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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유·무형의 대상이 가진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오늘날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는 주로 회사·단체·개인 (Corporate Identity, Group Identity, 

Personal Identity), 공간이나 장소(Hospital Identity, University Identity, Museum Identity, 

Library Identity, City Identity), 그리고 축제와 같은 행사(Event Identity), 제품과 서비스 

등이 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목적은 대상 간의 식별을 통한 인지, 그리고 대상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앞서 나열한 범위에서 소외되었던 것들을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범주로 끌어들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취지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물리적인 대상들을 주요하게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벌어진 시기(period) 및 관련된 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사건과 사건이 벌어진 시기, 사건에 관한 기억에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근대 국가의 수립과정에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연결되어 중요한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기억1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로 기능한다. 기억은 개인의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적·집합적·공공적 

기억2으로 구분되는 등 단순한 정신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념일 지정, 기념공간 조성과 같은 집단적 기념 행위를 통해 현재 

속에 보존된다. 기념비 설치, 기념 공간 조성, 기념행사 외에도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1　기억, 두산백과

2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란 사회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억이라는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 어진 용어이다.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보존된, 사회 구성원

들이 공유하는 대사건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과 앙리 베르그송

(Henri Bergson), 모리스 알브바슈(Maurice Halbwachs)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유사한 개념으로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 공공 기억(Public Memor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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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문학, 음악, 공연, 미술,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도 어떤 대상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졌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피격당하고 8일 

후, 뉴욕의 일간지 데일리뉴스(Daily News)는 밀턴 글레이저(Milton Glaser)의 'I♥NY 

MORE THAN EVER' 포스터를 배포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창가에 

내붙였다. 1975년 밀턴 글레이저가 디자인했던 'I♥NY'을 재해석하여 배포한 포스터에는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맨해튼 서남단을 상징하는 검은 상처가 하트 심벌의 왼쪽 

아랫부분에 새겨져 있었다. 이는 디자인을 통해 무형의 사건과 사건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보여주고, 비극의 인정을 통해 치유의 단계로 나아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시간에 기반한 아이덴티티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광복 50주년을 

상징하는 심벌 디자인은 역사적 사건의 특정 주기를 기념하는 사례이며,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이벤트 아이덴티티도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시간성을 

중시하여 접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역사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들이 벌어진 

시기에 집중한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에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한 사례로써 기념일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경일, 법정기념일을 비롯하여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s)을 조사하여 

이들 중 몇 개의 기념일로 기념일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시각화에 앞서 오늘날 

브랜드 심벌마크의 원형인 문장紋章의 조형원리를 참고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문장은 

조형적 상징성을 활용하여 가문의 역사와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연구자는 문장과 

여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기념일의 내용 및 정신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아이덴티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의미를 압축하여 시각 상징물에 담은 기념일 

아이덴티티는 현재를 만든 과거의 사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완성된 기념일 아이덴티티는 사회적 기억의 보존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련 행사에 활용되어 당시의 사건을 상기하고 기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념일 아이덴티티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과거를 

반추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본 연구를 통해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범위가 보다 확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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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사회적 기억, 아이덴티티 디자인, 기념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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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생물 다양성을 표현한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그래픽 모티브

[그림39] '3·1절' 아이덴티티

[그림40] '제헌절' 아이덴티티

[그림41] '광복절' 아이덴티티

[그림42] '개천절' 아이덴티티

[그림43] '한글날' 아이덴티티

[그림44] '4·3희생자 추념일' 아이덴티티

[그림4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아이덴티티

[그림46]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이덴티티

[그림47] '방재의 날' 아이덴티티

[그림48] '6·25 전쟁일' 아이덴티티

[그림49] '철도의 날' 아이덴티티

[그림50] '임산부의 날' 아이덴티티

[그림51]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아이덴티티

[그림52]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아이덴티티

[그림53]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아이덴티티

[그림54] '3·1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55] '제헌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56] '광복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57] '개천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58] '한글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59] '4·3 희생자 추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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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2] '방재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3] '6·25 전쟁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4] '철도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5] '임산부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6]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7]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8]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그림69] 최종 결과물 전시 모습 1

[그림70] 최종 결과물 전시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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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이 발생해왔고 사회는 

다방면으로 이를 기억하려는 방법을 고안해왔다. 대표적인 방법인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기록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후세에 

전달하는 학문이다. 스페인 태생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s Santayana)는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 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3  

 디자인 분야에서 기억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보면,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국가 아이덴티티(Nation Identity), 

정부기관 아이덴티티(Ministry Identity),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 

대학 아이덴티티(University Identity), 박물관 아이덴티티(Museum Identity), 

병원 아이덴티티 (Hospital Identity), 행사 아이덴티티(Event Identity), 서비스 

아이덴티티(Service Identity)등의 사례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아이덴티티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품·서비스 아이덴티티, 조직·기관 아이덴티티, 장소 

아이덴티티, 문화 아이덴티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대상간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대상을 인지하며, 대상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면,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영역은 기억하기 위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로 넓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나열한 범위에서 소외되었던 

것들을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범주로 끌어들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취지로 

시작하였다.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벌어진 시기 및 관련된 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장치로, 외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가치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결과물을 만들고자 한다. 즉 사건과 사건이 

3　George Santayana,「Reason in Common Sense」, volume 1 of『The Life of Reason』,p. 284,

4　이은실, 「역사문화의 브랜드전략을 위한 타임아이덴티티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공예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200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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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시기, 사건에 관한 기억에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사건, 행위, 상황을 기록하는 데 머무르는 것으로서 역사가 자신이 사건의 

정신에서 살고 역사에 매몰되어 수동적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꿰뚫는 이념에 따라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철학의 과제라고 

했다.5 본 연구가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작업이 되길 바라며 연구를 진행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를 구성하는 과거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기억 및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집중한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고자,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국경일, 법정기념일 및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을 

비롯하여 UN에서 지정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s)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사건이 일어난 특정 날짜를 기념일로 지정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고 후에 상기할 근거로 삼는 노력이 드러난 경우를 선정해 시각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기념일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국조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한 서기전 2333년인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을 시작으로 20세기 현대사의 순간들을 포함하는 등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시기를 기념일 아이덴티티의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기념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사건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국가 상징물이 어떻게 표현되어왔는지 조사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문장디자인 및 

5　역사(歷史, Geschichte), 헤겔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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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화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드러낸 사례들을 참고로, 조형적 상징성을 강조하여 

기념일의 정신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념일의 내용 및 정신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아이덴티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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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적 기억

기억은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의 생활체가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6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정근식에 따르면 기억(memory)은 ‘어떤 것에 대한 주의(Care for Something 

Losable)’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Mermeros’에 어원을 둔다.7 연구자는 

기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기억, 집단 기억, 공공 기억 등의 용어는 기억이라는 

행위가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밝히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표현이다. 이 장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억은 현대 사회학의 거장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제자인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브바슈(Maurice 

Halbwachs)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모리스 알브바슈는 기억을 

사회적·집단적·구성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이를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알브바슈 이전에는 개인적·심리적인 차원에서 기억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주되었던 반면, 그는 기억을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태지호는 알브바슈가 강조한 집단 기억 개념은 과거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재구성되며, 개인이 가진 기억도 마찬가지로 

집단 기억의 영향을 받아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8

 제프리 올릭(Jeffrey Olick)은 집단 기억의 유래를 정리하면서 기억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억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가 구성한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알브바슈의 입장을 소개했다. 개인이 소속된 사회는 기억의 근거를 

6　기억, 두산백과

7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민주주의와 인권』13(2), 전남대학교 5.18연

구소, 2013, p.349

8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21



21

제공하여 개인이 기억할 것과 망각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는 개인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건도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경험을 순수히 간직한 ‘보관소’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일반화된 ‘심상’이다. 이러한 심상으로서 기억은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상징과 이야기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전수하는 사회적 수단의 산물이다.9 

그러므로 기억은 단순한 정신활동이라는 개인의 영역을 포함하여 그를 넘어선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지난 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현재로 불러들임으로써 과거에 대한 시간적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이는 주체가 과거를 현재와 관련짓는 정신적 행위 및 과정인 기억의 특징 

때문이다.10

 정근식은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적 기억을 “집합적(collective) 기억이나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억, 그리고 공공적(public) 기억 등을 아우르는 것”11으로 보았다. 

에드워드 카시(Edward S. Casey)는 사회적 기억을 보다 상세하게 나누었다. 

그는 인간의 기억을 첫째로 ‘개인적 기억’, 사회적, 집합적, 공공적 기억으로 

나누었다. 둘째로 친족이나 이웃, 도시, 지역 등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억인 ‘사회적 기억’, 셋째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대사건에 대해 갖는 기억이라 정의되는 ‘집합적 기억’, 마지막으로 개방적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공적 장소나 공적 현존(presence), 공적 토론, 

공통의 화제(topic), 장소적 기념 등의 요소를 가지는 ‘공공적 기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2 

 사회가 기억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한 학자들은 이처럼 기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상을 기억하는 틀을 

9　  제프리 올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p.41, 42

10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p.44 

11　정근식, 앞의 글, p.349

12　Casey, E.S..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R.Phillips ed.,

Framing Public Memory』,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2004

Press. - 정근식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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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디자인은 사회가 공유하는 기억을 재생산하는 

유력한 분야이기도 하다.

2.2. 역사와 기억

역사와 기억은 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의 ‘기록’이라는 역사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을 뜻하는 기억은 정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 전혀 다른 분야로 여겨왔다. 역사는 엄격하고 세밀하며 사실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여 중요성을 인정받고 학문으로 정립되어왔다. 그에 비해 

기억은 개인의 견해에 집중되어있고 감정적이며 직관적이라는 이유로 학문의 

분야로써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억과 역사는 개별 

영역을 떠나 과거를 현재로 불러와 돌이켜보기 위하여 함께 활용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3

 기억을 개인적 체험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현상이라 한정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민족 혹은 국가, 계급 등 집단적 주체를 다루는 역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래서 기억은 역사학보다는 심리학이나 철학 또는 

신경과학 등의 고유영역에서 연구되어왔다.14 그러나 초기 집단기억 연구를 

이끈 알브바슈는 “기억은 개인이 간직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되므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기억은 집단 존재의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집단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줄”15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행위를 통해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되며, 이로써 자아 성찰의 기회 및 책임을 얻는다. 즉 우리는 기억을 

13　태지호, 앞의 책, p.11

14　전진성, 앞의 책, p.39

15　제프리 올릭, 앞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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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과거를 재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주목하며 과거의 체험은 다양한 형식들 

속에서 풍요로워진다.16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의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 체계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특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가치나 문화 세계관이 역사에서 창출 및 공유되며, 전승된다.17 

역사는 실제로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그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시점, 

두 차원의 시간성을 가진다. 이 두 차원의 역사를 각각 사실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라 한다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양자를 연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재해석하는 것은 지식인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다. 과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된다.18 

일상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관습이나 의례, 문화를 일컬어 사회적 기념행위라 

한다. 사회는 집단적 기념행위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재생산한다.

