 동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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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제2회 '산업포스터 및 팜프렛전 개최

조선공예가협회 창립（회장 김재석）

조선공예가협회 주최 제1회 조선공예미술전 개최

조선상업미술가협회 창립（회장 김중현）

조선미술동맹 창립（선전미술부 한홍택 공예부 김봉룡）

조선나전칠기공예조합 창립전（이사장 김우공）

이화여대 예림원에서 도안전공 설치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설치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1947

이순석, 장식도안 개인전 개최（현 신세계백화점）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제3, 4회전 개최

한글 가로쓰기 채택

1948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개칭

임석재, 광복 후 최초의 개인사진전 개최

안익태의 애국가를 국가로 채택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9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4부 공예부 설치）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저】7회 '산업건설포스터'전

이순석. 도안 개인전 개최（주최 생활미술연구회）

이순석. 대통령무궁화대훈장 디자인

이화여대 예림원 제1회 졸업생 배출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가 응용미술과로 개칭

공병우 박사, 고성능 한글타자기 개발

20본들이 담배포장 생산

1950

한국전쟁 발발

홍익대 초급대학 병설하여 미술과 개설

산업미술가 이병현 작고

한홍택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디자인

농지개혁

1951

이화여대 예술학부에 미술학부 설치

경상남도 도립 통영나전칠기 기술원 설립

부산에서 산미전 개최

대구에서 종군화가단 결성

：〈신미술지〉창간（대한미술교육회）

1952

홍익대 문학부 안에 미술과 개설

장봉선, 사진식자기 자판 고안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및 회원전 개최

학원사, 학생교양지〈학원〉창간

기아자전거,'삼천리'호생산

락회화학, 최초의 프라스틱 제품 생산

195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설치

한홍택 저】1희 개인전 개최（서울신문사 후원）

한국사진작가협의회 칼라사진 발표（정인성, 임응식）

제2회 국전 개최

제1차 화폐개혁

한국동란 휴전 성립

1954

제3회 국전 공예를 응용미술로 개칭

국내 최초의 TV수상기 수입

국내 최초의 민간 라디오 방송국 CBS 개국

사진식자체 국정교과서에 최초 사용

: 문교서적（주）, 한글 • 한문 혼용 사진식자기 국내 최초 도입 

정비석, 서울신문에〈자유부인〉연재（삽화 김영주） 

〈한국일보〉창간 및 해외만화 블론디 연재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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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작가 동인회 창립

삼화인쇄소 국내 최초의 원색동판인쇄 시작

이순석, 서울시문화상 공예부문 수상

최경자, 대한복식연우회 창립

제4회 국전 응용미술부를 공예부로 환원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개최

김성환,〈동아일보〉에 '고바우영감 게재

국내 최초의 조립자동차 시발자동차 생산

국내 최초의 치약 '럭키치야 생산

하동환자동차제작소 설립

1956

제1회 한국미협전에서 이순석, 백태호 출품

한홍택 국내 최초의 도안연구소 개설

국내 최초의 TV방송국 HLKZ-TV 개국

국내 최초의 TV 광고 등장

광복 후 최초의 미술잡지〈신미술〉창간

동아출판사 민간업체 최초로 벤톤자모조각기 도입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창립

태평양화학, 국내 최초의 모델을 이용한 신문광고 제작

1957

〈우리말 큰사전〉출간

한국공예시범연구소 개소

백태원, 국내 최초의 공예 개인전 개최

벨기에 만국박람회 출품 작품전（이순석, 김교만, 권순형 출품）

한국미술품연구소와 한국조형 문화연구소 설 립

동아출판사 국내 최초로 활자 개량 성공（최정호 서체）

최경자. 저n회 개인 의상 발표회 개최（반도호텔）

김영기（金永基）, 국내 최초의 인쇄기술 해외연수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저작권법 공포

1958

홍악대학교 미술학부내 공예과 신설（정원 80명）

홍익대학교, 제1회 전국남녀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개최

김교만, 권순형, NK디자인연구소 설립

김용중, 한국 PR연구소 및 광고회사 AD 코리아 설립

삼화인쇄, 원색분해 시작

한국판화협회 창립

한국만화가협회 창립

태평양화학 국내 최초 사외보〈화장계〉창간（표지모델 이빈화）

학원사, 국내 최초의〈세계백과사전〉（전6권） 간행

금성사（LG전자 전신） 설립

최초의 국산 필터담배인 '아리랑' 발매

1959

금성人卜 한국 최초의 라디오 A-501 생산

뉴욕 국제무역박람회에서 한국관 우수전시관 선정

유강열, 미국현대판화 100인전에 목판화 출품

한흥택 • 유강열, 홍익대학 공예과 교수로 부임

김한용, 국내 최초의 상업사진연구소 개설

진로, 국내 최초의 CM송 광고

한국일보사, 한국 광고작품상 개최

한국미술평론인회 창립

크라프트지 생산기계 도입 조인（UNKRA）

1960

미국인 노만 디 한". R De Hann）, 공업미술전 개최

한국공예시범연구소 폐소

유강렬 홍익미대 공예학과장으로 위촉（이후 16년간 재작）

금성사에서 최초로 선풍기 생산

조선일보사 국내 최초의 신문용 납작꼴 할자 개발

이해근, 개인부담으로 최초로 인쇄기술 해외 연수

동양맥주. 국내 최초의 사보〈OB뉴스〉창간

한국광고사, 국내 최초의 광고 전문지〈새 굉고〉창간

신흥제지, 크라프트지 생산

1961

국내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춘향전 개봉

국내 최초의 스타일화과 설립（국제복장학원）

한국응용미술가협회 결성（서울대 응용미술과 졸업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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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시, 최초의 국산전화기 생산

KBS-TV 및 MBC 문화 방송 개국

이시용, 서독서 사진제판법 연수

황창규, 국내 최초 광고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 취득

1962

경성정공이 기아자동차로 상호변경

기아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새나라자동차 설립

새나라자동차' 조립생산

민철홍, '아리랑' 담배 포장 디자인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광고사진 공모전 개최

금성사, 최초의 전자제품인 라디오 수출

마이클 오세먼（Micha신 O'Sammon）, 광고회사 임팩트 설립

성안기계공업사, 그라비아 인쇄기（1도 인쇄） 개발

신문협회 설립

1963

민철홍, 체신1호' 전화기 디자인

김효, 프로덕션 '애드세일（Ad Safl）* 설립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창설（회장:최경자）

