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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 요소로 무형적 유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 

그 중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언어는 도시 간판 버려진 전단, 

지 자동차의 번호판 건축물과 같이 유형적인 것이 있다면 도시에 살아, , 

가는 사람들의 행위나 모습과 같이 사람에 의해 비롯된 문화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두 다른 도시를 .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그 중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양. 

상을 띈 남 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울과 · . 

평양 두 도시는 한국전쟁 이후 두 국가의 변화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 국가가 가진 문제를 정치적 사안 체제통합 중, 

심이 아닌 문화와 정서적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 

여러 민간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두 . 

도시를 연구하며 서울과 평양 두 도시 모두 수용가능한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속에서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갈 디자인적 방법을 .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된다  . 

첫 번째는 도시의 개념과 기원 및 형성을 정리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 

요소와 유형에 따라 나누며 도시의 기능을 구조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 

으로 바라보고 도시 공간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연관성에 대해 소개한

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의 서울과 평양은 체제뿐만 아니라 지형 조건  

을 바탕으로 다르게 만들어졌으므로 강남과 동평양 강북과 서평양을 비, 

교하며 도시 풍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울과 평양 도. 

시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수근과 김정희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두 도

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각 커뮤니, 

케이션과의 연결성과 변화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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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일과 같은 사례 국가들의 통합과정 디자인 정책 및 디자인 변화와 

인터뷰들을 정리하여 분석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전체적인 관점  

으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한 장소적 개념을 위주로 기. 

존의 한계점을 찾고 역사와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네 번째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이론을 배경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인 서울과 평양의 시각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남북한 모두

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방향을 모색한

다.

마지막으로는 서울과 평양에서 찾은 여러 시각 언어들과 남북한이 동  

시대에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에 사용된 한글

을 활용한 아이덴티티와 현재 평양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래픽 요소

인 색채 형태 그리고 서울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의 이론들을 조합, 

하여 새로운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제안한다 즉 현재의 . , 

시점에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며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두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화 역사 건축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 , ,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여 하

나의 도시 스토리 샵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서울에 관한 연구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서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  

을 두 지역으로 양분하여 조사하려고 한다 이에 서울과 평양을 비교한 . 

도서를 비롯하여 서울을 소개한 잡지 전시와 선행연구를 참고하며 서울, 

의 문화적 특성과 도시민들의 삶 거리 간판 등의 시각 자료들을 외부인, 

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서울과 평양이라는 두 도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남북한 공통 언어인 한국어를 . 

동시에 사용하던 시기에 연구되었던 한글 바탕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또. 

한 두 도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브랜드를 구축해 제안한다 동시에 남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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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안정적인 통일 문화를 창조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적 차이의 희소적 가치를 바탕으로 상징적 시각 언어를 분석

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시각문화 일상 용품 도시 서울 평양 브랜드디자인: , , , , , 

학  번 오 혜 윤 : 2017-29677 (E-Mail :hyeyoon.o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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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오늘날의 디자인은 물리적인 형태와 아름다움을 넘어 대상과 사용자   

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가치에 주목

한다 이 중 도시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와 연관시키는 새로운 공간 경. , 

험과 추억의 결과로 유발된 감정의 정서적 차원 을 포함하여 집단적이‘ ’
고 자기 의식적인 감정구조 를 바탕으로 한다 그 중 도시는 한 민족‘ ’ . ,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확장시키는 도구 중 하나이다 마. 

틴 하이데거 의 철학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의 반복적인 (Martin Heidegger)

행동 습관들이 그 공간과 도시에 대한 의미를 창출한다고 했다, . 

도시를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한 도시의 경험을 신  . 

체적인 근접함을 통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각 커뮤니케이

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도시는 기호 그래픽 미. , , 

디어 언어 행위를 통한 매개되는 특성을 띈다 즉 한 도시의 구조를 , , . , 

인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환원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도시는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 

이며 넓은 의미에서 문화 역사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

서울과 평양은 한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년 휴전 후 각기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도시 1953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며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

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 ,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특히 현 정부에. 

서는 김대중 정부의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최‘ ’
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남북 교류와 협력 통일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는 내부의 문제를 . 

1) 이 논문은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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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국제적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민간에서도 다양. 

한 전시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중 서울과 평양은 한반도 두 문화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도시  , 

라고 생각한다 년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메트로폴리스로 . 1980

자리매김한 서울과 사회주의 이념을 담아 도시 규모를 최소화하여 도시

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을 배제한 평양은 같은 시기에 복구가 시작되었

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도. 

시의 이면을 보이며 한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 북한은 유사한 언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문화적 특성을 · , 

보고 배우며 자랐다.

서울과 평양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년   . 1969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교류와 화합을 시도했지만 (Willy Brandt)

독일은 문화와 심리적 측면에서 계속적인 분단 상태를 겪어야만 했던 

독일2)처럼 남북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사안 체제통합 중심으로 ,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화 정서적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통일논의의 틀을 ,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와 예술에서도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교류와 통일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바탕   

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인 서울과 평양의 디자인 문화 도시 , , 

그리고 국가 체제의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수많

은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의 공간을 관찰하여 우리사회의 

여러 쟁점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 거리의 간판 상품 속 상표와 , 

포장 생필품 등에 사용되는 형태 언어 시각적 이미지와 같이 쉽게 접, , , 

할 수 있는 사물들의 특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

을 제안하여 두 도시 브랜드가 하나의 문화로 통일된 두 국가의 수도에 

위치할 상징적인 스토리 샵을 제안하는 것이다.

 

2) 김누리 통일과 문화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서울 역사와 비평사 , , , ( : , 2009), p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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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연구 진행 절차 1.2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

첫 번째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  

다.

두 번째는 도시의 그래픽의 개념과 정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도시를   , 

구성하는 시각 요소들을 바탕으로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을 구조적 사회, 

적 경제적으로 살펴본다, . 

세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의 달라진 서울과 평양은 체제뿐만 아니라    

지형 조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강남과 동평양 강북과 서평양을 , 

비교하며 도시 풍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울과 평양 .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수근과 김정희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각 커, 

뮤니케이션과의 연결성과 변화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여 정리하

고자 한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들과 그 기능을 세 부분으. 

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독일과 같은 사례국가들의 디자인 정책 및 변화, 

를 살펴 서울과 평양의 시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다.

네 번째는 대표적인 도시들의 브랜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문  

화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는 . 

두 도시 서울과 평양의 시각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현재의 시점

에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며 사례들과 앞서 살펴

본 이론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들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전체적인   

관점으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한 장소적 개념을 위주로 . 

기존의 한계점을 찾고 역사와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 두 국가 공통 언어인 한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도

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두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화 역사 건축 언어를 , , , 

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에 대한 차이점과 공

통점을 기반으로 두 도시 모두에 쓰일 수 있는 스토리 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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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형성2. 

도시의 그래픽 정의 및 요소 2.1 

 3)도시의 이미지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며 도시를 ,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도시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

성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거리의 표지판 상점들의 간판 길거리에 버려진 전단지. , , , 

맨홀 뚜껑 등은 모두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중 . 

우리 주위에서 접하는 흔한 사인들의 모습 안에는 도시의 도상과 지표 

혹은 상징의 이중적 속성이 담겨 있기도 하다 또한 도시 속 그래픽은 . 

그 도시를 단면적으로 표현한다 세계의 각 도시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 

모습으로 도시를 표현하고 문화를 반영하는 도시의 아이콘으로 저마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며 도시를 표상한다. 

도시 속 그래픽의 기호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

첫째 도상적인 기호 유형이다 기호체와 닮은꼴 이미지를 도상적 기호  , . 

로 부르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표이다 기호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로 이를 지표라고   , . 

지칭한다 예를 들어 사인 과 같은 직관적으로 도시에서 인지가 가. , (sign)

능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셋째 상징이다 연관된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가 기호와   , . 

기호가 의미하는 것의 관계를 학습하여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의존하는 

경우이다 문자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 얻은 상징적인 기호 중 대표적인 .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김형보 이준형 을 이용한 도시 이미지요소 산업기술연구 , (2007). Cognitive Mapping . 「 」
지, 21,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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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 이미지의 유형 연구자 재구성[ 1] ( )

출처 이우종 김남정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 , , , ˹ ˼
대한국토 도시 계획학회 제 권 제 호 , 40 6 2005)

도시의 기원 및 형성 2.2 

일반적으로 인류학에서의 공간은 인간을 위한 물리적 배경으로 쓰이는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장소를 지칭하였지만 년대 말 이후1980 , 4)학문적 

개념으로서의 공간과 장소가 주목 받으며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 중 도. 

시는 역사성 문화성 장소성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며 그 안에 사는 사, , 

람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도시의 본래 의미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나 도시라는 한자의 어원  

과 같이 일정한 범위의 땅에 상업이 번성한 곳을 뜻한다 하지만 도시의 . 

4) 정현모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 등장 비교문화연구 (2013). ‘ ’ . , 19(1), pp.110.

도시 이미지

실제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시설 건축물 박물관, , , 
교통시설 기반시설 랜드마크, , 

자연환경 해변 바다, , , 
기후 소음, 

역사성 전통 관습 역사적 , , , 
맥락 인간 활동 물가 범죄, , , , 

친절성 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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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보통 특정한 시각. 

에서 도시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도시란, 

거주인구의 밀집이라는 외형과 차 산업보다는 비 농업적 활동 차1 , 2 , 3

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구성비가 크고 정치 행정적 영향을 가진 곳과 ,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 칭한다. 

도시는 농경 생활을 하던 이전의 인류에서 채집 및 수렵 경제에서 농  

업 경제로의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 

스스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류의 생활양식과 인구 성

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동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의 변천은 . 

인류의 거주 형태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을 뿐 만 아니라 노동과 사회 활

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농사를 짓는 환경이 유리했던 장소들이 . 

먼저 농경마을의 형성과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초 역할이 되었고 도시 , 

혁명으로 이어지며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농업은 점점 산. 

업화가 되었고 도시는 새로운 자연으로 의미 지어졌다 이전의 자연과는 . 

다른 의미로 발전하며 자연의 풍경 먼 산 건조한 사막은 도시와 관계, , 

를 맺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먼 공간으로만 느끼게 되었다. 

지금의 도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퍼센트 이상이 머무는 공간이다  50 .  

한국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 도90 . 

시는 여러 면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도시는 인구 규모가 더 , 

크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취락과는 구별된다 또한 위상 면에서의 도시. 