2.3. 집단적 기념행위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인 역사서술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미부와 

해석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역사가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체계로 구성된 

것이라면, 시대마다 등장하는 정치공동체는 존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서술을 필요로 한다.19 그러나 역사를 해석하는 형태에는 역사서술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문자적 역사 해석이 있다. 

16　전진성, 앞의 책, p.43

17　박명규, 「역사적 사건의 상징화와 집합적 정체성-기념비, 조형물의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제2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2001, p.32

18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51, 한국

사회사학회, 1997, p.41

19　박명규, 앞의 글,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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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해석은 대중에게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정 시간 혹은 공간을 집합적으로 기념하는 행위가 비문자적 역사 해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20 개인적 차원에서 삶에 필요한 장소나 시간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집단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기념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낸다. 

사회적 기념행위를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현재 속에 재현하며 

전문적인 해석체계를 대중의 일상적인 기억에 접목할 수 있다.21

 국가에서 발행하는 우편자료도 국가의 기념행위를 엿볼 수 있는 창이다.

우표 등 우편자료를 통해 국가나 지역의 역사를 해석하는 우편학을 전공한 

나이토 요스케는 한국의 우편자료를 통해 1945년 해방부터 60여 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정리했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는 우편물을 관리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우편요금 선납증지, 즉 우표를 발행하였다. 정부가 우표라는 

국가 미디어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책, 이데올로기 등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22

 또 다른 기념행위로 기념일의 지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국경일, 법정기념일,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 명절 등이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다.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 국경일 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라 여겨진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10월 9일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20　Schwartz Barry,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1982, p.374– 박명규의 논문에서 재인용

21　Gillis,]ohn R. ed.,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6 – 박명규의 논문에서 재인용

22　나이토 요스케, 『우표로 그려낸 한국 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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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다.23 그밖에 법정기념일이란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2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의해 일부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부수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다.24

2.4. 기억과 정체성

정체성은 시간에 걸친 경험에 따라 형성되며 스스로에 대한 일관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성질이다. 연구자는 과거의 경험을 복기하고 비평하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기억의 역할에 유념하고자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개인이 온전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제프리 올릭은 집단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동적 

과거라 평가한 바 있으며, 얀 아스만(Jan Assmann)은 집합적 기억과 문화 

정체성에 관한 논문25을 통해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이 그 집단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정체성은 주체가 속한 다양한 집단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사회가 구성한 상황과 실천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정체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역사·언어·문화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결국 정체성은 주체가 

23　국경일(國慶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4　국가기념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5　Jan Assman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 『New German Critique』 65, 

1995, 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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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26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든 

정체성은 사회와 문화적 속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같은 견지에서 

중시하는 문제는 정체성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구성되는가이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재료로는 역사, 지리, 집합적 기억과 권력 

장치 등이 있으며 개인과 집단, 사회라는 주체는 그들이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틀 안에 갖춰진 사회적 결정과 문화적 기획을 내면화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체성이 사회의 지배 제도에서 발생한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은 주체가 사회의 

제도를 내면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고유의 의미를 구축하여야만 온전히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27  

26　태지호, 앞의 책, p.68

27　마누엘 카스텔, 『정체성 권력』, 한울, 200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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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술과 디자인을 통한 기억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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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술에서의 재현

미술 작품은 천재의 순수한 영감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미술가를 

둘러싼 사회 내에서 만들어진다. 예술가가 겪는 경험이 그가 속한 환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 사회적·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한 경험은 후에 그가 만들 

작품의 양분이 된다. 그들의 작품에는 당시의 문화, 교육, 기술, 과학, 일상, 

가치관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미술 작품은 당대의 기록이 된다. 즉 미술 

작품은 사회와의 연관성을 지니며 재현을 통해 현실을 포착하고 현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미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은 일상이 가진 의미를 높이며, 때로 미술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한다.28

 연구자는 미술사에서 드러난 미술의 재현 의지를 사라진 것들을 기억해내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림이 탄생한 배경은 주술적인 이유, 소유 의지 등과 

함께 현실 재현의 의지로도 해석된다. 고대 로마의 학자 대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는 천문, 지리, 인문, 자연학의 다방면에 걸친 백과전서식 

저작으로 전 37권의 『박물지(博物誌,Naturalis Historia)』를 남겼다. 특히 

미술사에 관한 부분은 고대 미술사 연구의 근본 자료가 되어 오늘날까지 

중요한 문헌으로 다뤄진다.29 우정아는 저서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에서 

미술에서의 재현과 관련하여 대 플리니우스가 남긴 글 중, 고대 그리스 코린트 

섬의 아가씨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그림의 기원을 짚어본다. 

부타데스(Butades)라는 도공의 딸은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연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순간에 이별하는 연인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등잔불빛이 연인을 

비추어 생긴 그림자를 벽에 따라 그려놓았다. 대 플리니우스는 이것을 ‘그림의 

28　로이스 피흐너 라투스, 『새로운 미술의 이해』, 예경, 2005, p.28,29

29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미술대사전(인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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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이라고 했다.30 고대로부터 미술의 기본 원리는 재현(representation)이었다. 

글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present)’ 대상의 닮은 이미지를 ‘하나 더(re)’ 

만들어내는 것이 미술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설명한 것처럼, 대상을 

보면서 동시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대상을 볼 수 없다. 

즉, 재현은 ‘시각’이 아닌 ‘기억’에 의존하며, ‘존재’가 아닌 ‘부재’를 조건으로 

한다”31 사라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재현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미술에서의 기념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0　우정아,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 휴머니스트, 2015, p.5

31　우정아, 위의 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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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술을 통해 본 기념행위

사회적인 사건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상실과 우울, 트라우마를 작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사례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을 들 수 있으며, 기념품이라는 소재를 

관습과 다르게 들여다봄으로써 기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재난의 

빌딩(Buildings of Disaster)>을 미술을 통한 기념행위의 예시로 삼았다. 

3.2.1.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특정 대상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공간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들 수 있다. 독일 베를린에 조성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미국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에 의해 설계되었다. 1만 9073㎡의 부지에 

콘크리트 비석 2,711개가 격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곳이다. 두께 0.95m, 너비 

2.38m의 블록을 다양한 높이로 세워서 관, 혹은 비석을 연상케 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이 기둥 사이를 거닐며 과거의 비극을 숙고할 시간을 만들어준다. 

  

[그림1]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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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난의 빌딩(Buildings of disaster)

콘스탄틴 보임(Constantin Boym)은 기념품을 관습적이지 않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재난의 빌딩>을 제작했다. 기념품이라는 단어는 에펠탑, 빅벤, 

브란덴부르크 문과 같은 유명 건축물들을 떠오르게 하며, 기념품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환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기념품으로 재생산되는 유명 관광지나 

건축물 중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감정적인 동요를 끌어냈던 장소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느 기념품처럼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 아니라 파괴된 

순간의 모습으로 박제하여 미니어처로 만들었다.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온 사회와 국민을 흔드는 소식이지만, 대중들은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훼손이나 극심한 파괴를 ‘소비’하고, 재난의 디테일을 ‘섭취’한다. 

매일 신물을 읽는 행위는 콘스탄틴 보임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며 <재난의 

빌딩>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다룬다.32

32　서울대학교 미술관, 「뉴올드new olds」전시안내, 2016.1.28.-4.17.

[그림2] 재난의 빌딩: Twin Towers, September 11, 2001(좌),

Oklahoma City Federal Building, April 19, 1995(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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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디자인

디자인 분야 중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사람들의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제품, 서비스, 단체 사이에서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고 

사람들의 뇌리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 브랜드는 다양한 가시적·비가시적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고 대상이 지닌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브랜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시각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브랜드는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 등의 총칭33이다. 아메리칸마케팅협회AMA는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용어, 심벌, 디자인 및 다른 요소”34라고 정의한다. 브랜드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쟁자들과 구별시켜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유성을 나타내며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해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에 소구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35한다.

 브랜드의 어원은 노르웨이의 고어 ‘brander’로 추정되는데, 이는 ‘불에 달구어 

지지다, 화인하다, 태우다’는 뜻을 가진다. 15세기 가축의 소유주가 인두로 자신의 

가축에 낙인을 찍어 소유주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brand’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경우로 16세기 초 영국에서 위스키 나무통 위에 

불에 달군 쇠로 인두를 찍으며 제조업자를 표시하면서 브랜드는 ‘burned’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brand’의 유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면 최초로 

33　브랜드(brand), 두산백과

34　A brand is a "Name, term, design, symbol, or any other feature that identifies one seller's 

good or service as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sellers.", www.ama.org/resources/Pages/

Dictionary.aspx?dLetter=B

35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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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기능을 발휘한 사례는 기원전 2000년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가축들에 화인을 찍어 소유를 증명하였다. 상업적 측면에서 

브랜드가 처음 활용된 것은 기원전 700년 그리스 상인들이 시작이었는데, 그들은 

항아리에 제조자를 드러내는 자신의 브랜드를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중세시대 상인들은 시장에서 질 낮은 모방품과 자신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처를 명기하여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였다. 그밖에 고대 이집트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벽돌에는 벽돌 제조공의 이름이 각인되어있으며, 도공들도 

도기의 바닥에 표식을 찍어 제조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랜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36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브랜드 개념을 다룰 때 함께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대상 및 단체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한 시각적 시스템이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CI(Coporate Identity)가 지칭하는 기업이 가진 상업적 목적을 

상징화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대상 및 단체에 

관하여 대표성을 갖고 그 가치와 정체성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는 프로세스 및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다.37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었던 원시시대의 기호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며, 고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깃발, 가문과 

부족의 문장, 나아가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의 등장 등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단순히 다른 대상과 

