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코리아뮤지엄 소개 
About Design Korea Museum

디자인진흥 50년 그리고 디자인코리아뮤지엄 
50years of Design Promotion and Design Korea Museum

디자인코리아뮤지엄(Design Korea Museum)은 2008년 설립된 근현대디자인
박물관을 모태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국내 디자인 사료들을 5만여 점 이상 소장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전문박물관입니다.
박암종 관장(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이 30년 이상 수집한 개화기 이후 
2000년대 초까지의 한국디자인에 관련된 수많은 사료들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희귀성 있는 약 1,600여점을 엄선하여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코리아뮤지엄은 모두 7개 섹션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 
자료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 관련 자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 디자인 
역사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교체 전시를 실시하고, 주제별로 특화된 
특별전과 기념전을 기획하여 상설전시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여러 디자인 
유물들을 소개합니다.

개항기와 대한제국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자주독립 국가 상징물과 근대적 
인쇄매체가 등장한다. 국기인 태극기, 조선왕실 및 황실문장인 오얏꽃, 황제 
상징의 매·독수리, 국토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다양한 매체에서 시각 
상징물로 사용된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은 개화기 신문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디자인진흥 50년을 기념하며 디자인사료 
약1,600여점이 상설 전시되는 디자인코리아뮤지엄을 유치 및 개관하였습니다.
KIDP 50년은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기업지원ㆍ문화확산ㆍ인 
재육성ㆍ미래연구 등의 비전으로 추진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50년간 디자인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디자인 
코리아뮤지엄은 과거디자인에서 혁신의 가치를 찾아 미래 사회의 포용디자인 
(Inclusive Design)을 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D E S I G N 
K O R E A 
MUSEUM

해양국가의 깃발│1882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원형이 담긴 공식기록물. 
미국 해군부 항해국에서 출판한 49개국 깃발 도감

소 보험증권│1897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증서. 대조선보험회사에서 
건양2년 6월 발행하고 관청에서 공식 인가

천연당사진관 사진│1907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사진관인 천연당이 개설된 
첫 해에 촬영된 ‘대동법률전문학교 제2회 졸업식’ 사진

소년│1908년 11월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종합잡지 창간호. 발행자 최남선의 
최초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계몽 잡지

고종 어진과 황실엽서│1900년대 초
고종이 태황제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
순종의 황실 군예복 차림 사진으로 제작된 엽서 

한성순보│1883
우리나라 최초 근대 신문.  1883년 10월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국민계몽을 위해 창간한 관보적 성격의 신문

1관  태동기  Section1    Inceptive Stage

1876 ~ 1910  세계 근대 문화의 유입과 디자인 개념의 태동
2관  정체기  Section2    Stationary Stage

1910 ~ 1945  우리 문화 발전의 정체와 국내 기업의 모태 창립
3관  발아기  Section3    Incubating Stage

1945 ~ 1961  디자인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아

해방, 6.25전쟁, 분단이라는 혼란과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갖게 된 시기이다. <한국공예시범소(1958.8-1961.2)>가 미국 지원으로 운영 
되며 근대적 디자인 시스템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디자인 교육의 성과로 이어졌고, 공예산업진흥 사업은 초창 
기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해방 후 설립된 기업(현. LG,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은 점차 디자인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정부수립 포스터│1948
한홍택의 회화적 일러스트레이션이 특징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 포스터