는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의 중심으로 상호 간의 주관적인 의미와 영향, , 

과의 복잡한 층을 통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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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2.3 

사회적 측면 2.3.1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전문가들이 많  

은 곳으로 인공적인 환경이 우수하며 사회 계층화가 높은 곳이다 또한 .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서로 만나는 터

전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세상을 담고 있는 창고이자 농촌과 

구별되는 다양한 거주 형태 사회적인 공간 배치로 도시마다 구역별로 ,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 시설적 측면 2.3.2 , 

도시의 기능은 시대 사회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도시는 사  , . 

회 제도의 중심부로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 시설적 측, . 

면에서 도로 상하수도 고층 건물 등 여러 물리적인 시설이 집적된 지, , 

역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이다 또한 다. 

양한 인간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인공적 물리적 장치를 갖추며 이 결과 ,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도시를 구분하고 규정하는 뚜렷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2.4 

 

도시를 하나의 시각체로 바라보았을 때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에 대한 연구는 년 캐빈 린치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널1960

리 사용되는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린치는 도시의 모든 형태. 

와 규모에서 도시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읽히는 도시 읽기 쉬운 도, 

시 찾기 쉬운 도시에 대해 논의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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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 이미지의 구성 범위[ 2]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 이미지 개선 사례 모음집 연구자 재구성( : (2013) , )

도시를 구성하는 시각 요소는 크게 상징체계와 환경체계 유 무형으  , ·

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 

민 문화 시설 등을 들며 하나의 조직체로서 성립된다 시민은 도시를 , , .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개인으로 본 인간이기도 하며, 

집합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 구성 요. 

소로 동시에 도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5)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 』
pp.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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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3. 

체제와 도시환경   3.1 

평양의 면적은 서울보다 약 배 정도 넓지만 인구수는 배가량 적으며   3 3

인구 밀도 또한 배 정도 낮다 인구 만이 넘는 남한의 수도인 서9 . 1,000

울특별시와 인구 만 명의 대도시인 북한의 수도 평양직할시는 남 북304 ·

한의 대표 도시이자 자부심의 도시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서울과 평양은 . 

비슷한 시기에 재건을 시작하였다 두 도시는 체제를 기반으로 전혀 다. 

른 도시의 형태를 재건되었고 발전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공습으. 

로 시가지가 초토화된 서울과 평양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위해 본격적

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서울은 급격하게 재편되어 서구적 근대화로 바뀐 새로운 공동체의 장  

소로 변했으며 모던 이미지를 부여받게 되었고 년대 본격적으로 도, 1980

시화가 진행되면서 메트로폴리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도시 재개발. , 

계획적 도시 공간 구축 등으로 년대 서울은 거대 도시로 탄생했고 이80

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화 과정을 통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세계 도시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며 정치 경제 문화에서 최상단, , 

의 지점이자 권력과 위세를 부여받은 공간이 되었다.

반면 서울보다 많은 공격을 받은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를 만들기 시작  

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담아 도시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도시에 구를 집중시키는 것을 지양했는데 이는 과거 자본주의의 형상이

라 여겼다 년 서울의 건축가 김수근과 평양의 건축가 김정희는 같. 1953 , 

은 시기 각 국가 이념을 따라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 

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대동강을 축으로 동평양은 각각 격자형 구조, 

로 지어지며 인구 만 명을 위한 계획도시를 시작으로 한강으로부터 약 10

킬로 떨어진 곳을 서울로 계획하며 지어지기 시작했고 반면 평양은 대4 , 

동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평양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하며 주택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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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통의 옳은 배치와 도시 주민 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 구역을 옳게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시 규모를 최소화 한다 라‘ ’
는 사회주의 이념을 도시에 반영시켰다 이는 과거 독일에서도 볼 수 있. 

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서울과 평양을 규모로 비교. , 

할 수 없는 단적인 이유이다. 

산지가 많고 대동강과 보통강을 중심으로 강으로 둘러싸인 평양은 지  

형조건에 맞게 도시를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평양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 

만들었으며 사회주의 기본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민대학. 

습당 김일성광장 미술관 박물관이 도시 중심부에 삼각 구조로 만들어  , , , 

인민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계몽의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
현재의 우리의 학교 형태와 흡사하다.

 

그림 인민대학습당 주위 전경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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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대동강 3.2 

서울과 평양은 한강과 대동강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랜드마크 중 하  

나이다 한강은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양 역시 대동강뽀트. , ‘
장 에서 시민들이 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언론에 공개되기도 ’
한다. 

대동강은 평양을 가로질러 평남 대흥군과 함남 장진군 사이의 한태령  

에서 발원 남포시에까지 흘러든다, 6) 한반도에서 번째로 긴 강으로 북. 5

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유역 면적은 약 만 킬로미터가 넘으며 산2

지 지형이며 하류 지역은 벌과 넓은 평야 지대가 발달해 왔다 대동강, . 

은 주로 공업 및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교통로로 활용되어 평양에서 남, 

포 황북 송림으로 가는 뱃길이다 또 다른 의미로서의 대동강은 이전의 , . 

평양이 재건될 당시 대동강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계획 중 

하나였다 하지만 년 김일성의 세 생일을 맞이해 인민대학습당과 . 1982 70

주체사상탑을 지으며 도시의 상징축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는 기능. 

으로서의 평양을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축을 만들었지만 대동강

6) 통일신문 . 2002.05.27.

그림 대동강유원지 출처 노동신문[ 2]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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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강 역시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이용되며 교통로로도 활용되기도   , , 

한다 한강에는 댐들이 건설되어 홍수가 났을 경우 조절이 가능하며 전. , 

력이 생산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동강과 마찬가지로 시민들. 

의 접근성을 높여 공공의 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강은 냉전체‘ ’ . 

제로 인하여 배가 다니지 못해 다른 도시들의 강들과 비교해 물류 기능

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졌지만 한강연안개발계획으로 주변에 

호수화를 통해 한강의 물길을 서해와 연결시키는 경인운하를 만들었다. 

한강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며 입법부를 여의도로, 

사법부를 강남으로 옮기며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

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해 건강하고 민주적인 도. 

시 공간을 만든다는 큰 비전을 토대로 생태 문화 공공성 회복이라는 , , 

명목 아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동강을 중심으로 평양의 서. 

쪽은 년대 이후 개발이 시작 되었고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인70

민경제대학 등 다양한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몰렸다7).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서울은 건물 안에 서울을 보여주는 세운상가  ‘ ’,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워커힐 프로젝트 자유센터 여의도 한강연안개, , 

7) 김영훈 남북정상회담 서울 평양은 닮은꼴 도시 중앙일보 (2000). ‘ , ’. .

그림 서울 한강[ 3] 
출처( : Google maps)

그림 평양 대동강[ 4] 
출처( :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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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재의 서울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 

와 함께 해방 직후의 평양은 공공프로젝트로서 김일성 종합대학 중앙종, 

합병원 만경대혁명학원 해방텔 등 모두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기반으, , 

로 지어나갔다 서울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은 평양은 완벽한 사회주의 . 

국가를 재건하기에 적합하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 

하며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지은 평양의 

모습은 모던한 느낌을 지닌 현재의 서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년대 민족건축양식을 토대로 건축의 틀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평1960-70

양의 모습은 년도 평양복구계획도와 매우 흡사하다1985 . 

남 북한의 체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광장인 서울 광화문광장과 평  ·

양의 김일성광장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만든 도시 건축물

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은 조선시대 궁권과 . 

육조거리 등 전통의 흔적이 남은 가운데 자본주의적 욕망이 깃든 마천루

가 즐비하다 반면 김일성 광장은 좌측의 미술관 중앙에 도서관 우측에 . , , 

박물관으로 계몽적 성격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평양은 우리나라의 서울과는 달리 성곽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격자형 신  

시가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도시를 갖추었다 한국전쟁 이후 초토화. 

된 평양은 일제잔재를 모두 제거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사회주의적 이상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평양을 중심. 

으로 격자와 방사형 도시구조 속에 광장과 기념비를 배치하였는데 이는 

권력을 상징한다 이처럼 과거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평양은 사회주의 계. 

획경제하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규모를 최소화하였

다. 

그림 광화문광장[ 5] 
출처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

그림 김일성광장[ 6] 
출처( : BBC News Kore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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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의 시각 환경 요소들3.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를 볼 때 분석대상이 되  

는 행동이나 현상을 텍스트 라 규정한다 텍스트는 행위 상징 등이 (Text) . , 

외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존재한다 캐빈 .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Path, District, Edge, Landmark 

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의 내렸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Mode . 

도시 속에 살아가는 시민으로부터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가진 도시가 만들어진다 시민과 도시의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비교하기 위해 비슷하지만 체제속에서   

서로 다른 도시 이미지로서 다른 언어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으, 

며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리 간판과 사람들의 , 

행위 그리고 도시의 색 건축물들의 배치와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 , . 

중에서도 자국의 문화가 중요한 산업의 요소로 발전한 북한과 외국 문화

들이 많이 들어온 한국의 모습은 서울과 평양에서 더욱 더 두드러진다. 

남한과 북한은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사회운영 시스템이 달라졌으며   

국가의 계획에 의해 문화 생활이 달라졌다 북한의 문화생활은 기본적, . 

으로 계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민 당 혁명 투쟁 과 같은 어휘‘ ’, ‘ ’, ‘ ’, ‘ ’
들이 많이 사용되며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활 어휘로 자리 잡았

다8) 따라서 매체 속 평양의 길거리 부착된 포스터 홍보물에서도 많이 . , 

볼 수 있다.

8) 전영선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 .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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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 아래 북한의 길거리 포스터 [ 7] , : 
출처 위 아래 한겨레 커뮤니티( :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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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의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거리 간판과 상업  

적 목적을 띈 홍보물들이다 야경으로 유명한 서울에는 그만큼 밤 시간. 

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한 홍익. 

대학교 근처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일을 하러 나온 사람과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쓰레기가 쌓인 모습 화려한 조명 길거리에 버, , 

려지는 상업적 광고 인쇄물도 있었다. 

또한 도시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작은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물 목적에, 

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양상 모두가 도시의 경관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이며 도시에 놓인 다양한 간판 언어를 통해 그 도시 사람들의 생활

상과 사회 언어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 . 