특정 대상을 구별하는 역할을 넘어, 대상이 가진 성격 및 특징 등의 정체성을 

전달하고 대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대상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대상의 의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38

36　손일권, 위의 책, p.17

37　이규락,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공예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 2013, p.7

38　김거수, 『아이덴티티 디자인or로고 디자인 웬만큼 이해하기』, Dmar Books,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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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을 통한 기억의 보존

디자인을 통해 대상을 기억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대상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대표적 디자인 분야이며, 본 글에서는 뉴욕시의 캠페인 아이덴티티 ‘I♥NY 

MORE THAN EVER’와 광복 50주년 기념 심벌, 회사 로고를 변형하여 세계의 

다양한 기념일을 표현한 구글 기념일 로고, 세 종류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례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써 디자인의 역할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3.4.1. I♥NY MORE THAN EVER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한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가 일어났다. 약 2800~3500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던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도되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피격당하고 8일 후인 2001년 9월 19일, 뉴욕의 

일간지 <Daily News>는 수백만 부의 ‘I♥NY MORE THAN EVER’ 포스터를 

배포하며 시민들을 위로했다. 밀턴 글레이저는 테러의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자신의 1975년 판 ‘I♥NY’ 원형을 재해석한 포스터를 내놓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9.11테러를 직시하기 위한 포스터가 배포되자 뉴욕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아파트 유리창, 지하철 벽면, 우체통 등 공공장소와 시설물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다. 김민수는 이 포스터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는 단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뉴욕을 사랑한다’는 문구 때문만이 아닌, 로고 ‘I♥NY’의 하트 심벌에 

새겨진 그을린 상처 때문이라고 평한다. 붕괴된 세계무역센터가 있는 맨해튼 

서남단을 비유하는 하트의 상처로, 포스터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상처 난 

뉴욕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된다.39 글레이저는 ‘디자인 붐(Design Boom)’과의 

39　김민수, 『필로디자인』, 그린비, 2010, 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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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상처 난 심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곳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다.”40 포스터 한 장에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한순간을 담아내고 

치유의 단계로 나아간 글레이저의 작업은 디자인의 공공성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40　www.designboom.com/interviews/milton-glaser-designboom-interview/

2004.5.18. 업데이트

[그림3] 'I♥NY MORE THAN EVER'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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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광복 50주년 심벌

1994년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국민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휘장 및 로고를 제정하였는데, 전문작가 5명에게 작품을 의뢰하여 

안상수 홍익대학교 교수의 작품을 선정했다. 광복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개방하였다.41

 안상수는 자신의 심벌 디자인에 대해 물결치는 동해에서 백두산 정상으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동양화의 원근법적 표현 방식으로 배치된 형태라고 

소개한다. 태극은 중성, 산은 남성, 바다는 여성을 상징하여 세 요소의 합은 민족 

전체의 조화와 화합, 참여,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는 외곽 형태로 

천-지-인을 상징한다. 로고타입의 글자체는 방각본의 목판체를 문헌에서 찾아 

다시 만든 것인데, 이는 조선조 말 민중의 사랑을 받은 서체이다. 투박하지만 

힘이 있으며, 서민적 정취와 기상이 담긴 글자꼴을 의도하였다. 안상수는 

광복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기점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재해석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개념이자 국민적 합의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광복 5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광복’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과 번영 및 제2의 건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상징을 만들고자 했다.42

41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대통령 기록관, 

14cwd.pa.go.kr/president/1bm/1b28m/1b28am/1b28ai002.asp

42　안상수,「‘광복50주년’ 심벌 디자인 의도」, 『디자인학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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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광복50주년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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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구글 기념일 로고(Google doodle)

구글 두들(Google doodle)이라고도 불리는 구글의 기념일 로고는 세계의 명절, 

기념일, 또는 유명 예술가, 탐험가, 과학자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 재미있고 

신기하게, 때로는 움직이도록 변형된 구글의 로고이다.

 구글의 기념일 로고는 구글이 설립되기 전인 1998년,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네바다 

사막의 버닝맨 축제에 참석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 로고를 장난스럽게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Google’의 두 번째 'o' 뒤에 막대기 사람 모양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는 구글 사용자들에게 창립자들이 '휴가 중'임을 코믹하게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최초의 기념일 로고는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를 계기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 로고를 장식하자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고, 2년 후인 2000년에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위한 로고를 만들었다. 이 

로고가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기념일 로고는 구글 홈페이지에 더욱 자주 

등장하였다. 초기의 기념일 로고는 대부분 잘 알려진 기념일 위주였지만, 요즘은 

역사적 인물의 생일에서부터 아이스크림 선데이 기념일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한 이벤트와 기념일을 위한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구글 기념일 로고 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구글 

홈페이지에 2,000개 이상의 기념일 로고를 제작해왔다.43

 

43　www.google.com/doodles/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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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014 마틴 루터 킹의 날, 2014년 1월 20일

[그림9] 루시 발견 41주년, 2015년 11월 24일

[그림8]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알리는 증거 발견, 2015년 9월 29일

[그림6] 2015 노동절, 2015년 5월 1일

[그림7] 2015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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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구글 기념일 로고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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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자인을 통한 기억의 보존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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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호의 의미

한 주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의 주된 

기능은 정보의 전송이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44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 상호이해를 돕는 표현방법의 존재는 그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수단의 발전은 인류 문화가 

성장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45 그중 하나인 기호는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왔던 사실적인 그림과 형상에서 기원한다. 기호를 

통한 의사의 전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형식이다. 사회가 

합의한 약속에 따라 의미를 지니게 된 기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징이 되는데, 

때로 몇몇 기호는 약속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레 

인지되는 상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46

 오늘날에도 기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국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호들이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47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이는 언어 활동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 문화 전반에 

적용되는 말이다. 움베르트 에코는 “인간의 삶터, 제도, 사회관계, 의상들은 상징의 

형태들”이며 “사회는 기호의 교류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기호들 덕분에 인간은, 

지각과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서 해방되고 현실의 현장을 초월할 수 있다”48 고 

주장했다.

44　움베르트 에코, 『기호: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2009, p.33

45　아드리안 프루티거, 『인간과 기호』, 홍디자인, 2007, p.217

46　조르주 장, 『기호의 언어』, 시공사, 1997, p.11, 103

47　아드리안 프루티거, 앞의 책, p.218

48　움베르트 에코, 앞의 책,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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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징화와 기억

인지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정보의 자극’이다. 정보의 자극은 언어적 

요소일 수도, 비언어적 요소일 수도 있다. 언어는 비언어적 요소인 이미지에 

비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단계를 거쳐 해석과 처리의 단계로 가는 과정이 

보다 복잡하다. 또한 면면히 듣고 받아들여 이해해야 하는 언어와 달리 그림은 

동시적이며 완성된 형태로 전달된다.49 다시 말해 해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언어와 

달리, 더욱 포괄적인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는 시각기호인 이미지는 보다 짧은 

인지의 단계를 가진다. 이미지는 안구를 거침과 동시에 내용을 인식하고 기억한다. 

두뇌는 새로운 대상, 외부의 사물을 모양(shape)을 통해 인식한다. 익숙하지 않은 

형태일수록 더 빨리 인지하게 되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50 그림 기호의 주된 기능은 

실체를 상징화하는 데 있다. 아드리안 프루티거는 그의 저서 『인간과 기호』에서 

“구상적인 그림 기호가 변화되는 과정은 논리적으로는 마치 그림문자가 

기호화되는 과정과 유사하며 형태적으로(내용이 아닌) 간략화된 상징이 일반적인 

그림보다 기억하기 쉽고, 비형상적인 기호에 감추어진 불가사의함이 명상 분야나 

초월적인 분야에서 더 강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51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을 기억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브랜드와 디자인 

분야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심벌, 즉 상징물인 만큼 상징화는 

인간이 보다 쉽게 대상을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9　아드리안 프루티거, 앞의 책, p.220

50　앨리나 휠러, p. 52-54, 69, - 김덕순의 논문에서 재인용

51　아드리안 프루티거, 앞의 책, p.235



44

4.3. 상징화의 사례

4.3.1. 유럽과 일본의 문장紋章

한 집안,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장은 유럽과 일본에서 발달한 시각 상징의 

형식이다. 이러한 문장은 오늘날 각종 브랜드를 대표하는 심벌마크의 원형이며, 

대상의 역사와 품격을 나타내며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일본에서 예부터 자신의 가계, 혈통, 집안·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해온 

온 가문의 문장(紋章)을 가몬(家紋 かもん), 짧게는 그냥 몬(紋)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만 현재 241종 5116몬 이상의 가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52, 일본의 

가문은 자연물을 모티브로 정확한 좌우대칭의 구성, 기하학적 표현을 보여줬으며 

극도로 양식화된 형태를 띠었다.53 문장은 신분표시와 식별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말해 주는 완전한 기호로서 기능하였는데, 신분상의 

특징들이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2세기에는, 투구를 써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대방을 문장으로 식별했다. 

중세에는 귀족을 구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더불어 문장은 공동사회를 나타내거나 

귀족가문을 알려주는 표지역할을 했다. 문장은 모양과 색깔 그리고 상징적인 

형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54

52　가몬(家紋 かもん), 위키피디아

53　「상징이 가진 힘, 정체성을 계승하다」, 『w.e.b.』, 2013년 8월호, p.28-30

54　조르주 장, 앞의 책, 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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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문장과 모노그램

중세 왕과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휘장과 깃발에 상징을 새겨 

각축전을 벌이며 전령관 문장(Heraldry)이 발전했다. 이 표시 수단에는 전장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침이 동반되었고 문장을 구성하는 선, 무늬, 색상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16세기를 지나면서 신흥 부유층들이 문장이나 깃발에 

권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나폴레옹이나 마리 앙트와네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모노그램으로 만들어 자신의 소유물에 새겨 넣었다.55 

모노그램(Monogram)이란 본디 그리스어로 ‘한개의 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름의 첫 글자로 디자인된 심볼을 의미한다.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술품의 서명 대신에 

쓰기도 하고, 인감으로 쓰기도 한다. 왕가의 모노그램은 권위와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56

55　빌 가드너, 『로고디자인의 비밀』, 아트인북, 2014, p.14

56　Per Mollerup, 『Marks of Excellence: The history and taxonomy of trademarks』, New 

York: Phaidon, 2007, p.24

[그림11] 덴마크 왕실의 모노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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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의 문장

미들턴 가문은 2010년 윌리엄 왕세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을 위해 문장을 

새로이 만들어 증정했다. 미들턴 가문을 상징할 새 문장은 케이트 미들턴의 

아버지인 마이클 미들턴의 제안에 따라 강인하고 단순하며 매우 영국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왕실은 예식에 앞서 미들턴에게 이 문장을 수여했다. 