박한유 국전 공예부 대통령상 수상

김환기 평론가협회 창립

한국잡지협회 설립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 가입

미국인 광고 대행업 개시（63〜65년）

국내 최초로 볼펜 자체 생산（모나미）

국내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 발매

동아방송①BS） 라디오 개국

KBS TV 광고 방송 개시

1964

조선일보사, '조일광고상' 제정（대상:이효일）

한홍택 문하생 작품전 개최

홍익대학 공예학부에 도안과 신설

서울대, 상업미술과 공예미술로 분리

유붕로 • 상무달 • 김원수, 국내 최초의 광고개론서 저술

해태제과 포장디자인실 개설

국내 최초의 차밍 스쿨 설립 및 스타일화전 개최（국제복장학원）

인성산업, 드럼 캔（Drum Can） 생산

성안기계공업人卜 그라비아 인쇄기（3도） 개발

동양방송（TBC） TV • 라디오 개국

한국 영화 컬러 시네마스코프로 발전

1965

한국선전미술협회 발족

한국공예가회（KCC） 결성（박대순외 11명）

서울대 부설 한국공예디자인기술연구소 설립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제15회 전시 및 최초의 전국공모전 개최

국내 최초의 한 • 미 • 일 합동 스타일화전 개춰

김동선, 광고회사 S/K 어소시에이츠 공동 설립

한국미술협회 창립전 개최

〈중앙일보〉창간 및 중앙광고대상' 제정

금성사, 최초의 국산 냉장고 생산

한국포장기술협회 창립

한 • 일협정 체결

월남 파병

아시아자동차 설립

신진자동차, 새나라자동차 인수

1966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개최（대통령상:강찬균）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설립（초대 이사장 박갑성. 소장 이순석）

한국상업미술가협회 5회전을 끝으로 해체

격월간 건축 • 문화잡지〈공간〉창간（발행인 김수근）

한국포장기술협회 창립,〈포장기술〉창간

〈중앙일보〉, 국내 최초로 향기나는 광고 게재

전성우 • 전영우. 간송미술관 설립

금성사, 최초로 공업의장실 설치

금성사, 국내 최초의 혹백 TV 생산

신진자동차, 코로나 승용차 생산

두산제관, 캔 맥주（three piece）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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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창립

1967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창립

제2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김길홍） 합동통신 광고기획실, 광고전문지〈합동광고〉창간

신동헌 • 신동우 형제 만화영화 '홍길동 제작 만보사, 광고대행사로 발족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 설립 MBC-TV 개국, KBS-TV 상업방송 폐지

동아공예대전 개최 일본 모리자와 사, 최정호 활자로 한글사진식자 글자판 제작

민철홍, 대한민국 국장 디자인 국내 최초로 신세계 백화점 크레디트 카드제 도입

하동환, 월남과 보루네오에 대형버스 첫 수출 한국일보사, 국내 최초의 스포츠 신문〈일간 스포츠〉창간

한국생산성본부, 국내 최초로 일제 '파콤222' 도입 펩시콜라, 국내 상륙

삼화인쇄（주）, 국내 최초의 롤랜드 4색 옵셋 인쇄기 도입

고려서적 및 삼화인쇄, 국내 최초의 컬러 스캐너 전자색분해기 도입 1970

ABC연구회 발족 제5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김철수）

디자이너 233명 1차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등록

1968 （사）한국포장기술협회와 （사■）한국수출디자인센터, （재）한국수출품포

제3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권명광） 장센터로 통합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최（포스터 디자인:조영제, 민철홍） 〈계간 디자인〉제4호로 폐간

김종영, 제2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취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초대 이사장 이낙선）

국제광고협회 （IAA） 한국지부 창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70 한국포장대 전（Kas Design Pack） 개 최

한국상업사진가협회 결성 한국디자인포장센터,〈디자인 포장〉창간（발행인:이낙선, 편집인:정

광고대행사 애드코리아 설립 : 진화

한국만화가협회 결성 한국수출포장센터 , 수출포장지 디자인전 개 최

현대자동차. 코티나 양산 개시 제1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개최

국내 최초 패션 종합지〈의상〉지 창간 신문협희 광고협의회 발족

문화공보부 설치 삼성전자, TV공장 완공

코카콜라 국내 상륙 경부고속도로 완공

1969 1971

제4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부수언） 제6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신용태）

한국수출품포장센터 설립（1월 8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세계 공예 협가회에 정회원으로 가입

한국공예 디자인연 구소 2월에 한국디자인센터로 3월에 한국수출디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71 한국포장대전 개최 및 Korea-Pack 국제전시

인센터로 개칭 최초 개최

〈계간 디자인〉창간（편집인:이순석, 편집지도:유근준, 편집담당:정시 한국디자이너협의회（KDC） 창립（회장:박대순）

화） 한국광고연구협 의 회 （한국광고단체 연합회 의 전신） 창립

박정회 대통령,〈계간 디자인〉에 '美術輸보 이란 용어 사용 저】1회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개최

제1회 한국포장콘테스트전 개최 제1회 전국디자이너대회 개최

동아미술제 최초 공모전 개최 학원시, 국내 최초로 서적용 옵셋 윤전기 도입（BB 타입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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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선, 최초 국산 사진식자기와 글자판 만듬

상무달, 국내 최초로 광고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한국자동기 진공포장기계 국내 최초 개발

유한 킴벌리 여성생리대 최초 생산

새마을운동 시작

1972

제7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이 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ICOGRADA 가입

제1회 국제관광포스터전 덕수궁미술관에서 개최

홍익대, 제1회 한 • 일대학 디자인미술교류전 개최

태평양화학, 최초의 캠페인 광고 Top Color 72* 시작

서울대, 응미과 내에 시각 • 공예 • 공업디자인 전공 개설

중앙대 학교에서 서 라벌예술대 학 인수

디자이너 등록실시（상공부 고시 제8287호）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창립（회장:김교만）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 창립 （회장:민철홍）

전국대학생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국포장기술연구소 발족（소장: 김영호）

Tetra-Pack 등장（남양유업）

고우영,〈일간스포츠〉에 장편만화영화 임꺽정' 연재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경' 파리에서 발견

〈광고사전〉발행

1973

저】8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박인숙）

장성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제3대 이사장 취임

1974

저】9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고을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Tokyo-Pack 참관단 17명 최초 파견

광고대행사 연합광고 창립

한독약품, 캄비손연고 CF에 부분모델 최초 사용

토리노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 포니와 포니쿠페 승용차 출품

기아, 브리사 생산

국립극장 개장

서울 지하철 제1호선 개통

1975

제10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김순성）

합동광고와 만보사 합병하여 광고대행사 오리콤 설립

해태포장디자이너협회 창립 및 디자이너 13인전 개최

광복 30주년 기념 한국현대공예대전 개최

한광수, '그래피스 포스터 75•에 한국화장품 포스터 작품 수록

박재진, 기업디자인연구소（8DI） 설립

배만실, 국내 최초로 미술학계 박사학위（문학박사） 취득

국립 민속박물관 개관

1976

제11회 상공미전 개최（대통령상:홍성수）

제5대 김회덕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사장 취임

조영제, 데코마스전 개최

해태 그래픽디자이너 13인전

서울카피라이터즈 클럽（SOC）창립

김지철의 한국인삼 및 인삼차 포장 Creativity 76’（일본） 입상

현대자동차 '포니' 생산（자가용 대중화 시대를 염）

양정모 광복 후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기아, 아시아자동차 인수

■ 1977

12회부터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으로 개

칭

제12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민병혜）

한국디자인포장센터,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 정회원에 가 월간〈디자인〉창간 

입

제1회 관광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한국공예가협회 （KSD） 창립（초대회장 강찬균）