양한 시각 언어들과 색채 형태 사람들의 행동양상은 도시에 대한 기억, , 

과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림 평양역 안 매대 사회상을 나타낸 현수막 [ 8] , 
사진( : Shaneohodh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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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하철 역 주번 모습 사진 연구자[ 9] ( : )

그림 재활용품 수거 리어카 사진 연구자[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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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빈 린치는 위의 상반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시의 제도  

적 장치로서 도시 공동체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며 도시민의 삶을 흐, 

르게 하고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이라고 했다 즉 도. , 

시의 길을 파악하면 도시의 성격과 이념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사회주의 

도시는 도시 전체를 백화점 진열장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반면 민주주의 

도시에서는 개별적인 특색을 갖추며 발전해 나간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도시 속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각 언어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도시를 단면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도시 경관을 표현하는 . 

도시 간판 자동차 차량 번호판 대중교통 버려진 전단지 디자인된 도, , , , 

시 쓰레기통 등의 차적인 상징물과 도시 속에 살아가는 도시민 대중교1 , 

통을 기다리는 도시민들의 행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 도시 곳곳의 

벽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차적인 시각 언어가 존재한2

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거리속의 간판 홍보물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고유  , 

그림 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연구자[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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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사람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본 시각 언어와 함께 역사 사회체, , 

제에 의해서 자리 잡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문화상을 통해 도시의 시

각적 이미지를 총 세 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명절 기념일 , 

먼저 역사적 기념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 명절은 민속명절과  . 

사회주의 명절을 포함한다9) 그 중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 

월 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과 월 일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로 ‘4 15 ( )’ ‘2 16 ( )’
북한 당국이 정한 민족 최대의 명절로 언급된다 북한이 지정한 개의 ‘ ’ . 9

기념일 중 김일성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국제노동자절 월( ) ( ), (5 1

일 정권창립일 월 일 당창건일 월 일 해방기념일 월 일 헌법), (9 9 ), (10 10 ), (8 15 ), 

절 월 일 은 사회주의 명절로 설날이나 청명 민족명절보다 더 큰 의(12 27 ) , 

미를 가진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맞이해 군중 행사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명  

절보다 더 화려하게 진행되며 기념일의 경우에도 특별한 해에는 이틀간 

쉬며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의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 국가‘
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로 민족최대의 명절 이라 불린다 그만큼 북한 ’ ‘ ’ .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행사 중 하나이며 이외에 양력설을 포함

해 총 개가 지정된 공휴일로 불린다8 .

반면 한국은 양력설 음력 월 일 설날 절 월 일 부처님 오신   , 1 1 , 3.1 (3 1 ), 

날음력 월 일 어린이날 월 일 현충일 월 일 광복절 월 일( 4 8 ), (5 5 ), (6 6 ), (8 15 ), 

추석 음력 월 일 개천절 월 일 한글날 월 일 기독탄신일( 8 15 ), (10 3 ), (10 9 ), (12

월 일 로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총 일이다25 ) , , 15 . 

그 중 가장 양력설은 전 세계 모두에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큰 의미를 

가진 날 중 하나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한국의 서울 또한 여느 도시들과 . 

같이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이 담긴 문구와 새해를 상징하는 ‘ ’
일러스트 오색색동이 함께 배치된 현수막을 길거리에 많이 부착해 둔, 

다 또한 일가친척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떡국을 먹으며 보신각 타종과 . 

9) 전영성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 . . pp.247



- 32 -

각지의 해돋이 행사 불꽃놀이 등을 하며 바쁘게 살아간 시민들의 일상, 

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축제로 여의도에서 불꽃쇼와 영상 음악, , 

레이저 등 다양한 축제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림 새해를 축하하는 서울 거리 현수막 [ 13] 
출처 경기일보( : (2017))

그림 김정일 생일[ 12] 
출처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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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쓰인 그림 은 북한의 달력에 쓰인 글로 북 [ 15}

한의 가지 서체 우상향하는 백두산 서체 와 붉은기체 의 조형적 형태6 ‘ ’ ‘ ’
와 가장 유사하다 이는 김정일의 필체를 차용해 만든 서체로 글자 간격. 

그림 새해 평양 길거리 [ 14] 
출처 노동신문( : , 2014.1.22.)

그림 북한의 새해 첫 인사말 연구자 수정[ 15] ( ) 
출처 이승현 통일뉴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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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좁으며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거리 간. 

판 포스터 패키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와 다소 차이를 가, , . 

진 북한의 인사말은 북한의 대중잡지인 천리마 에 의하면 주로 (2001.1.)

새해를 축하한다 부디 행복하거라 건강을 축원합니다등 복 받으란 ‘ . ’, ‘ ’
표현은 조물주가 주는 것이 아니란 관념으로 운수나 복은 주술적인 뜻으

로 기피되는 단어이다 이는 북한이 민속명절을 없앤 이유와도 연관성을 . 

가진다 과거의 명절에는 속신적인 행위와 제사 등의 미신 이 적지 않았. “ ”
고 이는 사람들의 사상의실 발전을 저해하고 생활을 구속하는 반동적, “
인 것 이라고 하며 봉건제 사회에서의 유습 관례를 계승할 필요가 없다”
고 보는 것이다10).

하지만 양력설은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는 날 중 하나로 북한의   

평양도 서울과 같이 자정 에 제야의 종소리에 이어 대동강변을 중( )子正
심으로 야외축포 행사를 통해 새해를 알리며 만수대언덕 금수산태양궁, 

전 김일성광장 등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헌화한, 

다 반면 서울에서는 보신각종이 번 울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하지만 . 33

평양은 번 울리며 새해가 시작된다 우리는 불교의 뜻에 따라 번 종12 . 33

을 치는 반면 종교적 의미를 배격한 북한은 달의 의미를 담아 번 종12 12

을 친다 또 다른 점으로 평양시간 정오가 되어서 통치자의 신년사와 함. 

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만수대 언덕으로 올라가 두 통치자에게 절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교통  

현대 도시에서의 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분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도시에서의 교통은 시민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현대 도시로서의 평양은 기본을 보장하고 주택 산업 교통. , , , 

을 옳게 배치하면서 도시 주민의 건강조건을 잘 갖추는 것이었다 하지. 

만 북한 이주민의 인터뷰에 의하면 평양의 대중교통은 서울에 비해 매‘
우 미약하다 고 한다 평양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무궤도 전차’ . ‘ ’
는 트롤리버스로 모터를 돌려 사용하는 것을 칭하며 평양의 대중교통 기

10) 전영선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 . . p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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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수단 중 하나이다 한국 전쟁 이전 한반도에서도 서울 부산 평양 모. , , 

두에서 운영했지만 전쟁 이후 평양은 폐지되었고 서울과 부산 또한 1960

년대 자동차의 대중화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자동차를 소유. 

하는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이 드문 이유로 노면전차 

도입을 결정하였고 트롤리버스인 무궤도 전차와 노면전차인 궤도전차가 

함께 운행 중이다 무궤도 전차는 년부터 운행되었으며 버스보다 도. 1962

시 내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평양의 교통망은 여객 이동에 따라 지하철도가 통과되고 있는 중심지  

역 중간지역 주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무궤도전차 이외에 최근 만들어, , . 

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통일거리 광복거리를 지나는 새로운 교통수, 

단인궤도전차 는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서평양과 동평양을 연결하는 ‘ ’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생겨났다 현재 만경대구역에서 대동교를 지나 송. 

신역까지 개통되어 운행 중이며 주로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 많은 시민들

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평양의 대중교통이다. 

두 번째로 지하철이다 주민들은 주로 지하궁전 이라고 일컫는 평양의   . ‘ ’
지하철은 년 인민경제 개년 계획 기간 중 건설되었으며 천리마선 1961 7

그림 평양의 전차 [ 16] 
사진( : Morav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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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역이 개통되었다 이후 혁신선 만경대 노선이 완공되었다 평양의 (6 ) . , . 

지하철은 평양시의 중심거리를 따라 동서 남북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 2

있으며 개의 중심구역을 지니고 있다 평양의 도시교통 안병민 평양 7 . ( , ) 

지하철 운행은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번의 건설 끝에 개통이 되었1973 4

다. 

지하철의 각 역은 지하궁전이라고 불리어지듯 평양의 역은 호화롭게   

치장되어 있다 모든 역이 각기 독특한 외양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는 대. 

리석 돔형으로 축조되어 각종 벽화는 물론 이른바 모자이크와 샹들리에

로 장식되어 있다 지하철의 공식 운행시간은 오전 시 분부터 오후 . 5 30

시 분까지라고 알려져 있다11 30 . 

반면 서울의 지하철은 호화로워 보이는 평양의 지하철과는 달리 깨끗  

한 신도시의 문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지하 백화점과 같이 역 안에 . 

위치한 다양한 상점들 서울의 번화가에 유독 많이 위치한 화장품 판매, 

점들은 지하철 역 안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의 도시들과도 비교되. 

는 특징 중 하나이다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지하 쇼핑몰 은 도. ‘ ‘

그림 평양 지하철 역[ 17] 
출처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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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함을 넘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

며 단순히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사는 역이 아닌 쇼핑몰로서의 역할, 

도 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평양 지하철의 가장 다른 점은 지하철역의 수와 노선의   

개수이다 서울은 한국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시 철도 체계이지만 런던. , 

파리 뉴욕과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평양은 현재 세 노선만 운행 중이, . 

며 아래의 노선도에 포함된 계획선을 포함했을 때 총 네 개로 서울과 차

이가 있다.

그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 18] 
출처 심하림 ( : (2016). Iz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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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양 지하철 노선도 계획 노선 포함[ 20] ( )
출처( : Motohiko(2017))

그림 서울 지하철 노선도 [ 19] 
출처 안상욱( : (2015). Bl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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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자와 지하철 이미지  ‘M’
를 나타내는 심벌 을 사용하여 이전의 열차 선로의 형태에서 모(Symbol)

그림 서울 지하철 로고 연구자 재구성[ 21] ( )

그림 평양 지하철 로고 연구자 재구성[ 22] ( )

그림 천리마체 호 천리마긴굵은체[ 23] 6 ( )
출처 월간디자인 호 그림 ( : , (1994). 8 . P.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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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프를 따온 형태에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평양의 지하철 공. , 

식 로고는 지 라는 글자와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 형태의 자 형태가 ‘ ’ ‘V’
어우러져 지하 즉 지하철도 지하철의 의미를 나타내며 기존에 있던 서, ( )

체가 아닌 천리마체 호 천리마긴굵은체 에서 변형된 모습이다 이에 사6 ( ) . 