미들턴의 문장은 영국 왕실 문장 도안을 맡고 있으면서 영국 최고훈장인 가터 

훈장을 받은 토마스 우드콕(Thomas Woodcock)의 손을 거쳐 탄생했는데 문장은 

전통 방패형 보다는 정교한 마름모꼴 바탕 위해 매듭지어진 리본, 세 개의 도토리 

가지, 갈매기 무늬 등으로 그려졌다. 매듭이 지어진 리본은 케이트 미들턴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세개의 도토리 가지는 앞으로 낳을 자녀를 

의미한다. 세개의 가지는 미들턴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에 있는 

금색의 브이자는 케이트의 어머니 캐롤 미들턴의 처녀 때 이름인 골드스미스에서 

따 왔으며 또 흰색의 갈매기 무늬는 미들턴 가족이 사랑하는 영국의 휴양지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 등을 상징한다.57 케이트 미들턴의 문장 사례는 전통적 문장을 

현대화해 문장이 가지는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보존한 경우라 볼 수 있다.

 

57　‘4월의 신부’ 미들턴, 새 문장의 의미는, 중앙일보, www.news.joins.com/article/5374706

[그림12] 케이트 미들턴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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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펭귄(Penguin) 출판사의 원형문장(Roundel) 디자인

1935년 설립된 영국의 첫 대규모 문고판 출판사 펭귄(Penguin)은 표지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펭귄은 1946년에 클래식 총서를 

시작하였다. 펭귄의 클래식 총서는 표지에 들어간 원형문장(Roundel)이 

특징이다. 원형문장은 도안한 검정 단색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는데, 

독자에게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심벌로써 기능한다. 원형문장의 

디자인은 사실적인 표현, 추상적 표현, 양식적 표현 등 이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림13] 펭귄 클래식의 원형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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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건과 시간의 아이덴티티

프랑스의 건축 예술사가인 Carmen Popescu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개의 축으로 

공간(space)과 시간(time)을 말하면서 시간을 통한 인지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역사 자체를 주요 인지 대상으로 전환해준다고 

말했다.58

 이은실은 2009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존 역사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방안으로 협의적 

장소의 개념을 떠나 특정 시대의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타임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타임아이덴티티란 특정 시대가 갖는 문화와 

역사의 상징적 정체성이다. 이은실은 역사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적 접근법으로 

한 시대의 역사문화를 해당 시대의 다른 문화, 혹은 전후 시대와 비교·분석하면서 

그 시대가 갖는 역사 문화적 특성에 보다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시대가 갖는 원형의 아이덴티티에 충실하게 다가서는 시간적 접근은 협의적인 

장소적 접근이라는 기존의 평면적 문화 아이덴티티의 전개방법에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하여 다수의 시대 문화를 부각하고 입체적 문화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59

58　Carmen Popescu - 이은실의 논문에서 재인용

59　이은실, 앞의 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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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경일 달력 
    김소희, 이하림, 장연수, 조우희, 홍석영 공동작업

대한민국의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소재로 기념일을 선택하였고 한 해의 

국경일, 법정기념일, 개별법에 근거한 기념일 및 기타 공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다. 관련된 자료를 개요, 관련 인물, 관련 사건으로 나누어 기념일과 

연관된 정보를 분류했다.

 

[그림15] 국경일 달력

[그림14] 국경일 달력 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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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한국, 변화의 표현

한국의 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진행한 포스터 작업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릇이다. 그 중 신조어는 현재 사람들의 생각, 

사회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소재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소개 자료와 신조어 관련 자료들로 연구를 진행했다.  

신조어의 형성원리인 조어법을 시각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보고자 했다. 

 조어법에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로 만든 말이 대부분인 ‘생성’, 기존 단어 중 자립할 수 없는 요소를 대치한 

‘유추’, 원래 있던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비유적으로 쓰여 기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이의’, 외국어를 가감없이 그대로 들여와 쓴 ‘차용’,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합성’, 실질 형태소에서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인 ‘파생’, 서로 다른 단어가 합쳐지면서 구성요소를 구별하기 

힘들게 녹아든 것으로 주로 단어 형성에 외래어가 개입할 때 나타나는 ‘융합’, 

‘축약’, 구성요소 중 일부가 떨어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탈락’ 등의 원리가 있다. 

이같은 조어법을 분자의 연결구조 형태에서 힌트를 얻어 시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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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신新한국 변화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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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클라리체 도시 아이덴티티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Le citta 

invisibili)』에 등장하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였다. 클라리체(Clarice) 

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아래와 같이 서술된다.

새로운 도시는 자신이 과거 클라리체의 이름과 장소를 당당하게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과거의 클라리체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과 자신이 쥐와 곰팡이 

못지않은 속도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도시는 

새로운 번영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낯설고 모순된 

존재로, 뭔가를 강탈한 자가 된 듯 느낍니다. …

 묘사된 글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클라리체는 역사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의 해결책은 기억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이었다. 연구자는 도시에 남아있는 서체에 주목하였다. 중세의 

필사체, 기계시대의 슬랩 세리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산세리프와 같이 서체의 

형태를 보면 서체가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을 알기 쉽다. 클라리체에도 이처럼 

시대를 반영한 서체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서체를 

그래픽 모티브로 활용하여 도시에 남아있는 시간의 기억을 보여주는 플렉서블 

심벌마크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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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서체를 그래픽 모티브로 한 플렉서블 심벌마크 제작과정

[그림18] 클라리체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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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정과정

기념일 아이덴티티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그리고 UN에서 

지정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s)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과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법정기념일은 국가의 수립과 사회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의 기념 및 발전된 사회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알리는 

목적으로 지정한다. 국제기념일의 경우 국가의 단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상기해야 

할 사건과 가치를 다루고 있다. 기념일은 국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주요한 장치이며, 과거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한다. 또한 국가 

및 범국가적 공동체로서 평화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6.1.1. 국경일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1) 3.1절, 3월 1일

제정 이유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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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2) 제헌절, 7월 17일

제정 이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3) 광복절, 8월 15일

제정 이유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개천절, 10월 3일

제정 이유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되었다. 1909년에 나철(羅喆)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하고 의식을 봉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음력 10월 3일)로 경축하였다.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기념일로서의 

개천절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5) 한글날, 10월 9일

제정 이유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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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한글날은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60

6.1.2. 법정기념일

정부에서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제정하였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46종이고, 이외에 “입양의 날”, “가정의 날”, “발명의 날”, 

“방재의 날” 등 30종이 개별 법령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61

1) 납세자의 날, 3월 3일, 기획재정부 주관

의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계몽,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해 감사하며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노고를 치하한다.

유래 및 연혁

'69. 7. 3. 국세청 발족일(3.3.)을 '세금의날'로 지정 (세금의날에관한규정, 부령)

'71. 8. 7. 관세청 발족일(8.27.)을 '관세의날'로 지정 (관세의날에관한규정, 부령)

'73. 3. 30. '관세의날'을 '납세자의날'에 통합, [각종기념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

60　국가기록원, 

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publicHoliday.do?anniversaryId=9801000000

61　행정자치부 www.moi.go.kr/frt/sub/a06/b08/nationalHoliday_3/screen.do



60

2) 3·15의거 기념일, 3월 15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3.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3 .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유래 및 연력

'1960. 3. 15.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시위 전개.

'2010. 3. 12. 법정기념일로 제정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상공인의 역할강조 및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재외 

상공인의 애국심 고취와 국내 상공인의 유대강화를 위한 날이다.

유래 및 연혁

'64. 5.12. 제1회 '상공의날' 행사 거행 

※ 1899. 5. 20, 상무회의소 규례 제정·공포

'72. 기념일자 변경(5. 12. → 10. 31.)

※ 대한상의 설립 공고일 : '53.10.31.

'73. 3.30. 전기의날(구한말 최초 전등화 일 : 4.10.)

발명의날(측우기를 발명한 날 : 5. 19.)

계량의날(세종대왕께서 尺, 斗, 升 등을 제정 실시한 날 : 10.26.)

⇒ '상공의날'(3.20)로 통합,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

'84. 9.22. 기념일자 변경(10.31. → 3월 셋째 수요일)

4) 4·3 희생자 추념일, 4월 3일, 행정자치부 주관

의의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유래 및 연혁

‘03. 3. ’4·3추모기념일‘ 최초 건의(제주4·3위원회 제7차회의)

‘10. 4. 김우남 의원 등 87명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11. 2. 제주특별도지사 건의

‘11. 3. 제주도의회 건의

‘11. 4. 제주 4·3유족회(4·3위령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12.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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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원 입법 발의

(‘12. 5. 김우남 의원, ’12. 9 강창일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13. 4. 제주4.3특별법 안행위 법안소위 대안의결

‘13. 6. 국회(제31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안행위 대안) 처리

‘14. 3.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대통령령 제25267호)

5)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주관

의의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통해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기를 진작한다.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진다.

유래 및 연혁

향토예비군 창설 '68. 4. 1.(68년 1·21사태 이후)

'69. 4. 1.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사단별 행사실시)

'70. 2. 4.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날'로 지정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73. 3. 30.「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06. 9. 6. 기념일자 변경 (4월 첫째 토요일 -> 4월 첫째 금요일)

6) 식목일,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의의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한다.

유래 및 연혁

조선조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성종24년3월10일, 

양력4.5.)

1910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

일제하 4월3일을 '식목일'로 결정·시행('10.∼'45.)

'49. 6. 4.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60. 3.16. 식목일(4. 5.) → 사방의날(3.15.)로 변경

'61. 2.27. 사방의날(3. 15.) → 식목일(4. 5.)로 변경

'82. 5.15. 법정기념일로 제정

'05. 6.30. 공휴일에서 제외

7) 보건의 날, 4월 7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의

국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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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연혁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48. 4. 7.)

WHO주관 세계보건일 기념행사('52.∼'72.)

'53. 3. 4.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국무회의 의결)

'73. 3.30. 나병의 날(1월 마지막일요일), 세계보건일(4. 7.), 구강보건일(6. 9.), 국제간호원의 

날(5. 12.), 세계적십자의 날(5. 8.), 귀의 날(9. 9.), 약의 날(10. 10.), 눈의 날(11. 1.)