광고대행사 제일기획 설립

박재진, 국내 최초로 서린호텔 CI 편람 제작

민철홍, 대한민국 훈장 디자인

포항제철, 통조림용 강관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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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 문자의 세계'전 개최

김교만, 제42회 국제사격 선수권대회 심볼디자인

한태원, 클리오상 입선

최영수, 제11회 국제관광포스터전에서 1등상 수상

디자인포장진흥법 제정（법률 제3070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최초로 ICOGRADA 총회 참가（스위스 취리히）

금성사 디자인연구소 발족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격월간〈꾸밈〉창간（토탈디자인사）

박대순,〈디자인 용어사전〉발간（미진사）

한국사진식자협회 창립

하동 환자동차, 동아자동차로 상호 변경

1978

제13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박성우）

디자인, 포장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011호）공포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창립

제1회 한국 공업디자인상 공모전（KSID주최）

세계 아동의 해' 상징포스터 • 캘린더 국제전서 김영기, 권명광 입상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산업미술 30년전 개최

〈타임〉지 표지화전（미국 문화원） 개최

백남준, '비디오 가든' 발표

세종문화회관 개관

신용카드 최초 등장

1979

제14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정국현）

한국종합전시장（KOEX） 개장

영국• 독일•이탈리아산업디자인전 개최

제1회 BIM 트리엔날레 실시（월간 디자인人｝）

한국 이미지전 개최

장호익, ICSID주최 제1회 세계디자인 학생 콘테스트 2등상 수상

한국일보사, 국내 최초로 한글 전산식자 시스템 HK-7910 개발

태평양화학, 세계 유일의 화장품 박물관 개관

대통령 시해 사건 발발

1980

제15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이영제）

제1회 민속공예학술회의 개최

한국디자인학회 1차 연구발표

한국사진식자개 발상사 • 한국기 계연구소 HK-1 사진식자기 개발

KSID, 제1회 하계대학 실시

김교만 일러스트레이션전 '한국의 가라 발간

이종배, 국내 최초로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한독약품）

컬러 TV 방영 시작

광주민주화항쟁

언론 통폐합

1981

제16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김학성）

弘차 IOC 총회（바덴바덴）, '88올림픽 개최지 서울로 결정

가메꾸라 유사꾸 내한 강연（주제:일본 그래픽디자인의 과거 • 현재 •

미래

디자인사, 영국 포스터전 전국순회전 개최（후원 영국문화원）

한 • 일 디자인 세미나 개최 （한국 현대디자인학회 주최）

정연종, '한국의 미' 포스터전 개최

기아자동차, 봉고 승합차 생산

동아일보 본문에 최정순 활자 쓰임

한국방송광고공사 창립

월간〈광고정보〉창간

이범천, 큐닉스 컴퓨터사 설립

해외여행 자유화

신진자동차, （주）거화로 상호변경

1982

제17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변상태 • 강병길）

KSID창립 10주년 기념전 개최

일간지 8쪽 신문에서 12쪽 신문으로 증면 단행

코그다, 제1회 대학생 세미나 개최

삼화인쇄 민간업체 최초로 전산사식 시스템 도입 

옥외광고협회 설립

야간 통행금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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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출범

전자오락 및 에어로빅 붐

1983

제18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이수봉）

산업디자인전 공업디자인 부문을 제품 및 환경디자인으로 변경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설립 및 공모전 개최

삼성 굿디자인전 개최

국제 아동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 수상（김교만, 안정언）

KBS 1TV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제작 방영（PD：방윤영）

88서울 올림픽 휘장디자인과 마스코트 디자인 확정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회 창립

IAA 세계광고회의 개최

큐닉스컴퓨터, 국내 최초의 한글워드 개발

한국일보 국한문 혼용 전산사식시스템 개발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프로축구 및 프로씨름 출범

중고생 교복 및 두발 자유화

지하철 2호선 개통

1984

제19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조벽호）

디자이너 등록제 실시 （KDPC）

한국 섬유 비엔날레전 개최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창립

%아시아 경기 및 88올림픽 포스터 제작

LA올림픽 포스터전 및 독일 그래픽전 개최

KSVD + JAGDA 전 개최

한국그라픽디자이너협회 （KOGDA） 창립 （회장: 권명광）

아시아 광고회의 개최

신문 15단짜기 쓰임

광양사, 국내 최초로 토탈스케너 시스템 도입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위성쇼

1985

제20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정용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GD마크제 도입

그래피 코리아 '85전（구동조 김상락, 나재오, 방재기 둥）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창립 전

한국컴 퓨터 그래 픽 스협 회 （KCGI） 창립

쿠텐베르그 인쇄자료전

88서울 장애자올림픽 마스코트 휘장제정

삼성전자 VTR 일본 G마크 획득

86아시아 경기대회 공식포스터 5종 제작

저】1회 한 • 일 디자인 세미나

서울신문사,〈스포츠 서울〉창간

동아자동차, 거화 인수

1986

제21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김철호 • 심재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한 • 미 금속공예 워크샵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

'88 서울올림픽 안내픽토그램 완성

월간〈종합디자인〉창간 10주년 및 100호 발간

제1회 세계 그림책 원화전 개최（워커힐 미술관）

광고대행사협회 설립

석공예가 이순석 사망

쌍용이 동아자동차 인수

1987

제22희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지해천 • 이석준, 공중용 정보기

기 시스템）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개최

제1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미협주관으로 개최

제1회 한국광고대회 개최

KSID〈인더스트리얼 디자인 80/86> 발간

김철 호 금성 사디자인종합연구소 신임소장에 선임

핀란드의 도예가 박석우전 개최

디자인하우스, 영국 현대그래픽디자인전 개최（영국문화원 후원）

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 집〉창간

전 이대 교수 김재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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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률 조사 실시

1988 공산권 국가에 광고진출

제23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오국영 • 권혁방）

서울올림픽 개최（9월） 1991

디자인하우스사, 미국，베스트 일러스트' 원화전 및 워크숍 개최 제26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김경균 • 김창식）

디자인하우스사, 월간〈공예〉창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

〈디자인 저널〉창간 한국산업 디 자인포장개 발원 （KIDP） 발족

〈산업디자인〉지 100호 발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겨레신문〉전면 가로쓰기 실시 렌도 어소시에이츠 한국 진출