시집 구상│1951
시인 구상의 첫 번째 시집.  이순석 디자인으로 
표지는 2색 석판화 인쇄, 내지는 한지에 연활자 인쇄

김달호 선거포스터│1960
진보당 부당수 출신의 무소속 후보 김달호의 
제4대 대통령 출마 선거 포스터

금성 라디오 A-501│1959
우리나라 최초 진공관 라디오.  국산 가전제품으로 
첫 수출 기록 및 산업디자인 역사에서 상징적 제품

신미술│1956년 9월
판화가이자 화가인 이항성이 1956년 출판사 
신미술사를 설립하고 발행한 비정기 잡지 창간호 

국제보도│1945년 11월
국제보도연맹에서 발행한 잡지 창간호.  한국 사진가를 
주축으로 한 최초의 시사성 사진 전문잡지

일제강점기로 한국 전통 공예가 일본의 필요에 의해 급속히 변질된 시기이다. 
1908년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최초로 도안을 도입하는 등 근대적 
제작방식을 보급하지만, 운영주체가 일본으로 바뀌며 일본 취향의 상품 제작에 
주력한다. 1세대 디자이너(임숙재, 이순석, 한홍택 등)는 일본 유학 후 국내에 
디자인을 소개하고 교육의 기초를 다진다. 이 시기 설립된 소규모 기업이 이후 
국내 기업(현. 두산, 기아, 유한양행 등)의 모태가 된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먹│1910년대
삼베를 입힌 박스에 ‘등문(登門)’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먹

경성방직 포스터│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 주식회사인 경성방직주식회사의 
광목제품 ‘태극성’ 홍보 포스터

엘리자베스 키스의 일러스트│1934
‘아기 업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크리스마스 씰 일러스트.
초롱불을 넘기는 방식의 1934년 달력 디자인

기상도│1936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이상(1910-1937)이 
표지와 내지를 디자인한 김기림의 시집

조선풍속 목각인형│193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인기 있었던
전통 채색 목각 인형 

박가분│1920년 전후
우리나라 최초 제조 및 판매된 대중적 화장품이자 
최초로 상표 등록한 화장품

경기도 등록 제1종 전문박물관



디자인이 기업, 정책, 교육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발전한 시기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로 시각·환경·패션디자인 등 모든 디자인 
분야가 진일보한다. 디자인계는 한국의 전통 소재를 해석한 디자인으로 국제 
행사에서 역량을 선보이고, 산업계는 디자인 부서 규모를 확대하고 CI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대학에서 디자인은 공식 
학과로 정착되어 전공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디자인 전문 잡지가 발행된다.

뿌리깊은나무│1976년 3월
디자인 전문잡지 창간호.  김진평 한글 제호 디자인. 
제4호부터 아트디렉터가 디자인 총괄

금성 전자레인지 ER-5000│1981
우리나라 최초 전자레인지.
내부에 회전 테이블 방식을 처음 적용

삼성 휴대전화 SH-100│1988/89
우리나라 최초 자체 개발 아날로그 휴대폰. 
1988 년 서울올리믹 개막에 맞춰 시판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봉과 포스터│1988
서울올림픽 디자인전문위원장에 조영제,  성화봉 이우성, 
마스코트 호돌이는 김 현, 공식 엠블럼은 양승춘 디자인

금성 비디오 카메라 GVC-6000│1982
VCR(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기술을 응용해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제품 개발

월간 디자인│1976년 10월
디자인 전문잡지 창간호.  김진평 한글 제호 디자인. 
제4호부터 아트디렉터가 디자인 총괄

정부의 강력한 수출주도 정책과 기업의 가전제품 국산화로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은 본격적으로 제품에 반영된다. 1970년 설립된 정부산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현. 한국디자인진흥원)는 포장재 디자인 개선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디자인 단체 설립에 직간접 지원을 한다. 국내 최 
초 TV, 냉장고, 전화기 등의 가전제품과 고유모델 자동차가 생산되고, 대기업을 중 
심으로 CI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디자인이 본격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금성 체신 자동1호 전화기│1961
우리나라 최초 자동전화기. 
무게감 있는 베이클라이트 재질의 다이얼식 전화기

금성 냉장고 GR-120│1965
우리나라 최초 냉장고. 냉장실과 냉동실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120L 가정용 모델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도록│1966
국내 최초 정부주도 전람회로 상공부가 주최한 
제1회 도록(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디자인·포장│1970년 11월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KIDP)가 발행한 잡지 창간호. 
‘산업디자인’, ‘designdb’로 제호를 바꿔  디자인 전문잡지 발행

금성 텔레비전 VD-191│1966
우리나라 최초 흑백 텔레비전.  사내 디자이너 박용귀가 
디자인한  진공관식 19인치 탁상형 TV 

삼양라면│1963
우리나라 최초 인스턴트 라면.   식량난 해결을 위해 
삼양식품에서 당시 100g, 10원에 출시

국내외 시장의 완전 개방화와 매체의 디지털화로 디자인 환경이 변화한 시기이다. 
기업은 독자적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다. 디자이너는 자율 
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소규모 그룹 활동을 중시하고, 디자인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주도한다. 93년 세계박람회(대전) 개최, ‘디자인의 날’ 
제정, 방송국의 디자인 특별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높아졌으나, 97년 IMF 사태와 디지털콘텐츠 붐으로 디자인 산업의 흐름이 바뀐다.  