⇒ “보건의 날”로 통합

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3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존의식을 확립한다.

유래 및 연혁

'19. 4. 1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임시정부 국호·관제 제정

'19. 4. 1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선포

'89.12.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9) 4·19혁명 기념일, 4월 19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한다.

유래 및 연혁

'60. 4. 19. 4·19혁명일

'62. 4. 19. 학생단체에서 기념식을 거행토록 권고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94. 12. 31. 명칭 변경(4·19의거기념일→4·19혁명기념일)

10)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의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1970년 국제재활협회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

'72. 4. 1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 행사를 거행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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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 20. 보건사회부에서 이 날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

'89.12. 30.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장애인의 날' 지정 근거 마련, 시행령 제36조에 

4월20일을 '장애인의날' 로 정함.

'94. 3. 9. 법정기념일로 제정

11) 과학의 날, 4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의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래 및 연혁

일제하 선각자들이 찰스 다윈이 죽은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 4월 19일 제1회 

과학데이 행사 거행

'69. 8. 5. 과학기술처 개청일(4. 21.)을 '과학의 날'로 지정(과학의날에관한규정, 국무총리령)

'73. 3. 30. 세계기상의 날(3. 23.)을 '과학의 날'에 통합,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규정

12)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의의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56. 6. 4.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베푼 날(1884. 12. 4.)을 '체신의 날'로 지정(체신부훈령)

'67. 11. 27.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지정(체신부훈령) 

※ '64. 5.31 충남 금산군내 기자단이 집배원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66. 5.31부터는 모범 

집배원을 포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를 가짐

'72. 7. 7. 고종황제께서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 (1884. 4. 22.)을 '체신의 날'로 

개정(체신부훈령)

'73. 1. 24. 집배원의 날을 “체신의 날”에 통합 (체신부훈령)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96. 5. 30. 명칭 변경 (체신의날 → 정보통신의날)

13) 법의 날, 4월 25일, 법무부 주관

의의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1958년 미국에서 최초로 5.1을 “법의 날”로 지정

1963. 7월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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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 18.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제정 권고 결의

'64. 4. 20.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73. 3. 30. '교도관의 날'(10. 28. 일정(日政)으로부터 인수한날)을 '법의 날'에 통합

‘03. 2. 4. 기념일자 변경(5. 1. → 4. 25.) 

※ 재판소구성법 (갑오개혁 법률 제1호) 시행일 (1895. 4. 25.)

14)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의의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한다.

유래 및 연혁

'67. 1. 6. 4월 28일을 “이충무공 탄신기념일”고시 (문교부령)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13. 6. 17. 명칭변경(충무공탄신일 → 충무공이순신탄신일)

15) 근로자의 날, 5월 1일, 고용노동부 주관

의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하며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노사협조 분위기를 진작시켜 노사일체감 조성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에 의의를 둔다. 

유래 및 연혁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 5. 1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총파업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및 노조대표자 

395명이 참석한「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

유럽을 비롯한 다수국가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

'45. 8. 해방직후「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이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 실시

'48. ∼ 폭력화를 이유로「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57년까지 계속

'57.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 59년부터 기념행사 

실시

'63. 4. 17.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94. 3. 9. 기념일자 변경 (3월10일 → 5월 1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개정 : 9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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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린이 날, 5월 5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의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유래 및 연혁

1921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말 처음사용

'23. 5. 1. 일본동경에서 방정환 등 한국유학생이 모여 '색동회' 창립을 위한 첫 회합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헌장' 채택

'27. 5월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 날'로 변경

'37. '어린이 날' 기념식 금지

'38. 5. '어린이 날' 폐지

'46. 5. 5. 제24회 어린이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결정(건국준비위원회)

'48. 국제연맹 '아동권리헌장' 개정 선언

'57. 5. 5.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선언

'59. 11. 20. 유엔총회 '아동권리선언' 선포(전문10개조)

'61. 12. 30.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리법)

'73. 3. 30.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규정

'75. 1. 27. '어린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76. 9. 3.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서 제외

'81. 4. 13.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아동복지법)

'82. 5. 15.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재규정

17) 어버이 날, 5월 8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의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린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조해가는 어른봉양과 경노 사상 확산을 위한 국민정신 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유래 및 연혁

'56.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18) 스승의 날, 5월 15일, 교육부 주관

의의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하여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의 더 많은 노력과 교직사회 스스로 사도 실천을 다진다. 교직풍토조성과 교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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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연혁

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

63년 충청남도내 JRC가 주최가 되어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 실시

63년 10월 JRC가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

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 JRC단원 외에도 모든 학생이 

참여토록 권장

65년 5월 스승의 날 노래 제정 (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

'73. 3. 자생적인 “스승의 날” 행사 중지 (서정쇄신방침)

'74. 1. “스승의 날” 부활 건의 및 여론조성 (대한교련)

'82. 5. 15. 법정기념일로 제정

19)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18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기념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이를 계승한다.

유래 및 연혁

'80. 5. 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93. 5. 13. 「5.13대통령특별담화」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93. 5. 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95. 12. 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96. 2. 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97. 4. 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97. 4. 17.)

'97. 5. 9. 법정기념일로 제정

20) 부부의 날, 5월 21일, 여성가족부 주관

의의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하여 부부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시킨다.

가족문제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한다.

유래 및 연혁

'03. 12. 18. 국회 청원 의결 -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07. 5. 2. 법정기념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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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주관

의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이를 통해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및 

격려하고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한다.

유래 및 연혁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복: 어른 평상복인 배자(褙子덧저고리)를 입음.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이후 서서히 사라짐.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75. 4. 28. 기념일자 변경 (4.20. → 5. 6.)

‘84. 9. 22. 기념일자 변경 (5. 6. → 5월 셋째 월요일)

‘06. 9. 6. 주관부처 변경 (문화관광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08. 2. 29. 주관부처 변경 (보건복지부로 조직개편)

‘10.3.19 주관부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조직개편

22) 바다의 날, 5월 31일, 해양수산부 주관

의의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는 등 

해양사상을 고취시키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자긍심을 제고하는 행사를 

한다. 넓은 해양면적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동북아시아의 지리·경제적 요충지에 위치한 

해양국가로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할수 있도록 한다.

유래 및 연혁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달(음력 4월)인 5월은, 어업인 등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이들의 참여가 쉽고 풍어제 등 각종 축제행사가 많아 행사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시기

'96. 5.30. 법정기념일로 제정

23) 의병의 날, 6월 1일, 행정자치부 주관

의의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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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연혁

2010. 5. 25. 법정기념일로 제정

24)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부 주관

의의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 「UN인간환경회의」('72. 6. 5. ∼6. 16., 

스웨덴의 스톡홀름, 113개국 대표참가)에서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 

제정키로 결정

1972년 제27차 UN총회에서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전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96. 5.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25) 현충일, 6월 6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조선시대 병사의 유해를 매장한 날

'56. 4.19. 현충일(6. 6.)을 공휴일로 정함(대통령령)

'70. 1. 9. 연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 대통령령)

'82. 5.15. 법정기념일로 제정

26)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 10일, 행정자치부 주관

의의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된 역사적 사건인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유래 및 연혁

‘87. 6·10 「6월 민주항쟁」 발생

‘07. 5. 2. 법정기념일로 제정

27) 6·25전쟁일, 6월 25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후세들에게 6.25 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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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한다.

유래 및 연혁

휴전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 거행

'73. 3.30. 법정기념일로 제정

'13. 6.17. 명칭변경 (6. 25. 사변일 → 6. 25. 전쟁일)

28)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주관

의의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2012. 10. 22. 법정기념일 지정(대통령령 제24142호)

29) 철도의 날, 9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의의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이를 통해 철도의 과거와 현재를 뒤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유래 및 연혁

'37년 한국철도 창설과 발전을 기념·축하하기 위하여 경인선(노량진→제물포) 최초 

개통일('1899. 9. 18.)을 철도기념일로 지정

'64.11.26. 9.18을 '철도의 날'로 지정 (철도의날에관한규정,대통령령)

'73. 3.30. 「철도의날에관한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30) 국군의 날, 10월 1일, 국방부 주관

의의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또한 유비무환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며 대군 신뢰감을 높이고, 민·군의 유대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을 고양시킨다.

유래 및 연혁

'50. 10. 1.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

국방경비대 창설 후 각 군별 기념일행사 실시

'56. 9. 21. 3군 기념일 통합, 10. 1을 “국군의 날”로 지정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73. 3. 30.「국군의날에관한규정」폐지, 법정기념일로 제정

'76. 9. 3.「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제외

'82. 5. 15.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재규정

※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9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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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의 날, 10월 2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 1을 "국제노인의 날"로 결의

'91. 10. 1.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 거행

'97. 5. 9. 법정기념일로 제정

32)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 외교부 주관

의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양시키며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도모한다.

유래 및 연혁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인 개천절(10.3.)과 한글날(10.9.) 주간을 

재외동포주간으로 활용

‘07. 5. 2. 법정기념일로 제정

33)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하여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증진과 재향군인회회원 사기 앙양을 목표로 한다.

유래 및 연혁

'52. 2. 1. 재향군인회 창설 (부산)

'53.10. 8.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명명 (국방부)

'56. 3. 19. 대한참전전우회 등장

'57. 1. 17. 대한상무회 창립

-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와 대한참전전우회 통합

'60. 5. 14. 대한상무회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

'61. 5. 8. 세계향군연맹 가입

‘65. 6. 8.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 8.)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국무회의 의결)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02. 6. 19. 기념일자 변경 (5. 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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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체육의 날,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의의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의 보급을 도모한다. 체육활동을 통해 

국민체력을 증진시키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한다.

유래 및 연혁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69.11. 3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73. 3. 30. 법정기념일로 제정

35)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의의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린다.