국제그림동화 원화전（롯데미술관） 지방 도시 최초로 부천시 CI 완성

박대순, 국내 최초의 디자인학 박사학위 취득（한양대） 한국일보 조 • 석간제 실시（93년 12월 석간 페지）

한국PR 협회 설립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국광고주협회 설립

국내 최초의 편의점 세븐 일레븐' 개점 1992

5공 청문회 제27회 산업디자인전 개최（신승모 • 이한성, 서비스 키친）

그린디자인 영상디자인의 시대 개막

1989 중앙일보、조선일보 CTS신문 시험판 발행

제24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강성철 • 강윤성） 일러스트 북〈윌리를 찾아라〉발매

한국시 각디자인단체총연합회 결성 이면우〈W이론을 만들자〉출간

KBS 표준색표집 제작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연구개발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월간〈코스마（COSMA）〉창간 한국마켓리서치협회 설립

이원복,〈만화세계人｝〉발간 금성사. 유럽 디자인센터 준공

롯데 월드 케릭터 표절 시비 대통령선거에 전파매체 최초 사용

독일 바우하우스전（영국문화원 • 디자인 하우스 주최） 개최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금성국제디 자인공모전 개 최 김영삼 대통령 당선

큐닉스컴퓨터, 국내 최초의 CD롬 타이틀〈성경라이브러리〉출시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한국 ABC협회 발족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

한국광고학회 설립

문화부 설치 1993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제28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심규숭 • 윤창수）

*93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1990 한국산업디자이너 협회, KAID 창립

제25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이순인 • 유선일） 상공자원부 디자인의 날 제정

디자인포장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디자인대회 KAID, 한국산업디자인 포름 灾전 개최

제1회 코그다 편집디자인세미나（용평 리조트） 디자이너가 만든 영화 '그대안의 블루' 상영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600년전 개최 퍼니디자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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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역사 KSVD 해체

X세대' 용어 유행

서울아트디 렉터즈클럽 창립

임권택 감독〈서편제〉영화가 강타

1994

제29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전영제 • 홍선영）

MBC, KBS에서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영

주식회사 한샘, 서울 디자인 박물관 개관

저】1회 대한민국광고대상 개최

제1회 서울리빙디자인 페어 개최

디자인하우스사, 제1회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개최

대우전자의 '탱크주의와 세계경영' 전략 선포

한국디자인학회 재창립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VIDAK） 창립

한국영상디자인 발전의 디딤돌이 된 영화 '구미호' 제작

제1희 세계 로고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548돌 한글날 기념특별전시회

서울 천년 타임캡슐 남산 매설

한홍택 선생 사망

1995

제30희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은정식 • 권진）

한국디자인법인단체 총연합회 창립

제1회 서울국제만화박람회 （SICAF） 개최

제1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디자인공모전 개최

제1회 광주 비엔날레 개최

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개원

〈중앙일보〉전면 가로쓰기 실시

세벌식 타자기 개발자 공병우 박사 사망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준공

포스코 센타 준공

삼풍백화점 붕괴

지자제 전면 실시

1996

제31회 산업디자인전 개최（대통령상:이우찬 • 이영록, 휴먼 디자인） 

통상산업부내 산업디자인과 설치（초대 과장:이일규）

비닥, 제1회 세계그래픽디자이너의 날 기념식 개최

*96 제35차 세계광고대회 개최

VIDAK/TDC 서울전 개최（9월 10일〜24일, 포스코 센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정

중앙일보 • 및 조선일보 신문 섹션화

국내 최초의 웹진〈스키조〉탄생

현대자동차, 스포츠카 '티뷰론' 출시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1997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개원（원장:노장우）

한국 200이년 ICSID 개최 확정

한국 2000년 ICOGRADA 개최 확정

안상수 교수 이코그라다 부회장 피선

통상산업부 제1차 산업디자인 공기반 프로젝트 공모 • 확정

〈포장세계〉폐간

삼성항공, 국내 최초 디지탈 카메라 '케녹스 출시

대우자동차 '레간자' 발표

박찬호 메이져 리그 돌풍

IMF 구제 금융 요청

김대중 대통령 당선, 국민의 정부 출범

1998년

국내 최초의 사이버 맨 '아담 탄생

김대중 대통령 디자이너 날 선포식 참석

김진평 전 서울여대 교수 사망

김교만 전 서울대 명예 교수 사망

김주영 삽화가 사망

산업자원부 제2차 산업디자인 공기반 프로젝트 공모 • 확정

박세리 세계 골프계 돌풍

국민의 정부, 제2의 건국 선언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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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제5장 건의사항

제1절 자료협조 상황

자료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기업체 들이 IMFF로 인하여 도산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디자인을 담당하던 부서 

가 없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이 본 연구 기간중 가장 극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 자료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을 더했다.

그럼으로 아직까지 보완해야할 내용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추후 보완작업이 과제 

로 남아있다.

2절 추후과제

본 연구의 추후 과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연구를 매듭짓는 일이다.

진정 연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간에 집착하지 말고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연구가 가 

능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족한 예산, 부족한 연구인력, 자료 연구의 비협조성 등 어려운 여 

건하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는 무모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위해 산업디자인진흥원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웹사이트로 자료를 완벽하게 구축해 내는 일이 추후 실행해 

야할 과제중 하나이다.

제3절 건의사항

보고서 제작의 경우도 본 연구에 있어서만은 일정을 고집해서 발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 

확한 내용이 되었을 때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00페이지 가까운 책자 속에는 온갖 오자와 탈자 미미된 점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번 인쇄되 나오면 이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막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완벽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내는 것도 추후의 과제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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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1차 공문 양식

• 2차 공문 양식

•설문지

• 설문반영 안내문

• 참고문헌





동서울대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우)461•■기4 
대 표전 화 ： 0342-720-긴 14 팩스: 0342-751 니 094 

동 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문서번호］

산기연 제1호
【시행일자］

19 년 월 일

전화: 0342-753니855 팩스: 0342-7기니855

【발신】 동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담당】 한국디자인100년사 연구책임자 박암종 교수

［수전】
【참조】

［ 제목 ］ 한국 근 • 현대 디자인사 정리置 위한 자료협조 요청

우리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1880〜198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근 • 

현대 디자인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과 관련기관. 기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 이를 활용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다음을 참조 하시어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 요청자료: 약력과 주요작품, 사진을 포함한 책자 및 기타 자료

2. 우송처

(1) 주소: (우) 461-714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복정동 423번지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박암종

(2) 전화: (0342) 753-1855

팩스: (0342) 721-1855

3. 첨부 : “한국 디자인 사료 DB화에 관한 연구”의 개요

동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디자인100년사 연구책임자 박암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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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우)461-714 
대표전화:0342-720-기 丨4 팩스 :0342-751-1094 

동 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문서번호]

산기연 제2호
【시행일자】

19 년 월 일

전화: 0342-753 니855 팩스: 0342-721 니855

[ 발신 】 동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담당】 한국디자인100년사 연구책임자 박암종 교수