용된 붉은색과 파란색은 인공기를 연상시킨다. 

평양의 교통수단은 서울과는 비교가 불가하며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평양은 사회제도나 지리적 여건으로 발달이 늦어져 평양을 . 

중심으로 한 곳만 발달되어 있다 지하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과 비슷하. 

게 미터 승강기를 타고 들어가지만 두 개의 노선뿐이며 궤도전차 무150 , 

궤도전차 버스가 다녀도 올바른 운행이 어려워 출근 시간에 죽는 사람, 

들도 있다고 한다. 

반면 서울은 시간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  24

이 많이 붐비는 곳들을 중심으로 올빼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런던과 . 

같은 대도시의 나이트버스와 비슷하지만 올빼미버스는 자정부터 새벽 3

시 분까지만 운행된다 서울에서는 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고 누구나 50 .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자동차 윗부분에 택시 사인을 달고 . 

다니는 모습은 평양과 서울 모두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인터뷰에 의. 

하면 평양의 택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양에서 택시는 외화를 .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싸 요금 때문에 관광 온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고

급 대중교통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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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진 평양의 택시 [ 24]

의 모습이다 평양의 자동차 번호판은 이전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듯 앞. 

에 지역 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앞 두 자리 숫자는 사용 기관을 의미. 

하고 있으며 의 숫자는 인민보안성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에 부여되‘15’
는 숫자이며 택시는 번을 사용한다 반면 그림 와 같이 푸른 계‘49’ . [ 25]

열과 흰색의 조화를 활용한 항공택시는 하늘의 색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서비스라는 말보다 봉사 라는 말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 ’ . 

그림 평양 택시 자동차 번호판 연구자 수정[ 24] , ( )
출처 이영재 연합뉴스( :  (2014). )

그림 평양 고려항공택시[ 25] 
출처 연합뉴스 북한 고려항송 공항 오가는 택시 서비스 ( : (2015).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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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주로 그림 과 같이 노란색 택시를 쉽게 볼 수 있으며   [ 26]

차량 번호판 또한 평양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년 이후 변형된 번. 2007

호판은 한글 용도기호 뒤 위 변조 방지 비표를 삽입했으며 서체의 획 ·

굵기를 늘려 가독성 높이며 일부가 가려져도 글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추후에 바뀔 번호판은 숫자의 곡선이 조정되어 . 

한글에는 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San-Serif) . 

아래의 두 그림은 서울과 평양에서 사용되어진 교통카드이다 서울시  . 

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카드 디자인을 기본으로 그[

림 이외에도 다른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년까지 쓰인 27] . 2015 ‘Hi Seoul’
문구는 개인택시나 대중교통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평양의 교통카드는 좌측 상단에 위치한 평양지하철 로고와 함께   

빛을 뚫고 나오는 지하철의 그림을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여 지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이

다 빛을 뚫고 나온다는 종교적인 그림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에 . . 

그림 서울시 택시 차량 번호판 연구자 수정[ 26] , ( )
출처 김예윤 동아일보(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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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북한에서는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조선. 

화에서 보여 지는 특징인 대상의 본색을 지배색으로 하여 화면의 색조를 

통일하는 방식11)으로 흐트러트림을 피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평양지. ‘
하철도 라는 문구는 붉은 계통과 우상측으로 기울어진 김일성의 서체인 ’
백두산체와 같이 기울여 사용했으며 천리마체와 유사한 형태의 서체를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강성원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 . . p.396.

그림 평양 지하전철 카드[ 28] 
사진( : humanitydesideus)

그림 서울 패스[ 27] 
출처 서울관광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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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년 월부터 인천 경기도 전철 모두 회용 카드식 승  2009 5 , 1

차권이 도입되었다 이전의 종이 형태의 승차권을 대신해 회용 카드를 . 1

만들어 다 쓴 카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전과는 달리 무분별한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평양의 지하철도 차표는 이전의 서울 . 

지하철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사용했으며 북한의 디자인산업미(

술 의 표현법인 주제와 의미를 중요시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화면 )

구성과 색감을 명료하게 하여 상징체계를 사용12)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중간에 들어간 지하철 표기와 사회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별을 이용했

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혁명 중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 

수 있다.

철도  

평양을 기종점으로 하는 간선철도는 평의선 평부선 평나선 평남선  , , , , 

12) 강성원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 . . pp.403.

그림 서울시 지하철 회용 교통카드[ 29] 1
출처 한우진 오마이뉴스 ( : (2009). )

그림 평양 지하철도 [ 30] 
차표

사진( : humanitydesid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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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덕선이 있다 평양역은 주로 장거리 특급 국제여객열차가 운행되며 . , 

서평양 보통강역 대동강역에서 보통열차가 도착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 , . 

들이 평양을 가기는 쉽지 않으며 국가 간부들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서. 

울은 부산까지 약 키로 미터를 약 시간 만에 도착 할 수 있게 되었325 2

지만 평양의 철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는 대게 . 2

일에서 일정도 기차를 타야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인3 . 

들은 며칠씩 기다리거나 암거래로 사기도 하며 사망한 직계가족이 있지 

않은 이상 표를 구하기는 어렵다. 

언어 3.4 

남 북한 언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남한은 년대 이후 문화  · . 1980 , 

경제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국어순화운동과 같은 외래어 배척, 

고유어 발굴 등 언어교육을 시행했지만 컴퓨터 용어를 중심으로 외래어

가 급속히 늘어나며 일상용어로서 자리 잡았다 이전의 남한은 영어를 . 

섞어 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풍조를 개탄하며 우리 어휘 중 퍼센70

트 이상이 한자임에도 영어를 쓰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였다 하지만 현. 

재의 한국은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며 긴 표현을 간소화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이는 언어가 사회. 

의 인식과 문화를 반영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마련하여 발표한 언  1933 ‘ ’
어의 규범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하지만 두 국가의 언어 표. 

현은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북한은 국가의 주도로 외래어를 순수 한. 

국어로 바꾸어 사용하며 주체적인 입장에서 외래어를 수용한다 또한 김. 

일성과 김정일에게 사용되는 언어는 최고 수식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화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언어관인 언어 도구관에 입각하여 혁‘
명적 건설의 힘 있는 무기 로서의 언어의 복무적 역할’ 13)을 높여야만 했

기 때문이다 조선어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특징은 모음 어 의 원순화. ‘ ’ , 

13) 남성우 정재영 북한의 언어생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1990). . ,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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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음 두드러지는 된소리 현상 짧은 리듬의 단위, , 

의 억양이 있다 이 중 짧은 리듬은 전투적이며 선동적인 효과를 동시에 . 

내고 있어 가장 다른 점 중 하나이다 또한 어휘론적인 의미에서도 크게 .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어휘 정리 사업을 민족어 발전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룸으로써 어휘의 이질화는 양극화 되었다. 

문체에서 보여 지는 특징으로는 비어와 속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형보다는 호소성이 강한 문장을 . 

쓰거나 글의 제목에서 서술적인 문장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 한글 맞춤법 년 은 어휘형태소의 형태를 일정하게 적기 위해   (1988 )

받침 표기 제한을 없애는 형태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 

당시 세종의 생각과 같으며 주시경이 내세운 본음의 원리가 관철된 것이

다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 ‘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즉 소리가 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 , . 

또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외래어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을 고려하여야 

그림 서술형 문장 제목[ 31] 
출처 노동신문 제 호( :: (2011).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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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외래어 표기법 을 따라 적는다‘ ’ .

  14)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맞춤법 규정 중 가장 큰 차이는 자모의 수와 

이름 및 순서이다 남한은 자모의 수를 자로 정하였지만 북한은 자. 24 40

로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겹자음 자 ㄲ ㄸ ㅃㅆㅉ와 겹모음 자 . 5 ( , , , , ) 11

ㅐ ㅒ ㅔㅖㅚ ㅟ ㅢ ㅘ ㅙ ㅞ를 기본 자모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 , , , , , , , , , ) . 

한의 자모 자 규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에서 자를 제외하여 비24 28 4

롯되었지만 북한은 조선어 신철자법 조선어철자법 의 규, < (1948)>, < (1954)>

정에서 비롯되어 다르다15). 

구분 한글 맞춤법 년(1988 ) 조선말 규범집 년(1966 ) 

자모의 수 자모24 자모40

자모의 

명칭

기역 니은 디귿( ), ( ), ( ), ᄀ ᄂ ᄃ

리을 미음 비읍( ), ( ), ( ), ᄅ ᄆ ᄇ

시옷( ), …ᄉ

ㅏ 아 ㅑ 야 ㅓ 어 ㅕ( ), ( ), ( ), 

여 쌍기역 쌍디( ), ( ), (…ᄁ ᄄ

귿 쌍비읍 쌍시옷), ( ), ( ), ᄈ ᄊ

쌍지읒( ) ᄍ

기윽 니은 디읃( ), ( ), ( ), ᄀ ᄂ ᄃ ᄅ

리을 미음 비읍( ), ( ), ( ), ᄆ ᄇ ᄉ

시읏( ), …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 ( ), ( ), ( ), 

…

된기윽 된디읃 된비( ), ( ), (ᄁ ᄄ ᄈ

읍 된시읏 된지읒), ( ), ( )ᄊ ᄍ ᄀ

그 느 드 허용 ( ), ( ), ( ), …ᄂ ᄃ

자모의 

순서

, , , , , , , , , ,ᄀ ᄁ ᄂ ᄃ ᄄ ᄅ ᄆ ᄇ ᄈ ᄉ

, , , , , , , ,ᄊ ᄋ ᄌ ᄍ ᄎ ᄏ ᄐ ᄑ ᄒ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 , , , , , , , ,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 , , , , , , , ,

ㅣ

, , , , , , , , , ,ᄀ ᄂ ᄃ ᄅ ᄆ ᄇ ᄉ ᄋ ᄌ ᄎ

, , , , , , , ,ᄏ ᄐ ᄑ ᄒ ᄁ ᄄ ᄈ ᄊ ᄍ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 , , , , , , , ,

표 남 북한 맞춤법 비교[ 3] ·

또한 남 북한은 맞춤법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도 많이  ·

다른 양상을 띤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 유래를 바탕으로 지은 품종 이름. 

들이다 아래의 표 와 같이 대부분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 [ 4]

14) 정훈탁 남 북한 맞춤법 비교와 통일 방안 (2004). · . pp.262.