유래 및 연혁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73. 3. 30. 방송의 날('47.10. 2.), 영화의 날(1919. 10. 27.), 잡지의 날(1908.11. 1.) ⇒ 문화의 

날(10. 20.)로 통합

※ 통합되는 행사가 대부분 10월이며, 10월은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예로부터 10월 상달 등 제천행사를 해온 우리민족의 전통을 살림

‘06. 9. 6. 기념일자 변경 (10.20. → 10월 셋째 토요일)

36) 경찰의 날, 10월 21일, 행정자치부 주관

의의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통해 

해방후 미군정 경찰로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긴다.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유래 및 연혁

'48년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45.10.21.)인 10월 21일을 "국립경찰 창설일"로 설정 기념

'57.11. 7. 10.21을 “경찰의 날”로 지정 (내무부훈령)

'71. 9. 1. “경찰의 날 규정” 제정 (내무부훈령)

'73. 3.30. 법정기념일로 제정

37) 국제연합일, 10월 24일, 외교부 주관

의의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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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애호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숭고한 이념을 앙양한다. 또한 6·25 전쟁중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상기하며 국제연합과 우리 국민간 심정적 유대를 강화한다.

유래 및 연혁

국제연합 창립 '45.10.24. (29개국 비준)

'50. 9. 16. 국제연합창설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에서 제외('76. 9. 3.)

'76. 9. 3. 법정기념일로 제정

38) 교정의 날, 10월 28일, 법무부 주관

의의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59. 10. 28. 「교도관의 날」 제정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 '45.10.28.)

‘73. 3. 30. 「법의 날」과 통합

‘02. 6. 19. 법정기념일로 제정

39)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행정자치부 주관

의의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2012. 10. 22. 법정기념일로 제정

40)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주관

의의

국민의 저축정신을 북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64. 6. 16. 9월 25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73. 3. 30. 증권의 날 (5. 3.) 보험의 날(11. 21.) ⇒ “저축의 날”로 통합

'73.11. 20. 기념일자 변경 (9. 25. → 10. 25.)

'84. 9. 22. 기념일자 변경 (10. 25. → 매년10월 마지막 화요일)

4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교육부 주관

의의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적 소명 의식 고취와 선진조국을 창조하며, 

통일성업에 앞장설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73

유래 및 연혁

‘29.11. 3. 광주학생운동 발생

'53.10.30.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 (문교부령)

'56.12.27. 11월23일을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 (문교부령)

※ '73. 3.3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제정시 제외

'84. 7.12.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학생의 날” 지정 건의

'84. 9.22. 법정기념일로 제정

‘06. 9. 6. 명칭 변경 (학생의 날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42)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의의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유래 및 연혁

'73. 3. 30. 어민의 날 (4. 1.), 권농의 날(6. 1.), 목초의 날 (9. 5.) 

⇒ 권농의 날 (6월 첫째 토요일)로 통합

'84. 9. 22. 기념일차변경(6월 첫쨰 토요일 → 5월 넷째 화요일)

'96. 5. 30. “권농의 날” 폐지, 11월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

※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한자로 11월 11일로 나타낼 수 있는 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또한 

이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기

'97. 5. 9. 명칭 변경 (농어업인의 날 → 농업인의 날)

43)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국가보훈처 주관

의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8.14.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함

유래 및 연혁

‘05.11.17. 망국조약인 “을사5조약” 강제 체결일

'39.11.21.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전국동포가 기념할 것을 

의결(임시 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 이후 추모행사 거행

'46. ∼ '49. 순국선열추모행사 거행 

※ 김구선생(48년까지), 이승만대통령 참석

'57. 1.17. 대한상무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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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와 대한참전전우회 통합

'55∼ '69. 정부에서 추모행사 거행

'70∼ '79. 정부행사 폐지, 유족단체 주관 거행

'81∼ '96. 각계대표로 구성된 제전위원회 주관 거행

'97. 5. 9. 법정기념일로 제정

44) 소비자의 날,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의의

소비자 권리의식 을 신장하고 소비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인다.

유래 및 연혁

'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일 ('79.12. 3.)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 실시

'96. 5.30. 법정기념일로 제정

45) 무역의 날,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의의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하여 수출에 공헌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며,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의 결의 제고로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한다.

유래 및 연혁

1964. 8. 26. 수출 1억불 달성일(1964. 11. 30.)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 제정 (국무회의의결 

제756호)

1973. 3. 30. 중소기업의 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족일 : 5. 1.), 상공인의 

날(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 : 10. 31.)

⇒ 수출의 날 (11.30.)로 통합

1977, 1981 수출 100억불, 200억불 달성일 행사

1988. 12. 30. 명칭변경 (수출의 날 → 무역의 날)

1995. 11. 30. 수출 1,000억불 달성 기념행사 거행

2012. 10. 22. 기념일 변경(11. 30. → 12. 5.)

46)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의의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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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연혁

2010. 12. 27. 법정기념일로 제정

비고

1. 제4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46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

1)  암 예방의 날, 3월 21일,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2)  결핵예방의 날, 3월 24일, 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3)  어업인의 날, 4월 1일,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4)  국민안전의 날, 4월 16일,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자전거의 날, 4월 22일, 행정자치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새마을의 날, 4월 22일,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7)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8)  유권자의 날,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9)  바다 식목일, 5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10)  입양의 날, 5월 11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11)  가정의 날, 5월 15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12)  발명의 날, 5월 19일, 특허청: 발명진흥법

13)  세계인의 날, 5월 20일,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4)  방재의 날, 5월 25일,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5) 연안안전의 날, 6월 18일, 국민안전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사회적기업의 날, 7월 1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17)  협동조합의 날, 7월 첫째 토요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18)  인구의 날, 7월 11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9)  유엔(UN)군 참전의 날, 7월 27일,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  통계의 날, 9월 1일, 통계청: 통계법

21)  태권도의 날,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2)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23)  자살예방의 날, 9월 10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4)  해양경비안전의 날, 9월 10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법

25)  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26)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27)  소방의 날, 11월 9일, 국민안전처: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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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행자의 날,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30)  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1)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62

6.1.3. 국제 기념일(International Days)

국제 기념일(International Observance: International Days)은 국제적인 관심거리 

또는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유엔에서 지정한 기간이다. 지정된 날은 주제를 

기념하고 관련된 현재의 상태를 증진시키고 행동을 결집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많은 기간들은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 경우 해당 국제 기념일과 관련된 주도 기관은 그 기간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유엔 또는 UNESCO의 상징과, 이벤트를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아래는 유엔 웹사이트에 정리된 국제 기념일들이다.

1)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27 January

2)   World Cancer Day, 4 February

3)   International Day of Zero Tolerance to Female Genital Mutilation, 6 February

4)   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 11 February

5)   World Radio Day, 13 February

6)   World Day of Social Justice, 20 February

7)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21 February

8)   Zero Discrimination Day, 1 March

9)   World Wildlife Day, 3 March

10)  International Women's Day, 8 March

11)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20 March

12)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1 March

13)  World Poetry Day, 21 March

14)  International Day of Nowruz, 21 March

15) World Down Syndrome Day, 21 March

16)  International Day of Forests, 21 March

62　행정자치부 www.moi.go.kr/frt/sub/a06/b08/nationalHoliday_3/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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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orld Water Day, 22 March

18)  World Meteorological Day, 23 March

19)  World Tuberculosis Day, 24 March

20)  International Day for the Right to the Truth concerning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 the Dignity of Victims, 24 March

21)  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of the Victims of Slavery and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25 March

22)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Detained and Missing Staff Members, 25 March

23)  World Autism Awareness Day, 2 April

24)  International Day for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 4 April

25)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6 April

26)  International Day of Reflection on the Genocide in Rwanda, 7 April

27) World Health Day, 7 April

28)  International Day of Human Space Flight, 12 April

29)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22 April

30)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23 April

31)  English Language Day, 23 April

32)  World Malaria Day, 25 April

3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26 April

34)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8 April

35)  Day of Remembrance for all Victims of Chemical Warfare, 29 April

36)  International Jazz Day, 30 April

37)  World Press Freedom Day, 3 May

38)  Time of Remembrance and Reconciliation for Those Who Lost Their Liv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8-9 May

39)  World Migratory Bird Day, 9-10 May

40)  International Day of Families, 15 May

41)  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 17 May

42)  "Vesak", the Day of the Full Moon, 20 May

43)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21 May

44)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22 May

45)  International Day to End Obstetric Fistula, 23 May

46)  International Day of UN Peacekeepers, 29 May

47)  World No-Tobacco Day, 31 May

48)  Global Day of Parents, 1 June

49)  International Day of Innocent Children Victims of Aggression, 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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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World Environment Day, 5 June

51)  World Oceans Day, 8 June

52)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12 June

53)  International Albinism Awareness Day, 13 June

54)  World Blood Donor Day, 14 June

55)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15 June

56)  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17 June

57)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19 June

58)  World Refugee Day, 20 June

59)  International Day of Yoga, 21 June

60)  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Day, 23 June

61)  International Widows' Day, 23 June

62)  Day of the Seafarer, 25 June

63)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26 June

64)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 26 June

65)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 2 July (first Saturday in July)

66)  World Population Day, 11 July

67)  World Youth Skills Day, 15 July

68)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18 July

69)  World Hepatitis Day, 28 July

70)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30 July

71)  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30 July

72)  International Day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9 August

73)  International Youth Day, 12 August

74) World Humanitarian Day, 19 August

75) International Day for the Remembrance of the Slave Trade and Its Abolition, 

  23 August

76)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29 August

77) 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30 August

78) International Day of Charity, 5 September

79) International Literacy Day, 8 September

80) United Nations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 12 September

81)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15 September

82) International D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zone Layer, 16 September

83) International Day of Peace, 21 September

84)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26 September



79

85) World Tourism Day, 27 September

86) World Maritime Day, 29 September (last Thursday of September)

87)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1 October

88) International Day of Non-Violence, 2 October

89) World Habitat Day, 3 October (first Monday in October)

90) World Teachers’ Day, 5 October

91) World Post Day, 9 October

92) World Mental Health Day, 10 October

93) 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 11 October

94) 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eduction, 13 October

95) 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 15 October

96) World Food Day, 16 October

97)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17 October

98) World Statistics Day, 20 October

99) United Nations Day, 24 October

100) World Development Information Day, 24 October

101) World Day for Audiovisual Heritage, 27 October

102) World Cities Day, 31 October

103) 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 2 November

104) World Tsunami Awareness Day, 5 November

105) International Day for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Armed Conflict, 6 November

106) World Science Day for Peace and Development, 10 November

107) World Diabetes Day, 14 November

108)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 16 November

109) World Philosophy Day, 17 November (third Thursday in November)

110) World Toilet Day, 19 November

111) Africa Industrialization Day, 20 November

112) Universal Children’s Day, 20 November

113) World Day of Remembrance for Road Traffic Victims, 20 November (third Sunday  

  in November)

114) World Television Day, 21 November

1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25 November

116)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29 November

117) World AIDS Day, 1 December

118) 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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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December

120) International Volunteer Day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5 December

121) World Soil Day, 5 December

123)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ay, 7 December

124)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and Dignity of the Victims of the Crime   

  of Genocide and of the Prevention of this Crime, 9 December

125)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9 December

126) Human Rights Day, 10 December

127) International Mountain Day, 11 December

128) International Migrants Day, 18 December

129) 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 20 December63 

63　www.un.org/en/sections/observances/international-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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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상소개

위에서 설명한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 국제기념일 

목록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들을 추렸고, 이들 중 

15개 날을 기념일 아이덴티티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법정기념일인 4·3 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방재의 날, 6·25 전쟁일, 철도의 날, 

임산부의 날, 국제 기념일인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생물 다양성의 날)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는 사전류, 역사서 등에서 소개하는 각각의 기념일에 대한 자료다. 