【수신】

[참죄

【제목 ] 한국 근 • 현대 디자인사 정리률 위한 자료협조 요청

우리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1880〜198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근 • 

현대 디자인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과 관련기관, 기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 이를 활용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다음을 참조 하시어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 요청자료: 연혁과 설립목적, 의의, 활동내용, 사진을 포함한 책자 및 기타 자료

2. 우송처

(1) 주소: (우) 461-714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복정동 423번지

동서 울대 학교 산업 기 술연구소 박암종

(2) 전화: (0342) 753-1855

팩스: (0342) 721-1855

3 첨부 : 한국 디자인 사료 DB화에 관한 연구”의 개요

동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디자인100년사 연구책임자 박암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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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包국 디자인 사료 DB화에 관한 연구'의 개요

머리글

우리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국의 근 • 현대 디자 

인사(1880〜 1980)를 연구 중입니다. 한국의 디자인 역사가 이미 100년을 넘어섰으며,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관련 대규 

모 국제행사가 잇달아 개최될 상황에서 우리 디자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 디자인계에 보여 

주어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중요 자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1. 연구의 필요성

1)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준비를 위해 한국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 

다. 2000년 ICOGRADA 서울대회와 20이년 ICSID 총회,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에는 디자인 

의 ^(Design power)o] 최대한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외국 디자이너들이 대거 몰려 올 

것이고, 그 경우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국 디자인의 뿌리는 무엇인가 또는 '한국 디자인의 역사는 어떻 

게 전개되어 왔는가 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 

리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연구일 것입니다

2) 개화기 이후의 디자인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우리의 디자인은 엄연히 지속되었습니다. 우 

리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디자인 행위 역시 꿋꿋히 계승 • 발전되 왔으나 이 시기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태동된 서구 디자인의 역사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 100년에 걸친 근 • 현대 디자인사를 복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찾아 

보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한 혼적들이 남아 있고 그들에 의해 광복 후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디자인의 역 

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해서는 안되며 부정할 수도 없기에 이 기간동안에 행해진 우리 디자 

인의 각종 결과물과 행위를 찾아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 더 이상 소중한 자료들의 보존을 미뤄 둘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디자인계의 큰 별인 이순석 선생 

을 비롯하여 한홍택, 신동우, 최연호, 한창기. 김교만, 김영주, 김용환 선생 등이 작고하셨는가 하면 아직도 지난 

사건들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미발굴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은 공공적 차 

원에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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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활용

1) 우리나라의 초창기 디자인 시대에 활동하신 원로들에 대한 기록을 올바르게 남기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 

한 작업이 늦추어져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디자인 자료들이 훼손되고 분실된다면 다시는 우리의 생생한 디자 

인 역사를 복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로들이 생존해 계실 때 정확한 제작년도와 제작의도를 비롯해 

각종 작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다 분명히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문헌마다 다르게 

표기된 관련사항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조사와 색인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아직 정리 • 연구되지 못한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디자인 역사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디자인이 발전해온 과정을 더듬어 보고 각 단계에서의 과제를 검토하여 이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정신적 근원을 파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디자인의 사료를 공공 DB화 하고자 합니다. 숨겨지고 홑어져 있는 소중한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들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의 역사와 그 전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제작하 

여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디자인 역사를 정확하고 소 

상하게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국 디자인 연구를 롱한 부대 효과

1) 국내 디자인 사료를 정리한 전용 인터넷 사이틀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공화 한다면 향후 디자인 박물관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박물관 설립에 앞서 

디자인 사료를 발굴 ♦ 조사 • 복원 • 색인화 등의 작업을 통해 디자인 박물관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올 것입니다. 또한 영상 다큐멘타리를 제작함으로써 완벽한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확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각 기업의 디자인 발전 역사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올 창출할 수 있올 것입니다. 한국 디자인의 역 

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외국인도 흥미있게 즐겨보는 매체로 자리잡는다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의 역사와 개 

발제품들을 소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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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 및 분야

1)연구범위

(1)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100년

(2) 이 100년간은 개화기에서 일본 압제기, 광복 후 동족상잔기 그리고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의 시기 

등 격동의 세월을 걸어 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디자인 혼적들을 꿰뚫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이 기간을 선정하였습니다.

2)연구분야

(1) 인물: 공예, 시각, 제품, 기타 분야(포장, 인테리어, 환경, 에니메이션, 사진, 무대, 의상, 재료, 인쇄) 

의 약 100명

(2) 기관: 진흥기관 교육기관, 협회, 학회,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약 50개 기관

(3) 기업체: 가전, 운송기기, 포장, 광고대행人｝, 인쇄소 등 약 50개 업체

(4) 기타: 전시회 및 공모전, 디자인 잡지 등 약 30개 사항

(5) 부록: 100년간의 디자인사 연표

3)개발내용 선정원칙

(1) 인물선정은 디자인 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역사성: 광복 전 출생하여 우리나라 디자인의 초창기의 개척하였고 

전문성 :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몸담아 그 사적 내용을 간직하고 있으며 

대표성: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올 엄선하였습니다.

(2) 현재 디자인계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활동 당시의 역할이 특별히 두드러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 사람은 추가해서 선정하였고 디자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그 분야의 초창기를 개척한 사람도 예 

외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기관선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진흥이나 교육에 큰 기여를 한 기관 및 학교들로 선정하였고, 디자인 사 

료 및 각 기업의 디자인 관련 제작물은 역사적 가치(최초 개발품, 당시 최신 성능, 시대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스타일)를 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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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한국디가신사연구

［우］461-7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산업디자인 공기반 프로젝트 한국 디자인 100년사 연구팀 • TEL：0342-753니 855 • FAX：0342-721 니855

수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발신 : 동서울대학 박암종 교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현재 산업자원부의 지원에 따라 한국디자인 18년사를 집대성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산 

업디자인 공공기반 프로젝트인 한국 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1880〜1980년대를 중심으로）'를 수햄 중에 있습 

니다 이 연구는 시각물울 비롯하여 제품 등의 제작물과 각종 디자인 관련 텍스트 자료를 집대성하는 연구로서 보다 충실한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정리된 연구 방향과 내용에 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잠시만 시간을 내 

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디자인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한국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 

이며, 월간（디자인〉을 발행하는 디자인 하우스 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한국 디자인사 

에 있어서 여러 분。의 인물과 단체 및 기관 가운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대상을 선정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꼼꼼히 검토 

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관심이 한국 디자인사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협조에 감 

사드립니다. 설문지는 3월 27일까지 회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책임자 박암종 올림 （인）

• 첨부: 설문지 1부（반송용 봉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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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률 위한 설문조사

1999. 3.