코웨이 컴팩 정수기│1992
우리나라 최초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212코리아(은병수)’가 디자인한 웅진 코웨이 정수기

삼성 바로바로 청소기 VC-5230│1993
회전물걸레 기능을 추가한 한국형 업라이트 디자인이 특징.
삼성 회전기 디자인팀의 진재한 디자인

삼성 초기 컴퓨터 SPC-1500│1987
SPC-1000의 후속기종인 8비트 컴퓨터.  보조기억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를 매체로 한 데이터 레코더 내장 

무선호출기(삐삐)│1990년대
가입자의 고유번호가 있는 호출 전용의 휴대 통신기기.
1983년 국내 무선호출 서비스 시작, 1992년 전국으로 광역화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1995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첫 김치냉장고. 
한국형 창조적 디자인으로 김치의 고어 ‘딤채’를 브랜드화 

대전엑스포 한빛탑과 꿈돌이│1993
우리나라 최초 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세계 박람회 기념품.
공식마스코트 꿈돌이는 김현,  엠블럼은 문철 디자인

디지털산업화와 함께 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진 시기이다. 디자인계는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와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한국의 디자인 역량을 세계에 알린다. 
기업은 디자인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을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생산, 
마케팅,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포스터│2000
ICOGRDA(현 ico - D).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특별대회 형식으로 개최.  심벌 디자인 안상수

한일월드컵 포스터와 마스코트│2002
한국의 변추석과 일본의 히라노 소겐의 포스터 .
영국 인터브랜드 디자인의 마스코트 ‘아토’, ‘니크’, ‘키즈’

아이리버 MP3│2003-2004
이노디자인의 김영세가 디자인하여 2002년 출시된 
iFP-100의 후속 모델 iFP-300/800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2005
‘삶을 비추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포스터.
총감독 이순종, 큐레이터 고영란, 은병수, 김상규 등

Be the Reds! 티셔츠│2002
12번째 선수가 되어 끝까지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은 
붉은악마 티셔츠. 디자인 박용철

세계산업디자인대회 포스터│2001
ICSID(현 WDO). 서울과 성남(KIDP)에서 
디자인계 최대 축제 개최. 심벌 디자인 김금재

월 ~ 금요일 오전10시~오후6시 (매표마감 17:00)
매주 토/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대인(만19세~만64세) 4,000원 / 소인(만7세~만18세) 2,000원
무료 : 만6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할인(50%) : 만65세 이상, 20인 이상 단체, 문화가 있는 날 
사진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전시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관람객 2시간 주차권 제공

관람안내
Visitor’s Information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로 나와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나 직진 (8분 소요)
야탑역/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후 
성남버스터미널 지나 400m직진 (3300번, 9300번, 350번, 57번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13496 

디자인코리아뮤지엄 031-788-7840             031-788-7841  
designmuseum@hanmail.net

오시는 길
Getting Here

연락처
Contact us

제
작

일
시

│
20

20
.11

.19
.

www.kidp.or.kr

www.kidp.or.kr/dkmuseum

홈페이지 바로가기

5관  발전기  Section5    Developing Stage

1976 ~ 1988  디자인의 체계화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한 발전 도모
6관  도약기  Section6    Take-off Stage

1988 ~ 2000  한국형 디자인의 모색 및 국제화, 세계화의 기반 구축
7관  성숙기  Section7    Maturing Stage

2000 ~             세계 디자인 대회 개최를 통한 한국 디자인의 위상 고조
4관  초창기  Section4    Early Developing Stage

1961 ~ 1976  경제발전 및 수출 동반자로서의 디자인 역할 수행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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