6.2.1. 국경일 5종

1) 3·1절(3월 1일)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64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주요한 움직임인 3·1운동은 투쟁을 주도할 지도부가 없었음에도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시위로 

확산되었다. 그것은 한국 민족으로서 시위에 참여하고자 했던 대중의 자발성 덕분이었다. 거리 

곳곳의 시위현장에는 사람들이 독립 만세를 외치며 다양한 깃발을 흔들었다. 독립 만세기, 

조선독립단, 대한국 독립 만세 등을 적은 깃발, 붉은 깃발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태극기였다. 1910년 국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던 태극기가 애국의 상징으로 다시 민족을 

대표하였다. 비록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내외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었다.65 3·1운동은 한민족 개개인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거부하고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3·1운동의 

64　3·1절(三一節), 두산백과

65　김정인, 이준식, 이송순, 『한국근대사: 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 푸른역사, 2016, p99, 105, 

1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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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기리는 ‘삼일절’이 대한민국 국경일로 지정되었다.66

2) 제헌절(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민주공화정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국가적으로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열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진다.67 또한,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독립운동과 관련되어있거나 

그 이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에 비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에 시대적 

배경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따라 제9차로 

개정 및 공포되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68

3) 광복절(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취지에서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여 전쟁은 종식되었고 

한국은 독립을 맞았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 15일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8월 15일을 국경일 

광복절로 정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의미로,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이다.69 

1949년 이후 8·15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중첩적 의미를 지닌 날이 되었다. 8월 15일은 해방, 

독립, 광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70

4) 개천절(10월 3일) 

단군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단군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한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개천절의 

‘개천(開天)’은 본디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의미하기보다, 124년을 앞선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 환웅이 천신(天神)인 환인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태백산(백두산) 신단수로 내려온 

날을 뜻한다. 즉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개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 및 문화민족으로서의 

66　3·1절(三一節),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67　제헌절(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8　제헌절(制憲節),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69　광복절(光復節), 두산백과

70　광복절(光復節),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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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 10월 3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국경일로 지정하였다.71

5) 한글날(10월 9일) 

세종대왕이 오늘날의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 국경일의 지위를 부여했다. 세종은 일반 백성을 

위한 문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훈민정음을 펴냈다.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익히기 쉬운 우리 문자를 알려, 국가 정책이나 통치 

이념을 직접 전달코자 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훈민정음’에서 

민본 정신과 민족 주체성이 드러난다. 훈민정음 창제는 국제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라 평가된다.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체계성, 실용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훈민정음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 총 28자로 구성되며, 기본 초성 5자(ㄱ,ㄴ,ㅅ,ㅁ,ㅇ)와 기본 

중성 3자(·, ㅡ, ㅣ)를 만든 뒤 나머지는 이들로부터 파생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만들어졌다.72

6.2.2. 법정기념일 7종

1)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된다. 1947년 3월 1일 제주민전이 주최한 제2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응원경찰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을 기점으로73,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뜻한다.7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으로 약칭)은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 목적은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 제주4·3사건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건 발생 50여 년이 흐른 

후에야 국가 주도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평가 받았다. 제주4·3사건은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 및 폭동이고,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71　개천절(開天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2　이근호, 박찬구, 『한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청아출판사, 2011, p.231-234

7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p.545

74　제주 4.3 사건,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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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제주4·3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붉어졌고 진상규명이 시작되었다.75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3일) 

1919년 4월 13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월 11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임시헌장(헌법)을 만들었고, 

입법권을 가진 임시 의정권과 행정권을 가진 국무원, 사법권을 가진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뤘다.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았다.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에 따른 일제의 탄압으로 상해를 떠나 항주(1932), 남경(1937), 장사(1937), 광주(1938), 

유주(1938), 기강(1939)등을 거쳐 중경(1940)으로 정부 청사를 옮겼다. 임시정부는 이로부터 

상해 시기(1919~1932), 이동시기(1932~1940), 중경 시기(1940~19450)를 거친다. 또한 다섯 

차례의 개헌으로 정치 체제를 개선했다.76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77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78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사건으로 18년간의 군사 정권이 무지고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거졌으나 그해 12월 12일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1980년 5월 전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특히 전라남도 광주에서 벌어진 군부의 유혈 진압은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되면서 한국의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1990년 

제정된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민간인은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명, 상이 3,193명, 기타 1,589명으로 모두 5,000명이다.79

75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앞의 책, p.35

76　이근호, 박찬구, 앞의 책, p.545-546

77　임시정부수립일(臨時政府樹立日), 두산백과

78　5·18민주화운동기념일 [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79　이근호, 박찬구, 앞의 책, p.645,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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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의 날(5월 25일)

1989년 12월 22일 유엔은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정하였다.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하여, 각국에 자연재해 

극복에 힘쓸 것을 권고하였다.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IDNDR에서 

권고한 세계 재해 경감의 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다각적인 국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방재책을 강화코자 했다. 1994년부터 해마다 5월 25일에 기념 행사를 치르는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지역 재해대책본부에서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내용은 재해예방 캠페인을 통한 국민들의 재해 경각심 고취, 

재해 사전 대비체제 확립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 확립, 

민·관·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지진 대비 훈련, 세굴제방 및 침수도로 등 

응급복구, 화재 유람선 인명구조, 산불 진화, 침수가옥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및 방역 훈련 

등이다. 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방재시설물 등의 

재해 위험요인 일제점검 및 정비,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우기에 대비한 재해 사전대비 행사, 

수해복구 훈련 등 각종 재해 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한다.80

5) 6·25 전쟁일(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인민군이 남부군사경계선 38선 전역에 

걸친 국군 방어진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회원국에 대한민국 원조를 권고하며 전쟁에 참여했다. 이어 중공군이 개입하며 냉전으로 

긴장상태였던 국제 정세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계 대전의 전장이 될 뻔 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금의 휴전선을 경계로 전쟁은 일단락되었다.81

3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남북한 양측의 국토 전부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전투병력이 생명을 잃었다. 99만 명의 대한민국 민간인이 전쟁기간 중 

사상당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하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했다.82

6) 철도의 날(9월 18일)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철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1899년 9월 18일 한반도 최초의 철도인 

80　방재의 날(防災-), 두산백과

81　6·25전쟁(Korean Conflict , 六二五戰爭), 두산백과

82　6·25전쟁의 피해와 정치회담 결렬,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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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된 것을 계기로 한다. 원래 철도의 날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일제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1964년 한국 정부에 의해 철도의 날이 다시 지정되어 

철도의 날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1964년에 한국에서 철도의 날이 지정된 것은 이 무렵이 

되어서야 식민지 시기의 여러 잔재들이 완벽하게 청산되고 근대 국가로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1961년까지도 여전히 1912년의 

제령(조선총독이 발한 명령) 24호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법률적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1961년 9월에야 비로소 법률 제714호로 ‘철도법’이 제정되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잔재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이후에 철도의 날이 지정될 수 있었다.83

7)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84

6.2.3. 국제기념일 3종

 1)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은 매년 1월 27일에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대량학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홀로코스트는 20세기 최대의 

대학살로,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하에 학살되었다.85 유엔은 200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유대인들이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날인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하여 역사를 되새기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86

 

83　철도의 날(鐵道-),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84　임산부의 날(妊産婦-),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85　홀로코스트(Holocaust), 두산백과

86　홀로코스트 추모일( ─ 追慕日, Holocaust remembrance da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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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3월 21일)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에 유엔 총회가 선포한 

날이다. 이 날은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인 샤프빌 학살로부터 유래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정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의 하나인 ‘통행법’으로 유색인종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때 항상 

‘통행권’을 소지해야만 했다. 이 신분증에는 사진과 지문을 포함한 신상 명세가 기록되어 

백인은 어떤 흑인에게든 제시를 요구할 수 있었다. 거부는 체포로 이어졌다. 1960년 샤프빌의 

경찰서 앞에 시위가 이루어졌을 때 수천 명의 흑인이 통행권을 지참하고 있지 않으니 

체포하길 요구했고 점차 격양된 분위기로 경찰은 기관총을 동원하여 총격을 벌였다. 시위대 

69명이 사망했고 다수는 등에 총을 맞았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이 사건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인종차별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정부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흑인 단체는 

무장 투쟁으로 적극 저항했고, 그와 함께 국제 사회가 주는 압력으로 1986년 ‘통행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샤프빌은 흑인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학살이 있었던 3월21일은 1966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되었고, 1994년부터는 남아프리카에서 

‘인권일’로 기념된다.87

3)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5월 22일)

유엔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22일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로 선포하였다. 생물다양성은 모두를 위한 필수 재화이자 생태 서비스의 근원으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같은 생태 유산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성찰한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일인 12월 29일로 제정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관련 계획과 행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2000년에 생물다양성 협약 본문이 채택된 

5월 22일로 변경하였다.88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고 약 194개국(EU포함)이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당시 함께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UNFCCD)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생물다양성(유전자, 

종,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협약의 목적 및 구성내용이다.

87　조한욱의 서양사람-샤프빌 학살, 한겨례, 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8437.html

8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about/side_01_view.asp?articleid=19&page=1&gubun=&S

earchItem=&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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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각화 방법 연구

기념일 아이덴티티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 먼저 대한민국 기념일을 표현할 

국가 상징과 문장의 조형원리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태극기의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기본 포맷을 제작하고, 기념일을 드러내기 위해 숫자를 주요 

타이포그래피 요소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10개의 숫자 

0, 1, 2, 3, 4, 5, 6, 7, 8, 9 로 수를 나타내는 기수법인 아라비아 숫자다. 오늘날의 

숫자는 0에서 9까지 10개의 기호로 모든 샐 수 있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숫자를 이용한 시간의 표시, 즉 날짜 표기를 기념일 아이덴티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숫자를 통해 국제적으로 약속된 시간 

체계를 공유하고 역사의 흐름을 전달하겠다.