15) 정훈탁 남 북한 맞춤법 비교와 통일 방안 (2004). · . p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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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과 평양에서의 간판은 서로의 문화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간  . 

판에 나타난 서체들은 그간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한다 평양 길거리 사. 

진에서 흔히 보이는 간판들에서 공통된 서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랜 . 

남한 북한

벼 평양 호 평양 호 평양 호18 , 9 , 15

강냉이 신계 호 의주 호 은천 호15 , 2 , 8

콩 평남올콩 함북 호 어랑 호, 18 , 6

감자 포태 호6

표 역사적 유래를 바탕으로 지은 품종 이름[ 4] 
출처 북한 언어생활 연구자 재구성( : , p.110 )

구분 남한 북한

환갑과 
생일

환갑을 축하합니다· .
생일 축하드립니다· .

생일 돐을 축하합니다· 60 .

생일을 축하합니다 앓지 마지고 오래오· . 

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

문병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열성스레 해서 빨리 병을 고치세요.

축하 
수식(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열렬히 축하합니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표 남 북한 일상 언어 차이[ 5] ·
출처 북한 언어생활 연구자 재구성( : , p.110 )



- 49 -

세원 한민족의 기본 글씨형식으로 발전해 온 붓글씨체는 바른 16)글씨체, 

흘림체 반흘림체 옛글씨체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글씨체로 천리, , . 

마체 청봉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서체들이 개발되고 있다, . 

또한 북한에서 많이 쓰이는 타이포그래피는 가독성이 대체로 높은 편이

며 역삼각형 구도로 김일성의 교시 나 김정일 말씀은 급 천리마체, ‘ ’ ‘ ’ 16

로 기술되어 이름은 급 청봉체로 더 눈에 띄게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16

다 청봉체는 김일성과 김정숙 필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라 . 

설명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서체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간판 재정비 사업에 나서며 이전의 간판은 너무 크고 지나친   

색들로 인해 도시의 흉물 정도로 여기며 권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 ’ ‘
인 을 발표하였다 간판의 수량 크기 표시 및 내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 . , , 

목표로 하며 이전에 많이 사용된 외래어 혼용 간판들 보다 한글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촌 인사동에서는 영문을 한글로 바꾸어 한글화 . ,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성적인 글 문구나 단어형이 아닌 문장을 활

용해 만든 간판 지명이나 지역이름을 활용한 거리언어들도 있다, . 

16) 박암종 북한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4). . , 
pp.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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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양 길거리 언어 [ 32] 
출처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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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측상단 평양 매대상 우측상단 시민들의 사기를 위한 간판 [ 33] : , : 
하단 평양 병원: 

출처 좌측상단 우측상단 주권방송 ( : : Shaneohodhrain, : 
하단   : Shaneohodhrain)

그림 평양 빙수가게[ 34] 
출처 이상숙( : (2018). EPOC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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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민들의 사기를 위한 것[ 35] 
사진( : Shaneohodh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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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양 길거리 및 일상[ 36] 
사진 상단 하단( : : Shaneohodhrain, : Shaneohodh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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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시 간판정비 청계천 주변[ 37] , 
출처 이혜원 중기이코노미( : (2014). )

그림 명동 인사동 지역별 간판 차이[ 38] , 
출처 백소아 아시아경제(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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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양한 간판의 종류 [ 39] 
사진 연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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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평양 시민들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이념적 삶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 

체제 확립의 정당성을 위해 교양 이라고 불리는 사상학습이 강조되며 국‘ ’ , 

가에서 지정해 준 가지 머리 스타일은 여성들에게 가지 스타일만 허28 14

락되며 미혼일 경우 길게 길러도 무방하지만 기혼일 경우 짧게 잘라야한

다 남성 또한 센티 이하 센티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문화를 . 5 , 2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시에 사는 인민들은 선택받은 집단으로 선민의  

식이 있다 이는 이전의 서울에 대한 열망과 비슷한 평양은 북한 시민 . ‘ ’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년대 이후 북한 체제변화가 급속하게 진. 1990

행되며 평양시민들의 삶도 바뀌게 되었으며 식량부족에서 비롯된 경제위

기는 사회주의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배급제를 어렵게 만들었

고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17).

17) 이우영 평양의 도시문화 환경논총 (2013), . , 52, pp.69

그림 국가에서 지정해 준 가지 머리스타일[ 40] 28
출처( : CLA. Michael M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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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도시 공간의 무게중심도 공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광장 에서 · ' '

사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시장 장마당으로 서서히 옮겨가며 지금의 ' '( )

평양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시에 낙랑구역. 

에 평의 규모의 통일거리시장 을 만들며 평양에 개 이상의 상설시2,000 ‘ ’ 40

장을 열었다 양문수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매대 들과 ( , 2010). ‘ ’
작은 규모의 노점상들이 생겨나며 시장화가 본격화 되었다. 

이는 개인주의화를 이끌며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많은 평양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 백화점 제 백화점 역전백화. 1 , 2 , 

점 서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 등이 생겨나며 지하상점에서는 고급술, , , 

맥주 과자 사탕가루 등에 대해 예비표를 발급해 각 인민반을 통해 배, , 

당되며 순차적으로 나누어 준다 이것은 다른 북한의 도시들과 비교되는 . 

특징 중 하나이다 위로부터의 움직임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 

수습할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는 흐름을 

가리킨다. 

평양 시민의 하루는 우리와 다른 점들이 종종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  . 

들이 오점 시에 기상할 것을 장려하며 아침에 일어나 김일성과 김정일6

의 초상화를 닦는 것으로부터 시 분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6 30

고 시 분 정도가 되면 각자 직장과 학교로 떠나도록 한다 일반적으7 30 . 

18) 이우영 평양의 도시문화 환경논총 (2013), . , 52, pp.69

그림 평양 길거리 매대[ 41] 
출처 주권방송( : (2018))

그림 평양 제 백화점[ 42] 1
출처( : Nk Toda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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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장 업무는 대게 오전 시에 시작해 오후 시에 퇴근하며 일과가 시8 6

작되기 전 분간 로동신문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가 열30 < >

린다.19) 그 후 시부터 분정도 모든 공장과 학교 공터에 모여 체조 , 11 25

를 하며 운동을 한다 시에서 시 점심시간을 가진 이후 가급적 시 . 12 1 8

이전의 자유로운 퇴근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북한의 전기 사정 때. 

문이다. 

반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각자 아침에 자신이 기상해야 할 시간에   

맞춰 일어나 회사나 학교로 향한다 대게의 회사들은 시에서 시 분 . 9 9 30

사이 업무를 시작으로 시에서 시 사이 점심식사를 가진다 시에서 12 1 . 6 6

시 분 퇴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며 문30

화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

최근 평양에서도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년 대동  . 2013

강 권역에 지어진 문수물놀이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한국의 여느 

워터파크와 다를 것 없는 시설을 갖추었다 이곳은 평양의 명소로 떠오. 

르며 주민 복지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도 변화가 느껴진다 년대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적극 도. 2000

입되기 시작하면서 손으로 직접 진행되었던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들이 

디지털화 되어져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전영선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경남대학교 . , . . pp.147.

그림 서울 롯데백화점 [ 44] 
출처( : Visit Seoul net)

그림 서울 포장마차 거리[ 43] 
출처 뉴스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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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양 문수물놀이장[ 46] 
출처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과 함께 흐른다( : (2018). )

그림 평양 문수물놀이장 홍보물 출처 잡지금수강산[ 45] (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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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름 기간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캐리비안베  

이는 외관상 평양의 문수물놀이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수 물놀이장

의 홍보물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물놀이를 상. 

징하는 상징적인 일러스트와 역동성을 나타낸 레이아웃으로 정서적 교감

을 이끌고 채도가 높은 푸른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상 용품  

우리의 생활공간 곳곳에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일상 용품들은 시각   

언어 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visual language) , . 

즉 도시에서 찾기 쉬운 일상 용품 속 문자 언어 의 표현 방식 색채 회, ( ) , , 

화 레이아웃 서체 등 인간의 시지각 원리를 통해 빠르, (layout), (typeface) 

게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이미지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시각적 대상은 지각하게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 평양과 서울의 일상 용품 . 

은 특정 문화권 시대적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들, 

그림 캐리비안베이[ 48] 
출처 캐리비안베이 홈페이지( : )

그림 [ 47] 
캐리비안베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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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고유한 표현 양식은 그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며 한 나라의 

역사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즉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한 도시의 , . , 

사회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현 방법이 지니는 의미, ·

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대개 생활문화 디자인은 가구 식기 조명 일용 잡화를 일컫는다 그   , , , . 

중 일상생활 용품은 원래 목적인 실용성만이 아닌 제품이 지니고 있는 

메시지들을 더욱 부각하여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속에 포함된 언어의 표현 방법 색 형태는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통, , 

해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 , 

용되는 필수품 중 비누 샴푸 칫솔과 같은 것들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 , 

생활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그 속에서 시각 언어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림 평양 고려호텔 객실 비품[ 49] 
출처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오마이뉴스( : (2018). )



- 62 -

위의 두 사진은 서울과 평양의 한 호텔의 객실에 비치된 비품들이다  . 

서울의 신라호텔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구성품에 있어서는 크게 다

르지 않다 북한은 다른 상품들의 패키지와는 달리 그림을 넣지 않고 필. 

요한 정보만 넣어 표기하였다 반면 서울 호텔의 비품은 모던한 이미지. 

를 추구하며 한글 사용을 대신해 영어로만 표기가 되어 있으며 호텔 브, 

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과 함께 포장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서울 신라호텔 객실 비품[ 50] 
출처 서울 신라호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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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그림은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패키  

지 디자인의 형식이며 주로 패키지에 건축물을 보여주며 상징기호나 인, 

물보다는 국가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는 사진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표. 

현한 북한의 대표적인 패키지의 모습이며 구호나 정치적 교양을 목적으

로 사용되던 북한의 서예 서체가 디자인산업미술 분야 상품 패키지에( ) , 

도 활용되고 있다 상표나 상품의 패키지에 활용된 서체에서는 이념과 . 

사상의 무게를 덜어내고 상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디자인되었음을 , 

알 수 있다. 

그림 의 한국의 담배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의 특징을 살리는 것을   [ 53]

주요한 요소로 본다 패키지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순 한. 