연구주제 :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1880〜1900년대를 중심으로）

주관기 관 :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책임자 : 박암종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위탁기관 : （주）디자인 하우스• 월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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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디가인사연구

설문에 대한 안내 말씀

•여기에 실린 설문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파악을 위한 객관식 위주의 설문조사와 두번째는 그 동안 본 

연구팀에서 정리 - 연구한 내용이 기록된 주관식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들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그만큼 보편 타당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경험과 지식이 많으신 

선생님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류라고 판단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여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 본 설문지는 원로 및 중견 디자이너를 비롯해 대학 정책기관, 기업체의 디자인 분야（시각, 제품, 공예, 패션 등 

디자인 전분야）에 관련되신 총 300분께 우송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 본인이나 단체가 이 연구대상으로 선정 되었을 경우에는 설문지를 받으신 본인이나 해당 기관의 담당자께서 

상세한 자료를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342）753니855 ・ FAX：（0342）721-1855 • e-mail：paj@haksan.dsc.ac.kr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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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2]
t 한국디가인사연구

［설문 口］

• 이 장에는 객관식 설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M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수 선택 가능)

U니 선생님께서는 한국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화기 •□1910 년 ・匚|1945년 ・匚］1950년 •기타( )

• □매우잘 되고있다 • □잘 되고있는편이다 • □그저그렇다 • □잘안 되고있다 • □ 전혀 되고있지 않다

n 3 만약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짧은 디자인 역사 •□자료부족 •□연구인력 부족

n 4 한국 디자인사 사료의 DB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一5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 디자인사 정립을 위한 학술 및 교육자료 - □한국 디자인의 전통 계승

• □한국 디자인의 철학 및 역사이해 • □디자인 제품개발에 활용 • □디자인 정책입안에 활용

U-6 선생님께서는 디자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로 관리하십니까?

•□문서 •□영상 •□스캔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기타( )

0 7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사 자료의 형식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진 또는인쇄물 ・口8롬 •□텍스트또는 도표 •□영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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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 서구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 중 어떤 강좌를 들어 보셨습니까?

• □서구 디자인사 - □한국 디자인사 • □들어 본 적 없다

n-9 서구와 한국 디자인사 중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

• □서구 디자인사 - □한국 디자인사 - □가르쳐 본 적 없다.

njo 대부분의 학과에 개설된 서양 디자인사 강좌와 같이 한국 디자인사 강좌자 필요하다고 생翌屮니也 

• □필요하다 •□필요없다

U-11 2000년대에 완공 예정인 디자인 박물관에 소개되어야 할 디자인 관련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5명 이내로 밝혀 주십시오

田 ⑶ 囚 園

u니2 디자인 박물관에 꼭 전시되어야 할 작품 또는 제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있으시면 입체나 평면에 관계없이 5개 이내로 밝혀 주십시오

EE.................................................................................................................................................

②................................................................................................................................................

圍..............................................................................................................................

固..............................................................................................................................

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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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디가신사연구

［설문因］

• 이 장은 한국 디자인 18년사를 정리하기 위한 연구대상 선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선정기준과 연구대상의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여러 디자인 관련 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인물 등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선정시 이미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만,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히니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연구 대상 선정시 적용한 4가지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고려할 사항이나 빠뜨린 사항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역사성 : 우리나라 초기 디자인계 개척에 기여하여 역사적 가치를 획득

2전문성 : 해당분야에서 1세대（30년） 이상 활동하여 차별화된 전문성 획득

a대표성 : 해당분야에서 남보다 두드러진 창조적 활동을 대표적으로 전개

&한국성 : 한국의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제작을 통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수정안］

0-2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100년간의 시대구분 입니다.

시기를 분류하는데 있어 디자인은 경제 • 사회 • 문화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으로 이를 
고려하였음은 물론 역사학자들의 여러 시대구분도 참고하였습니다 .

이 분류에 미흡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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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3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설문 1항의 기준에 입각해 선정한 연구대상입니다. 크게（1）기관（2）기업체 

（3）인물（4）기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정 대상의 우선 순위는 먼저 연도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연도 

불명시 중요도와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a-3-（1）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첫번째인 '기관 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홍기관 교육기관

① 조선총독부박물관（1915）

② 조선민족미술관（1924）

③ 한국공예시범연구쇠1乎）

④ 한국공예기술연구소（1965）

⑤ 한국디자인센터（1969）

⑥ 한국수출디자인센터（1969）

⑦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70）

⑧통상진흥국 디자인포잘과

⑨ 중소기업국 포장디자인과

⑩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991）

⑪ 통산산업부 산업디자인과（1997）

⑫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1997）

□
□
□
□
□
□
□
□
□
□
□
□

① 관립공업전습소（1907）

② 한성미술품제작소（1908）

③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1917）

④ 나전실업소（1927）

⑤ 태천칠공예소（1937）

⑥ 함흥양재학원（】938）

⑦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1945）

⑧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부（1946）

⑨ 흉익대 미술과（1950）

⑩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⑪ 국제복장학원（1961）

□
□
□
□
□
□
□
□

협회 및 학회 연구기관

① 대한산업미술가협회

②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③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④한국디자이너협회

⑤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⑥ 한국공예가협회

⑦ 동아공예가회

⑥ 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

⑨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⑩ 한국시각정보디자이너협회

⑪한국디자인학회

⑫ 한국실내디자인학회

⑬ 한국출판미술가협회

⑭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⑮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⑯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
□
□
□
□
□
□
□
□
□
□
□
□
□
□
□

① 한국조형문화연구소

② LG디자인연구소

③ 현대자동차디자인연구소

④삼성디자인연구소

⑤ 스페이스디자인연구소

⑥큐빅디자인연구소

⑦ 인타디자인연구소

언론기관

□ □
□
□
□
□
□

① 조선일보（1920년 3월 7일 창간）

② 동아일보（1920년 4월 1일 창간）

③ 한국일보（1954년 6월 9일 창간〉

④ 중앙일보（1965년 양월 22일 창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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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두번째인 '기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송기기 가전

① 현대자동차

② 대우자동차

③ 기아자동차

□ □
□

① LG 전자

② 대우전자

③ 삼성전자

□ □
□

포장 광고대행사

① 해태제과

② 롯데제과

③ 아모레 화장품

④ 삼양라면

⑤ 서울우유

⑥종근당

⑦농심라며

⑧ 럭키화학

⑨ 애경

□
□
□
□
□
□
□
□
□

① 애드코리아 

②세기광고

③ 합동통신사

④만보사

⑤ 제일기획

⑥ 연합광고

⑦ 오리콤

□ □
□
□
□
□
□

광고
쇄

 

- 

인

① 대우그룹

② 쌍용그룹

③ 선경그룹

④ 두산그룹

□ □
□
□

① 광인당인쇄공소
② 보진지

③ 평화당

④배제학당인쇄소

⑤ 시조，사

⑥ 국정교과서

⑦ 동아츨판사

⑥ 삼화인쇄

⑨ 광명인쇄

⑩국제보도인쇄

□
□
□
□
□
□
□
□
□
□

그래픽
⑪ 고려포스터 □

① 조흥은행

② 태평양화학

③ 0B맥주

④ 진로소주

⑤ 신세계백화점

⑥ 유한양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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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7]|t 한국디가인사션구