7.1.1. 태극기의 조형원리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이자 국가상징으로, 태극문양은 오랜 세월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왔다. 태극기는 1882년 제작되어 

1883년 고종에 의해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의 

4괘(卦)로 구성된다.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흰색 바탕 

위에서 태극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만물이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하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기호다.89 태극을 둘러싼 4괘 중 무궁한 

정신을 나타내는 건괘와 곤괘는 건괘는 기면(旗面)의 왼쪽 위에, 곤괘는 오른쪽 

아래에 자리한다. 광명의 정신을 드러내는 감괘는 기면의 오른쪽 위에, 이괘는 

왼쪽 아래에 위치하였다. 태극기 네 모서리에 그려진 건곤감리의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룬다.90

89　대한민국의 국기, 두산백과

90　건곤감리(乾坤坎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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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태극기 

[그림20] 국가 상징이 활용된 대한민국 훈장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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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문장의 조형원리

문장학이 기인한 ‘herold’라는 단어는 중세시대 외교를 맡았던 사신이나 공문을 

공포하는 사람을 이른다. 그는 적진에서 자신의 신분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소속을 

증명하는 복장을 갖췄다. 십자군 전쟁에서 모든 십자군 기사들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 시각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하였다. 동맹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사들은 자신의 

복식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방패에 소속을 입증할 시각적 표식을 

새겼다. 

 방패를 통해 표식을 만들 때, 색상은 특징을 만드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멀리서도 식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을 조합하고 금속을 섞어 대비를 

선명하게 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했다. 이후 방패를 덮은 색의 조합은 더욱 

세밀해져서 단순한 면적 분할이 아닌 색면을 작게 분할하거나 그리드를 활용하고, 

윤곽선을 사용하여 표현력을 높였다. 이렇게 시작된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 

견고한 규칙을 갖추었고 형태와 면적 분할, 구조화 등에 세분화 된 법칙이 

생겼다. 문장의 기본 구조 가운데에 공간이 마련되어 사자, 독수리, 곰 등의 동물 

형상처럼 구상적인 것들이 개별 기호로서 소속, 계급, 출신을 드러내는 기호로 

사용되었다.91

91　아드리안 프루티거, 앞의 책, p.3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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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각화 과정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물이 기념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며 각각의 

기념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일 아이덴티티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 먼저 대한민국 기념일을 상징하는 태극 심볼과 국제기념일을 상징하는 지구 

심볼을 제작하여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였다. 2열 4행의 사각 그리드 

내에서 좌측 하단에는 기념일 명칭이, 명칭 옆에는 국내 기념일과 국제 기념일을 

구분하는 심볼이 들어가는 것을 고정 형식으로 정했다. 태극기를 구성하는 4개의 

괘인 건곤감리를 각 구역을 분할해주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상단에는 각각의 칸에 

그래픽 모티브가 들어가거나, 혹은 각 칸을 합쳐서 거대한 모티브를 배치하는 등 

포맷을 변용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21] (좌)대한민국 기념일 심볼, (우)국제 기념일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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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왼쪽부터)국경일, 법정기념일, 국제 기념일 아이덴티티의 포맷 변용

[그림22] (왼쪽부터)국경일, 법정기념일, 국제 기념일 아이덴티티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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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날짜를 강조하고 내부에 만세운동을 표현한 

'3·1절' 그래픽 모티브

[그림25]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표현한 

'제헌절'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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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빛을 되찾다'는 뜻의 광복을 표현한 

'광복절' 그래픽 모티브

[그림27] 국조 단군이 내려와 '하늘이 열린 날'을 표현한 

'개천절'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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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기본자음(ㄱ,ㄴ,ㅁ,ㅅ,ㅇ)과 모음( · ,ㅡ,ㅣ)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든 

한글의 제자원리를 표현한 '한글날' 그래픽 모티브

[그림29]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을 표현한 

'4·3 희생자 추념일' 그래픽 모티브



98

[그림30] 상해에서 충칭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지역들을 표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그래픽 모티브

[그림31] 광주 민주화운동의 물결과 의지를 표현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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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을 표현한 

'방재의 날'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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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철도와 철도산업의 발전대로를 표현한 

'철도의 날' 그래픽 모티브

[그림33]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6·25 전쟁일'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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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유대인의 학살을 표현한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그래픽 모티브

[그림35] 임신 10개월과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표현한 

'임산부의 날'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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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기념일의 계기가 된 샤프빌 학살을 상징하는 총알과 

인종차별 철폐를 다양한 피부색으로 표현한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그래픽 모티브

[그림38] 생물 다양성을 표현한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그래픽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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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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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3·1절'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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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제헌절'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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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광복절'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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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개천절'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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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한글날'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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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4·3희생자 추념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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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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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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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방재의 날'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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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6·25 전쟁일'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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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철도의 날'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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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임산부의 날'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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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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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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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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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3·1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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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제헌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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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광복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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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개천절'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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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한글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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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4·3 희생자 추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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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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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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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방재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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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6·25 전쟁일'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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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철도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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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임산부의 날'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131

[그림66] 'Inter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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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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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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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최종 결과물 전시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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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0] 최종 결과물 전시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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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억을 보전하는데 디자인이 기여할 방법을 찾으며 

시작된 본 연구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키며, 보이지 않는 인간 행위인 기억을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았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를 통한 깨달음이 개인을 성장케 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공동체도 스스로의 존재를 

확립하고 보다 진보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교훈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기념일과 국제 기념일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념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념일 아이덴티티를 제작하였다. 개별 기념일을 표현한 

그래픽 모티브와 해당 날짜, 그리고 기념일의 선정 계기가 된 사건, 혹은 기념일 

횟수를 텍스트로 배치함으로써 추상적인 인상의 전달과 구체적인 사건 정보를 

동시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연구의 결과물은 기념일과 관련된 국가, 혹은 국제 

행사에 활용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념일의 의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UN에서 기념일 

아이덴티티를 활용하는 것을 가정하에 공문서용 레터헤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안하였다.

 사회에는 법률과 같은 제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질서를 지키며 공존하기 

위한 강제된 규칙이 있는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사람들간의 합의가 

형성되어 상징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의례가 존재한다. 에밀 뒤르케임은 

이러한 의례가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92 근대 

국가는 그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의례장치를 마련해왔다. 기념관과 같은 

공간적 의례장치를 형성하는가 하면, 기념일이라는 시간적 의례장치를 만들어 

견고한 국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기념일이라는 시간적 의례장치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함으로써 관습적으로 익숙하게 지나쳤던 우리 사회의 지난날에 다시금 

92　의례, 사회학사전, 고영복, 2000. 10. 30., 사회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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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기념일 아이덴티티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다시 의례가 되어 사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줄기가 될 

수 있음에 연구의 의의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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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anded Range 
of Identity Design for 

Preserving Social Memories

: Focusing on Anniversary Identity

Kim Sohee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dentity design is a symbolic communication method to deliver a compressed 

“identity” of a visible or invisible target. Nowadays, identity design is mainly 

targeting corporate·group·person (Corporate Identity, Group Identity, Personal 

Identity), space or place (Hospital Identity, University Identity, Museum Identity, 

Library Identity, City Identity), festival (Event Identity), product and service.

 The purpose of identity design is to recognize the object through 

distinguishment and memorization. This study starts with the goal to expand the 

range of identity design by bringing isolated categories into an area of identity 

design. Whereas existing identity designs are dealing with physical things mainly, 

this study focuses on setting up the method to preserve and memorize specific event 

and period that once happen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odern nations, remembering the past events 

were significantly considered as a connection with the identity of the nation. Also 

today, a memory is an important social action for building identity for group. By 

memorizing historical events, we can know who we were, and through that we can 

define who we are now. Memory, as the phenomena of regeneration/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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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served experiences, is like the bridge that connects past to present.1 Memory is 

the social action that beyond personal area, there are several terms about memory in 

social science; social memory, collective memory, public memory2.

 Past events are preserved by commemoration, setting up holidays or memorial 

spaces. There are many other efforts to remember the past and make present in 

literature, music, art and design.

  11th September 2001, a tragic terrorism incident happened in New York, 

United States. 8 days after the attack on world trade center of New York, Daily 

News; daily press of New York, distributed the poster ‘I♥NY MORE THAN 

EVER’ designed by Milton Glaser. Citizens posted the poster on their own house 

spontaneously. The poster texted ‘I♥NY’ was originally designed by Milton Glaser 

in 1975. He redesigned the poster by adding more words and putting a wounded 

heart. The wounded mark was placed in left low part of the heart symbol signifying 

the location of the southwest of Manhattan where the world trade center once 

existed. In the poster, Milton showed an example of representing the invisible 

accident through design. 

 Previously, there were studies based on time in the field of identity design. To 

commemorate specific historical events, there are several examples like the symbol 

desig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and other event identity for 

anniversary. This study intends to make identity design focusing on periods of each 

historical event. Objects of anniversary identity design are selected from national 

holidays, other legal holidays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days. Prior to 

visualization, I referred the formative principle of heraldry, which is the origin of 

contemporary symbol marks. For example, Emblems of Europe and Japan represent 

the history and the value of one’s family. Based on a formative principle of heraldry 

and other identity designs, the purpose of anniversary identity is to deliver contents 

1　Memory, doopedia

2　‘Social Memory’ is the term used for the academic field of social science. It represents shared 

memory about salient events of society that preserved through the social practice. Discussed by 

Emil Durkheim and Henri Bergson, and Maurice Halbwachs, other similar words are collective 

memory and public memory and so on.



143

and value anniversary from historical events.  The function is to understand the 

period of specific event that happened in various way. Anniversary identities could 

arouse people’s interests about the past and pose problems to present.

 Completed anniversary identities could be useful to the related observances at 

public area so that they could help recall the memory of historical events. Looking 

forward to remembering and ruminating periods of our own past with a better 

insight for future,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range of identity design.

Keywords: Social Memory, Identity Design, Anniversary Identity

Student Number: 2014-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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