글을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설명이 필요한 글 이외에는 대부분 영어로 

그림 평양 담배[ 51] 
출처( : Nicholas Bonner(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그림 락원 담배[ 52] 
출처( : Nicholas Bonner(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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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색을 활용해 상품을 특징을 나타낸 반면 그래픽 . , 

이미지를 패키지의 우측 끝부분에서부터 혹은 좌측 끝 부분에서부터 시

작하여 중심을 걸치도록 해 시야가 먼저 집중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 

인쇄기법을 활용해 실제 금 은의 색상을 구현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 

있으며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액세서리로서의 역할까지 고려되어 디

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 담배[ 53] 
출처( :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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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동강맥주[ 54] 

출처( : N icholas Bonner(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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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평양맥주 봉황맥주[ 55], [ 56] , 

출처( : Nicholas Bonner, 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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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대동강 맥주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북한의 대 맥주   4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평양맥주 봉황맥주 등 지명의 이름을 이용해 지. , 

어진 다양한 맥주들이 있다 세 가지 모두 보리를 일러스트로 맥주를 표. 

현하고 있으며 순 한국어만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도 혼용해 표기되어 있

다 또한 상표의 이름을 서예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묘사하고자 하는 .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평양맥주는 디지털화 된 서체. 

를 활용하여 표기했는데 이는 북한에서도 컴퓨터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상표들에서는 손으로 쓴 듯한 서예 서체를 기. 

반으로 구호체의 성격을 반영했다면 위 사례들은 상품 패키지로서 고려

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명을 이용한 서울 한강 맥주 [ 57] , 
출처 좌( : : https://m.blog.naver.com/thankyou85/221286948101

우: https://m.blog.naver.com/thankyou85/2212869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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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양맥주 대동강맥주와 같이 서울과 한강의 지명을 이용해 만  , 

든 두 맥주는 다른 지명을 이용해 만든 강서맥주 해운대맥주에 비해 대, 

중화되지 않았다 이 맥주는 앞서 언급된 북한의 맥주 패키지와 달리 서. 

울과 한강의 이미지에 일러스트를 이용하였다 서울맥주는 배색을 활용. 

하였으며 한강에서는 야경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하였

다 최근에는 국내외 많은 기업이 패키지 디자인에 일러스트를 활용해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의 표현 방식과 달리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개념적인 대상을 표현하며 도시 서울과 한

강을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 20)보라색은 빨간색의 자극과 파

란색의 차분함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 사용자로 하여금 차분함과 함께 신

비스러운 이미지를 주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20) 문수민 박상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패키지디자인 길벗 , (2015). . , pp.127 

그림 지역 명을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 58] 
출처 임현동 중앙일보(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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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역의 이름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데 이전의 기업들이 사용하던 외래어 표기는 사라지고 순 한글만을 사, 

용하여 지명을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전영미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 

터 연구위원은 지역은 소비자가 이미 한 경험을 재가공하기에 좋은 소“
재”21)라며 미국의 브루클린 라거 나 사무엘 아담스 보스‘ (Brooklyn Lager)’ ‘
턴 라거 영국의 런던 프라이드(Samuel Adams Boston Lager)’ ‘ (London 

과 같이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pride)’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일러스트와 사진을 활  

용해 표현하였다 달서맥주는 대구의 대표적인 소풍 장소로 여겨지는 이. 

월드에서 바라보는 노을을 표현하였고 노을을 맛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 

노을의 색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강서맥주 또한 강서구의 . 

랜드마크 로 꼽히는 김포공항 관제탑을 디자인에 활용하여 지(Landmark)

역의 특색을 보여주며 라벨의 관제탑과 초승달의 외로운 이미지처럼 혼

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표현한 일러스트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21) 송정 강남 사람은 강남 맥주 마신다고요 중앙일보 (2017), ?, 

그림 다른 국가들의 지명을 활용한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59] 
출처 좌 브루클린 라거 중간 사무엘 아담스 보스턴 라거( : : (2014). Power Animal, : 

우 런던 프라이드(2001) BeerAdvocate, : (2012) Beer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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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러스트처럼 시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실성을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극적인 표현보다 진실을 전달하는 .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22) 위의 그림 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 통조림 패. [ 60]

키지이다 패키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품의 내용물을 사진으로 나타내 . 

제품 설명의 부가적인 요소들을 생략하였다 이와 같이 제품 내용이 복. 

잡한 구조이거나 고가의 전자제품도 실제 그대로를 연출하여 사진을 활

용한 패키지를 많이 이용되지만 식품류에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그래픽 연출보다 소비자들이게 신뢰도를 가장 높

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 또한 광고처럼 일회성이 아닌 . 

22) 문수민 박상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패키지디자인 길벗 , (2015). . . pp.148.

그림 음식 통조림 패키지[ 60] 
출처 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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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소비자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도 좋은 방안으로 한국뿐 아니라 많

은 나라에서도 다양한 음식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보다 순 한글을 사용하는 북한의 패키지는 유통기한 이란   ‘ ’
단어를 대신하여 만든날 혹은 둘 수 있는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다 북‘ ’ ‘ . 

한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사진의 표현방식을 대신해 사실주의적 일러스트

를 활용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패키지에 표현하였다.  

그림 영국 생선 패키지 디자인 디자인[ 61] ( : Postler Ferguson)
출처( : lovelyPackage(2012).Fresh Fish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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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묘사 대상을 현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그려  [ 62] “
내어 눈으로 직접 보고 형상의 미학 정서적 특성을 감득하게”23)하는 특

징과 연관되어 있다 앞서 언급된 한국의 맥주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된 . 

일러스트와는 다른 기법인 진한 색상과 원색을 기본으로 화면 전체의 색

조를 맞추어 사진처럼 선명하게 만들고 묘사 대상의 본질 개성 특성이 , , 

뚜렷이 나타나는 조선화의 특징인 채색 형상을 통해 민족적 색감을 활용

하였다. 

이처럼 묘사 대상의 원색을 구사하는 당의 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를 벗어난 것은 조선화의 특성을 옳게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색채형“

23) 이일 서상록 북한의 미술 고려원 , (1990). . . pp.42.

그림 북한 통조림 패키지[ 62] 
출처( : Nicholas Bonner, 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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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사실주의적 창작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한”24)것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김일성 교시에서 모든 장르의 예술은 조선화의 방법에 의거해 . 

적용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사회모습을 반영한 산업미술품의 대

표적인 예시이며 북한 당에서 지정한 채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 

수 있다. 

1. 색을 두텁게 많이 칠해야 하며 쳐갈긴 듯한 붓 자국은 피해야 한다. 

2. 색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현실 긍정의 사상적 공감을 통해서이다.

3. 조화를 위해서 심한 대비는 피해야한다.

색의 생동감 형태의 정확성 윤곽의 명료성을 살려야 한다4. , , 25).

24) 이일 서상록 북한의 미술 고려원 , (1990). . . pp.52.

25) 이익서상록 북한의 미술 고려원 , (1990), , , pp. 59

그림 북한 식료품 패키지 [ 63] 출처( : N icholas Bonner, 

2017,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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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는 상품을 순 한국어를 활용해 나타냈으며 서예 서체를 활용  

해 상품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그림 과 같이 가재미 통졸임의 가재. [ 63] ‘
미 는 청봉체의 흘림글씨체를 기반으로 필압을 달리해 변형되어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그림 그림 는 주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권총   [ 64], [ 65]

패키지이다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에 쓰인 일당백은 한 명이 백 명을 . ‘ ’ ‘
상대한다 는 표현으로 고슴도치는 북한을 상징하며 모자를 쓴 늑대‘ U.S 

를 쏘아버리는 만화가 그려져 있다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조선의 . 

전통적 색감과 형태미 혁명적 형식미를 느리게 발전시키며 비교적 한국, 

보다 발달되지 않은 인쇄 기술로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그린 거친 사실

주의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장난감 총 패키지 디자인은 내부가 보이는 형태로 아이들  

의 선호에 맞는 그림체와 글자의 형태와 읽기 쉽게 표현되어있으며 만, 

화 캐릭터와 만화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픽 이미지들이 함께 포

함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원색을 활용해 이목을 끌. 

기 쉽도록 하였다. 

그림 북한 장난감 패키지 [ 64] 
출처 유용권의 군사세계( : (2007))

그림 한국 장난감 총 [ 65] 
패키지 

출처 엠케이토이스(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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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은 부산국제영화제 티켓으로 흰색 배경에 한국적인 패턴   [ 66]

과 문양의 사진을 조합하여 영어와 혼용하여 표기했으며 그림 은 평, [ 67]

양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의 티켓으로 국제영화, 

축전을 상징하는 심벌과 북한을 상징하는 붉은 계통의 색상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다 캘리그라피와 서예체의 장식을 사용해 정치 이념과 사상.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체를 활용해 북한의 시각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혁명 전통 혹은 민족 전통과 연관해 표현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의 혁명전통을 함축해 표현하는 대표적인 서체를 활용했으며 장

식적인 요소들을 더하였고 실험적인 서체와 북한의 창작 자유를 대외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66] 
출처 오마이뉴스( : (2011))

그림 평양국제영화축전 티켓[ 67] 
출처 김지선( : (2018).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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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사례국가들의 디자인 정책 및 변화3.5 , 

 

독일은 년간의 분단 상태를 끝내고 하나의 통일 국가로 바뀌었다  41 . 

완전히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을 이뤄낸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

게 큰 의미를 지닌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도적 통합과 동독 재건과정. , , 

에 대한 연구내적 통일 을 위한 문화 심리적 현재의 우리에게도 큰 가‘ ’ , 

치를 지닌다 사회심리학에서 주목하는 통합 은 주로 개인의 내. ‘ (cohesion)’
적 충동 또는 심리적 차원에 입각한 접근이었다26).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주들이 독립적으로 지배해왔던 오늘날의 독일은   

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년 독일제국은 붕괴되었고 19 . 1918

그 해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이 출범하였으며 (Weimarer Repu-blik) 1930

년대의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하나의 이념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

했다 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하나로 합. 1989

쳐지며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고유한 도시 이미지는 빠르게 바뀌었다. 

서로 다른 공공디자인으로 거리표지판 신호등 등 거리를 구성하는 다양, 

한 언어들을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도시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 

지적을 받아들이며 정비가 필요로 하는 곳에만 서베를린에서 사용된 서

체 디자인을 적용했다, .

26) 이우영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 (2012), , 
부,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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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베를린 스탠다드형 글자체[ 68] 

출처( :Berlin typography. Berlin streets)

 

그림 동독 스타일의 거리 사인[ 69] (sign)

출처( :Berlin typography. Berlin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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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디자인 사례 연구 및 방법론 도출4. 