0-3-（3）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세번째인 '인물 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디자인

① 김재석 

② 이병현 

③한홍택 

④ 이근배 

⑤김효

⑥ 박선의

타이포그래피

① 최지혁
② 박경겨

③ 이원모

④ 최정호

⑤최정순

⑥ 장봉선

일러스트레이션

① 조병덕

② 김영주

③ 김교만

출판디자인

① 한창기

② 이상철

③ 정병규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
□
□
□
□

① 장윤호 

②신정필 

③ 선정근

에니메이션

①신동헌
②신동우

③ 한성학

④신능파

⑤ 엄도식

•

•

만화

① 이도영

② 김용환

③ 노수현 

④안석주 

⑤이주흥 

⑥김규택

□ □
□

표지 디자인（장정）

&三菲 一

②김용준

③ 김환기

④이상

⑤ 이승만

⑥ 정현웅

□ □
□
□
□
□

Ci 디자인
복식디자인

① 조영제

② 권명광

③ 박재진

□ □
□ 의상디자인

① 최경자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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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8]|
; 한국디가인사연구

a-3-o)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세번째인 '인물 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예 디자인

도자공예 인테리어디자인

공간디자인

① 황종구

② 원대정

③ 황종례

④권순형

□ □
□
□

① 손석진

② 조성열

③ 문신규

□ □
□

나전칠기공예

① 임숙제

②김진갑

③ 장기명

④ 김봉룡

⑤ 전성규

환경디자인

① 한도룡 □□ □
□
□
□

건축

금속공예

①김정섭

② 이학응

③ 김근수

④흥정실

① 박길룡

② 김중업 

③이광노

④ 이회태

⑤ 김수근

□ □
□
□
□

□ □
□
□

무대디자인

목공예

① 백태원

② 김성수

③ 박성삼

④ 임흥순

① 원우전 

② 김정환 

③김복진

④ 장종선

⑤ 최연호

□ □
□
□
□

건칠 및 석공예

①이순석

②강창원

□ □
□
□

□

제품디자인

① 박용귀

② 최병태

③ 민철흥

④ 박종서

제품디자인

□ □
□
□

염색공예

①유강열

② 백태호

③ 배만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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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9]
t 한국디가인사연구

a-3-(3)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세번째인 '인물 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재료

① 전영탁

②한봉림

인쇄

① 김진환

② 김준기

③ 이일수

④유건수

⑤ 허종철

⑥ 이근택

⑦ 박흥식

관련산업

광고디자인

① 김석도

② 문달부

③ 김동선

④ 이관구

□ □
□
□

□ □
□
□
□
□
□

CF

① 윤석태 □

카피라이 팅

①조능식

② 이낙운 

③ 이만재 

④ 김태형

□ □
□
□

인쇄 프로세스

① 오회근

② 김채흥

③ 이시용

① 이경성

② 신인섭

평론

평론

한글기계화

① 공병우

② 장봉선

디자인 츠판

① 김현표

②이영혜

11m■캐臓鳳叫刪瞰»獺㈱翻啣㈣―贓嬲阑———・8韓■師緇編襯績臟曬

사진

□
사진

①황철 口

②임응식 □

③김한용 □

④ 한영수 口

⑤이용정 □

⑥문선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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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10]
\ 찬국디가인사연구

0-3-（4）

• 다음은 우리 연구팀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중 네번째인 기타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만약 추가될 대상이 있을 경우 • 표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할 경우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 공모 디자인 잡지

① 조선미술전람회

②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

③ 상업미술전람회

④ 대한민국미술전람회

⑤ 전국남녀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⑥ 조일광고상

⑦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⑧ 해태 포장디자이너 13인전

⑨ 한국광고대상

⑩ KSVD전

⑪ KOGDA전

⑪ 한국산업디자인협회전

□
□
□
□
□
□
□
□
□
□
□
□

① 공간

② 계간 디자인

③ 디자인 포장

④ 월간 디자인

⑤ 디자인 저널

⑥ 시각 디자인

⑦ 플러스

⑧ 디자인 공예

⑨ 꾸밈

⑩ 디자인 비지니스

⑪ 코스마

⑫ 디자인 신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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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선정 산업디자인 공공기반 연구프로젝트

; 한국디가인사연구
[11]

스g 募荀 •기타 본 설문에 대한 것이거나 본 연구에 대해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빈 난올 이용해 의견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응답자 특기사항

• 나이 : 만 세

• 직업 : □디자이너 □디자인 경영자 □교수 □기타（ ）

• 소속 : □대확 □기업 □정책기관 □디자인 사무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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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그 반영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힙니다 저는 일전에 설문지를 보냈던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의 책임자 박암 

종입니다 다소 부족했던 설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은 연구팀에서 모두 취합하여 검토하였고 본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토의를 거쳐 연구에 반영하였습 

니다 여기에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자는 각 분야의 원로 및 중건 디자이너, 대학 정책가관, 기업체의 디자인 관련종사자들 총 3기분에게 발송되었고 

모두 93분이 회송해 주셨습니다 설문은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파악을 위한 내용과 본 연구의 세부적 

인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문항과 

의견을 기술하는 문항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대부분이 성실히 답해주셨으며 핵심적인 

지적과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디자인사의 보편적인 인식파악을 위한 내용에 대한 설문결과와 연구팀의 검토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 근대디자인의 출발점

가장 많은 의견은 '1945년 이후 와 '1950년대 이후로 거의 같았고 이를 종합하면 약 48%였던 반면 '개화기 를 출발 

점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약 23%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광복과 더불어 대학의 디자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제모 

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개화기에서 광복전까지의 기간에도 분명한 디자인 활동이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근대적인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인쇄, 활자개발 광고사, 도안실, 도안 공모전 등이 있었으나 이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여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원로들의 홯동시기가 1920〜1930년대까지 거 

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분명히 우리의 근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근대 디자인사 

에 편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의 범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 디자인 사료의 정리

'잘 안되고 있다 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는 의견이 90%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약 65%였고 '자료의 부족 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약 20%였습니다.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70%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며, '중요하다 는 의견이 약 27%로 전체의 약 99%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디자인사 강의경험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서양 디자인사을 가르쳐 본 경험자가 약 46%인 

것에 비하여 한국 디자인사를 가르쳐 본 사람은 약 6%에 그쳤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율만을 보면 전자에 비해 후자가 

약 7〜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디자인사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90%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계의 요구에 비하여 디자인사 연구의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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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소장 추천 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할 인물들의 자료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수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 

을 정도였고 그 범위도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에서 현재의 젊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것까지 매우 폭넓게 추천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의해 추천된 자료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디자인 박물관의 성격이 역사적인 유물의 보존 

에 있다고 한다면 추천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소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현재는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명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도 사료의 보관측 

면에서 소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작품이나 제품의 분포는 입체물이 약 50%로 가장 많 

았으며, 평면디자인이 약 28% 그리고 인물관련 자료로 명기한 것이 약 14%였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여러 사람의 의 

견을 수렴한 것입니다만 응답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일에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대상일 경우에도 특정한 디자인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물을 반드시 내용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한 설문내용입니다.