브랜드 디자인 선행연구 고찰  4.1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가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를 위한 디자인 브랜드들이 , 

창출되고 있다 즉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담거나 혹은 . ,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 

한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도시로서 서로 다른 사회체. 

제와 이념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다 다음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모은 , . 

것이다.

미국 텍사카나 는 한국에서 서울과 대구 정도의 거리로 인  (Texarkana)

접한 미국의 세 주인 에서 따온 이름이다Texas, Arkanasas, Lousiana . 19

세기 말 경 철도의 부설과 함께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은 텍사스의 달라

스와 아카소의 잇는 고속도로 상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두 도시의 , 

중간에는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그림 텍사카나 상징 조형물[ 70] (Texarkana) 

출처( : Barclay Gibson (2010) texasescap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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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독일은베를린 장벽으로 상징되었던 독일   ‘ ’
분단의 역사를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들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상. 

징인 버디 베어 인 곰 인형은 평화 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Buddy Bear) ‘ ’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브란덴부르크 광장은 분단과 . 

통일의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만 여겨졌지만 이 광장 또한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고 베를린 시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기고 소시지와 맥주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동독과 서독을 오갈 때 사용하던 

비자는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 베를린 장벽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지만 . 

남은 잔해들은 각국의 예술가들이 예술품이 되거나 혹은 역사를 위한 교

육 자료 활용 기념품으로 판매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냈다, . 

그 중 베를린 통일의 상징인 암펠만 은 통일 후 디자이너   ‘ (AmpelMann)’ , 

마르쿠스 헥하우젠 에 의해 독일 전역에서 쓰이는 (Markus Heckhausen)

신호 기호를 재탄생함으로써 빠질 수 없는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독일인

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분단. 

의 역사를 새로운 문화로 탈바꿈하며 오랫동안 아픔으로 간직되어진 문

화를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며 현재 보존되고 베

를린의 대표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독일의 암펠만[ 71] 

출처( : Ampelmann Berlin bramd shop)



- 80 -

암펠만을 활용하여 만든 전등 수첩 연필 등 흔히 도시 기념품을 판  , , 

매하는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과는 다르게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이야기가 포, 

함되어 있다 암펠만의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용해 대표적인 레드와 . 

그린 계통의 색들과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기 이전에 사용된 도시 교

통을 나타낸 표지판 속 서체를 고스란히 남겨 보존하여 동독 서독 모두, 

가 서로의 문화를 자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암펠만을 활용한 상품[ 72] 

출처( : Ampelmann Berlin 

bramd shop)

그림 암펠만 기념품 가게 전경[ 73] 

출처( : Ampelmann Berlin bramd shop)



- 81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 4.2 

도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시 이미지 구성 요인에   

대해서 박경렬 최승담 은 아래의 표 와 같이 사람들이 인지 가, (2003) [ 4]

능한 인지적 이미지의 구성 요인을 총 도시 구조물적 요인 상징적 요, 

인 문화적 요인 공간 환경적 요인 도시 기능적 요인으로 나누고 다음, . , 

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 중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과 경관적인 요인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이전에 연구자가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서울의 밤은 서.‘ ’
울이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엽서로 표현한 책이다. 1990

년대 꿈의 도시이기만 했던 서울의 내면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살아가, . 

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록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 

구분 구성 요인 내용

인지적
이미지

도시 구조물적 
요인

도시의 형성 및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만들어진 도로 경계선 보도 및 도시 , , 
공원등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적 요인들

상징적 요인
기념물 건축물 랜드마크 심볼 캐릭터 , , , , 
등과 같이 도시를 기억하고 연상케 하는 
요인

문화적 요인
도시의 역사 전통 생활풍습 축제 이벤, , , , 
트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요인

공간 환경적 요인
도시 공간의 오픈스페이스나 건물의 스
카이라인 등과 같은 경관적 요인

도시 기능적 요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인구 산업구조, , 
경제발전 정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표 [ 4 도시 이미지의 구성 요인 연구자 재구성] ( )

출처 이광득 이진호 도시의 문화적 요인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에 관한 ( : , (2013).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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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지만 빠르게 변. 

화하는 서울에서 곧 사라져갈 이야기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도시의 밤

을 보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엽서 책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바라보며 새로운 곳을 여행, 

할 때 흔히 엽서를 통해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서 느껴지는 감

정을 전달하듯 엽서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재질의 종. 

이들을 활용하였으며 투명한 종이를 통해 각 지역의 시작점에 보여주었

다 첫 페이지에 나온 투명한 재질의 종이를 통해 비추어 본다 라는 의미. ‘ ’
를 담아 표현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이야

기들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닌 글을 서술하여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였, 

다. 

그림 서울의 밤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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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책의 구성은 도시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늦은   

밤 시간대인 오전 시와 오전 시 사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12 4 , 

역 아홉 지역을 위주로 서울의 올빼미버스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

람들의 행위나 움직임 도시의 색을 통해 서울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그림 서울의 밤 내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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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지역별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각 컷으로 정하였고 일정. 10

한 시간대에 촬영하여 완성하였다. 

그림 공항 [ 76] 

두 번째는 공항 이라는 프로젝트이다 도시 안에서의 공항은 자본주의  ‘ ’ . 

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 중 공항만이 가진 상실 보안구역 환전. ‘ , , 

소 라운지 터미널 주변 대기 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공항은 차적으로 , , , , ’ . 1

어떤 목적지를 위해 찾아가는 장소이자 이행이 일어나는 비 구역이기도 ‘ - ’
하다 또한 제약이 따르고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비 장소의 공. -

간이며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이에 공항을 도시 자체를 추상적. 

으로 재현한 새로운 공간으로 바라보며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장소

로 보았다 특권과 경제 구조를 함축하며 하나의 층위로서 글로벌 상업. 

주의에 연루되어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바라보며 공항만이 가진 불확실‘
한 주체성 을 설국열차의 축소판으로 바라보았다 공항에서 찾은 시각 ’ . 

요소들을 지도를 활용해 사람들의 동선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좌석 시트 색 패턴 부여된 좌석 번호 등을 활용해 계급, , (Pattern), 

별 심벌 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를 간접적으(Symbol)

로 표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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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의 아이덴티티 연구 5. , 

서울과 평양 이전의 한글과 문화  5.1 

 

도시 공간과 문화에서는 역사적 접근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도시   . 

공간과 인간 한 도시의 문화를 정의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 

서 본 논문은 남북한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던 시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의 의미와 가치이해를 적용하여 이해의 가능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세기 말 한글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개화기라 일컫는 년대 말  19 . 1800

부터 년대 초 우리 민족이 어문을 재정비하는 것은 국민 교육을 실1900 , 

시하여 원활한 지식 소통과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이 시기에는 언어와 문자가 개화의 핵심적인 도구라 여. 

기며 한글 사용을 공식화 하고 표기법을 통일화 하여 문자 체계를 정립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안이었다 이에 년 순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 . 1889

창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일간지 황성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며 한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여년이 지난 지금 한글 사용만이 온전히 전면  500

화 되기 이전에 국어학자 주시경을 비롯하여 최현배 이규영 김두봉 권, , , 

덕규 최남선과 이광수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가로쓰기 와 라, ‘ ’
틴문자와 같이 자모음을 분리해 표기하는풀어쓰기 를 시도하며 한글 사‘ ’
용에 앞장섰다 특히 한글 가로쓰기를 처음 주장한 주시경은 년 월 . 1897 9

일자 독립신문 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는 가로쓰기의 유용성28 < >

을 주장27)하며 년 국문연구 의 철자법에서는 가로 풀어쓰기의 용례1909 < >

를 함께 제시하였다28) 많은 한글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이. 

규영의 온갖것 이 주시경의 풀어쓰기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 >

27) 독립신문 쥬상호씨 국문론 년 월 일 면 . . 1897 9 28 1 .

28) 주시경 국문연구 김민수 편 주시경전서 서울 탑출판사 (1909). . pp.105, (1992). 2. : .   
를 이용   pp.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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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년 국문연구안 에서 주시경이 처음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한 이후   1908 < >

독립신문 황성신문 가뎡잡지 서우 의 잡지 연구보고서 국문< >, < >, < >, < > , <

연구 저서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논설 한 나라 말 을 통해 국>, < >, < >, < >

어 정책과 문장구조론 낱말구조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중 주시경의 , . 

말의 소리 와 아이들보이 의 한글 난 대한인정교보 의 우리글< > < > < > , < > < >, 

주시경의 한글교육과정 수료증에 제시된 한글 가로 풀어쓰기에 쓰인 글

자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9)풀어쓰기는 모아쓰기와 대비되게 한글의 표기방식을 음절과 관계없

이 음의 표기에 필요한 모든 쪽자를 발음의 순서에 입각한 것이다 알파. 

벳을 사용하는 라틴문자와 같은 형식을 취하며 주시경의 풀어쓰기 한글

에 대한 이론은 다양한 시도를 거쳐 년 조선어강습원의 수료 증서를 1913

풀어쓰기로 제작하였고 년 아이들보이 에서는 풀어쓰기한글을 이용, 1914 ‘ ’
한 기사가 매달 연제되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현대 한글 표기법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시경의 한글 가

로 풀어쓰기의 구체적 양상을 통해 남북한이 동시에 한글을 사용하던 시

기를 바탕으로 서울평양의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하였다. 

한글 가로 풀어쓰기 표기법5.2 

당시 연철표기 중철표기 분철표기가 뒤섞여 있어 표기법의 혼란이   , , 

있었지만 분철표기를 바탕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며 형태론적 인식이 

확장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경계 밝혀 적기 모든 자음을 종성으로 . ‘ ’, ‘
사용하기 를 통해 좀 더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표기법의 원칙을 발견하며 ’
한글 창제 이후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던 역사적 표기인 ‘· 사용을 ’ 
지양하고 발음대로 표기를 실행시켰다. 

29) 구본영 한욱현 풀어쓰기한글의 타당성 고찰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의 풀어 , (2009). - , , 
쓰기 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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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문초학 에서 보여 지듯 권점으로서 띄어쓰기를 대신하려고 하  < >

였으며 대체로 어절 단위로 우측에 점을 찍었고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 

바꾸며 우측점을 하단점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30)그 다음에 기결에의 난틀을 말하겟노라。 。 。 。

또한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 또한 표제를 가로로 썼지만 방향  < > 

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으며 광고 삽화 등에서 가로쓰기가 보여 , , 

졌지만 대중화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풀어쓰기도 이 . 