• 연구의 대상선정 기준

설문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정가준이었습니다 원안（原案）에는 역사성 전 

문성, 대표성 한국성의 네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기준들 가운데에서 작품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적 

국제적인 활동, 실제 생산실적, 실험정신이나 독창성, 시대의 반영 등이 비교적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 모 

두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① 인물선정의 원칙

개척성: 우리나라 디자인의 초창가를 새롭게 개척하였고 최초의 디자인을 수행하였으며 

역사성: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1세대） 몸담아 그 사적（史的） 내용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창조성: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창의성 및 창조성을 발휘하였고 

대표성: 디자인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을 엄선하였습니다

② 이 외에 현재 디자인계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활동 당시의 역할이 특별히 두드러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 

람은 추가해서 선정하였고 디자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그 분야의 초창기를 개척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선정하였습니 

다.

③ 기관선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진흥이나 교육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학교들로 선정하였고 디자인 사료 및 각 기 

업의 디자인 관련 제작물은 역사적 가치（최초 개발품 당시 최신 성능 시대성을 반영했거나 독특했던 스타일 대상생 

산에 적용된 경우를 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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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범주의 삭제 와 추가, 수정

연구의 범주들 가운데 디자인과 밀접하지 않다고 지적된 경우로 만화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만화는 최근에 시각예술 

로 분류돠는 경향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삭제를 결정하였고 사진의 경우에는 순수사진을 삭제하고 상업사진만을 남겨 

두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이 꼽혔던 가구디자인은 인물과 기업체 모두에서 새로 추가하였으며, 의상디 

자인은 기존의 범주를 한국의상으로 변경하였고 새로 서양의상이 라는 범주를 인물과 기업 모두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이 늦어진 제품디자인 분야는 하위 분류체계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활동한 분들이 적어도 

가전제품, 운송기기, 일반용품 조명기기, 가구디자인으로 세분했습니다 또한 모형디자인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 

견을 수용하여 미니어쳐를 추가하였고 관련산업에서 제지회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신설했습니다.

• 연구대상의 삭제 와 추가

연구대상에 대한 삭제와 추가의견은 각 범주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匚卜.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재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삭제보다는 추가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서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에는 연구자체를 정해진 기간내에 종료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번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전체적인 형평성과 선정가준을 바탕으로 추가하 

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래 선정되었던 범주 외에 다른 범주에서 중복추천된 경우에는 원래의 범주에서 다루되 추천 

된 분야의 활동내용을 추가로 다룬다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판단되어 그 내용들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천된 대상 가운데 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己고 판 

단되어 일단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문지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의 반영에 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연구팀의 취지가 분명 

히 전달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연구성격과 범위에서 벗어난 의견이 많았던 것 

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채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전하실 말씀'의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 반영하였거나 현재 반영을 위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연구에 반영한 내용은 앞으로 

최종보고서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대한 연구 는 디자인 분야는 물론 이와 유관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정리 

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한국 디자인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내용 자체와 벌도로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선생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사오

1999 년 7월 12일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책임자 동서울대학 박암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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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한국방송공사 10년사, 한국방송공사, 1991

한국100년 신문100년, 한국프레스센터, 1995

한국신문 100년 사료전 카타로그, 서울신문사, 1985

한국의 크리스마스 씰 팜플렛, 대한결핵협회, 1993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한국편집기자회편 신문편집 , 녹원출판사, 1991

한글 글자체전-그 아름다움과 실용의 만남전 카탈로문화체육부, 1993

한글학회, 주시경 선생 연구논문 모음집, 1987

한도룡 회갑기 념논문집, 디자인하우스, 1993,

한영제, 한국기독교 문서운동 10아巨 기독교문사, 1987

한홍택 작품집, 한홍택 선생 작품집 발간 추진 위원회, 1988

현대자동차 25년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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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기, 벽안에 비친 서울 풍속 월간 미술 94년 월호 1994

홍익대학교, 도설 홍익미술 37년사니946〜1983, 1984

흥익미술편집부, 홍익미술의 발자취, 홍익미술 제1호, 1972

• 외국 간행물（英書）

티izabeth Keith,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Tokyo, 1927

Elizabeth Keith, Eastern Windows, London, 1933

Elizabeth Keith, Elizabeth Keith, London, 1933

Elizabeth K이th, Old Korea, London, 1946

Dentsu data book, Dentsu Inc., 1997

• 외국 간행물（ 日書）

常磐，弟25卷横浜常磐社，1922

日本紳土錄，東京交詢社，1936

電通社史，日本電報通信社，1938

電通通信史，日本電報通信社

成田潔英，王子製紙社史弟3卷，王子製紙株式會社，1958

成田潔英，王子製紙社史附錄編，王子製紙株式會社，1959

上野直明, 朝鮮滿洲（7）想I、보 審美社, 1975

紙在知^＞札 紙（7）博物館，1991

馬渡力，印刷發明物語，日本印刷技術協會，1993

聖書（7）世界，關根正雄外，自由國民社，1993

♦ 이외 참고도서는 내용중에 모두 삽입했음. 이룔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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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주관기관

책임연구원

박암종 /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선임연구원

이경규 / 무사시노미술대학 조형대학원 디자인 학과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박병주 /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강사

연구원

김의경 /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인미애 / 단국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김승보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학과

연구보조

김수영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학과

. 오주연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학과

정혜영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학과

연구지원

백현주 /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 경원대 차세대디자인센터 전입연구원

김 상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 경원대 화교 차세대디자인 학과 객원연구원

• 위탁기관

책임연구원

박인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장식미술학교 / 월간〈디자인〉편집주간

연구원

김 신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확과 / 월간〈디자인〉편집장 대행

박미아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월간〈디자인〉선임기자

김영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월간〈디자인〉사진기자

김상진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 월간〈디자인〉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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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백남욱 / 동서울대학 교양과 한국문화사 담당 교수

윤범모 /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홍석기 /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건표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덕룡 / 홍익대학교 조형학부 교수

김원택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교수

정지홍 / 전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장동훈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신명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담당 책임연구원

박성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사료담당 전문연 구원

이형 주 / 청강문화산업대학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강송구 / A4커뮤니케이션

이인선 / 크리에이티브 그룹 프렉스 대표

이경의 / 웹프레너 및 웹디자이너

자료조사 및 입력

염경화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유민영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김세화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정옥기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박경순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윤영숙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이귀숙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최정원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송홍명 /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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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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