과정의 산물이다 최현배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 

30) 송철의 주 시경 선생의 표기법 한글학회 (2014), , , pp.128

그림 한글배곧 조선어강습소 수료증과 졸업증[ 77] ( ) , 

마친보람 다깬보람 년 ‘ ’,‘ ’, 1915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전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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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지만 오랜 전통을 불식시키고 음소화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웠다. 

지금까지 년 한글 가로쓰기와 풀어쓰기가 동시에 쓰인 시점을 살펴1914

보았다. 

 

  

대한인정교보에서는 가로 풀어쓰기의 원리를 설명하며 구체적 예문으  

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시경과 아이들보이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 . 

한 모든 가로 풀어쓰기에서는 두의음 ㅇ 사용되지 않으며 받침 즉 종‘ ’ , 

성의 ㅇ은 옛이응과 유사한 형태로 표시하였다 이 점은 말의소리‘ ’ . < >, 

대한인정교보 아이들보이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며 부호나 모음< >, < > , 

ㅍ과 같은 자음이나 어간의 구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 

근대 초기 한글 가로 풀어쓰기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매체를 만들고자 

한 학자들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우리글 주시경 가로풀어쓰기[ 78] 
출처 대한인정교보 에 실린 우리글( :< > )

그림 주시경의 가로[ 79] 
풀어쓰기
출처 아이들보이 제 ( :< > 
호 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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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가로 풀어쓰기 활용한 아이덴티티 개발5.3 

  5.3.1 Primary identifiers

서울 평양 평양 서울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핵심 요소는 공통 언어를 ‘ ’, ‘ ’ 
동시대에 사용하던 시점의 한글을 활용한 것이다 주시경의 한글 풀어쓰. 

그림 서울 평양 풀어쓰기를 통한 로고디자인 스케치 [ 80] 1

그림 서울 평양 풀어쓰기를 통한 로고디자인 스케치 [ 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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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형태와 서울과 평양의 획을 통해 표현하였다.

ㅅ과 ㅍ 의 형태를 글자의 형태와 유사하게 함으로써 서울과 평양의  ‘ ’ ‘ ’
형태를 추상적 형태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의 굵기를 줄여 

형태를 보기 쉽도록 하였다. 

그림 서울 평양 자모음을 통한 로고디자인 스케치 [ 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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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획을 통해 표현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지만   [ 82]

서울과 평양의 자모음을 통해 조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획

의 굵기를 통해 기호적인 요소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서로 얽혀져 . 

있는 서울과 평양의 자모음이 하나의 형태로 보여 지게 함으로서 화합을 

상징하고자 했다. 

 

그림 은 서울 평양 두 도시의 글자의 조형적 요소를 이용해 다양한  [ 83]

각도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게 디자인한 스케치이다 나침반의 형태를 활. 

용해 어느 도시도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 주시경 조선어강습소 수료증[ 84] 
ㅅ ㅓ ㅜ ㄹ ㅂ ㅅ ㅓ ㄹ 일부를 스캔(‘ ’, ‘ ’, ‘ ’, ‘ ’, ‘ ’, ‘ , , ’ )

출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 

그림 동일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로고디자인 스케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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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로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시경의 한국어 공부를 마친 학생에게 

수여하는 수료증에서 찾은 글꼴이다 본래의 글꼴의 형태를 활용하기 위. 

해 스캔을 받아 자간과 글꼴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자음의 길이

가 모음의 비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은 최종 로고에서 보이는 이미지에서 인쇄기술이 막 시작된    [ 85]

시점처럼 인쇄의 느낌을 이용하여 로고의 형태를 구성한 것이다 서울 . 

평양 그리고 평양 서울 두 글자를 가로로 풀어써 로고의 최종 형태를 만

들었다. 

또한 서울평양의 로고를 길게 늘어트려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서울평양 평양서울 이 될 수 있도록 응용 형태를 만들었으며 다‘ ’, ‘ ’
양한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그림 서울평양 최종 로고[ 85] 

그림 평양서울 최종 로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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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적용 5.3.2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다양한 서체들은 북한의 대표적인 서체인 천  ‘
리마체 대동강체 를 활용하였다 또한 남한을 상징하는 서체로는 매해 ’, ‘ ’ . 

한글날에 배포되는 훈민정음체 를 사용하여 두 도시를 시각적으로 상징‘ ’
하고자 하였다. 

달력  

  농경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달력은 종이를 넘길 

때 지난 과거 반추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짐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달력을 많이 사용하던 년대 이전은 기업의 광고 매체 국회의원들의 70 , 

선전 수단 국정 지표나 영농 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 

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달력은 연말에 챙겨야 할 생활필수품이자 인테

리어 소품이었다 그래서 달력은 동시대인의 정서와 시대 상황을 반영하. 

는 의미를 지니며 일상의 문화를 담는 동시에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달력을 본 연구의 아이템으로 정하였다. 

일력 은 하루를 한 장 한 장 뜯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 장이 가진   ( ) , 日曆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한 장씩 뜯어볼 수 있는 일력을 활용하였다 즉 일력이 가진 시간적 의. , 

미 숫자의 의미에서 시간이 아닌 같은 시간대에 살아간다 라는 시간이 , ‘ ’
가지는 일상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최종 작업은 이러한 의미를 반. 

영하여 두 국가의 날짜가 하나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보여 . 

지는 달력에서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하나의 작업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 작업은 모두 수정하였고 대부분 삭제되  1

었지만 그 중 한 가지 요소만 남았다.

차 작업 중 남 북한의 공휴일을 모두 보여준다 남한과 북한의 각기   1 · . 

다른 공휴일을 색으로 구분지어 달력에 표기하였고 공통 공휴일인 양력, 

설은 다른 색을 활용하여 표기하여 날짜 표기에 총 가지 색상을 활용하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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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해를 축하합니다 와 같이 북한에서의 새해 인사말과 새해 복   “ ” “
많이 받으세요 와 같이 남한의 보편적 인사말을 첫 페이지에새해를 축” ‘
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가 적용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별한 날짜에 . ’
서로의 인사말과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달력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최종 전시 형태 달력 앞면[ 87] ( )

그림 최종 전시 형태 달력 내지[ 88] ( )



- 95 -

기념우표  

우표에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 중 국내외 주  

요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발행하는 기념우표로 정하였다 이 우표는 작. 

은 포스터라고 칭해지지만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

으며 인쇄의 기술과 원지가 어우러져 나라의 문화 산업 수준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기도 한다 우정본부 우표 디자이너 김소정의 말에 의하면 우. “
표를 문학에 비유하자면 소설보다는 시 에 가깝습니다‘ ’ ‘ ’ ”31)라는 말과 같

이 작은 크기의 우표 안에서 문화 예술 국가적 행사를 모두 담는 그릇, , 

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만큼 단순한 상품이나 수집 대상의 의미를 넘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행사에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 

표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하였다. 

최종 작업은 로고의 형태를 차용해 우표를 구성하였다 불규칙적으로   . 

반복되어져 있는 로고의 형태를 통해서 서울 평양 평양 서울 어떤 것 , 

하나 우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표현한 서울평양을 통해 

희망적 미래를 상징한다. 

3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우표에 담긴 의미는 국민 통합입니다, ‘ ' , 2017.08.29.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8132300017



- 96 -

그림 최종 우표 적용[ 89] 

그림 최종 우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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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엽서 또한 우표와 같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상 용품이다 예전에는 주로 전쟁에 승전을 기념하거나 각종 사진과 . 

도안 활용해 만든 그림엽서와 같이 그 시대의 문화 예술을 간접적으로 ,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엽서는 관광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만. 

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문화를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여행자들에게는 지나간 여행을 회상토록 하는 물건 중 하나로 심  

리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라는 한정성을 가지는 특산품

보다 넒은 의미를 가져32) 상품화하기에 적합하며 통신 수단 중 하나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개인. 

과의 의사소통 기능과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32) 김종렬 레이저 조각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012). . ,  
15(3), p.172.

그림 우표에 활용 가능한 카드편지의 최종 전시 형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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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 엽서의 의미는 통신 수단으로서 가지는 상징성을 토  

대로 두 도시의 문화를 접목시키기에 용이한 상품이라 판단해 정하였다. 

또한 서울과 평양 두 도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각 나라의 서체들을 

활용해 시각적 이미지로만으로 서로의 언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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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종 전시 엽서 형태[ 92] 

그림 최종 전시 엽서 형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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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노트  

사이먼 윈체스터 는 여행의 과 단어  (Simon Winchester) ‘Travel’ ‘travail’
는 모두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고대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 

에서 유래되어 과거에는 노동으로서의 여행을 의미했지만 현대‘travailer’
에 이르러 여행은 새로운 목적지에 간다 탐험한다 라는 설렘과 동시‘ ’, ‘ ’
에 즐거움을 주는 단어로 긍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행이란 . 

단어는 새로운 곳을 탐험이라는 역할로서의 여행이 아닌 새로운 목적지

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여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의 . 

기록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며 기억을 불러일

으킬 수 있으므로 여행노트를 아이템 으로 정했다(Item) . 

그림 여행노트 최종 전시 형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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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지 

메모지 또한 노트와 같은 의미로서 기록을 위한 용도로 사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모장 수를 두 도시의 인구수로 보여 주어 시각적으로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과 평양 두 도시의 정보들을 . 

메모지의 앞표지 부분에 보여 지도록 함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림 여행노트 내지 상세이미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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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연필은 가장 일상적인 용품 중 하나다 지금의 연필은 아주 흔한 물건   . 

중 하나이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사회에서는 물려주고 사용할 만큼 소중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필을 사용해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 

거나 표현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생각의 힘 을 표현하기에 가장 유용‘ ’
한 일상 용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간 소홀하게만 다뤄진 작은 물건. 

이 아닌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정한 아이

템이며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일상 용품으로서 

선택한 상품이다. 

그림 최종 전시 메모지 형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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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생수는 두 도시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과 대동강의 물이 만나 하나가   ‘
된다 라는 의미로 정한 아이템이다 주로 지명을 본 따 만드는 북한의 ’ . 

언어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평양의 대표적 산인 대박산과 서울. 

의 북한산 두 산의 이름을 이용하여 지은 생수이며 전시된 것은 총 개9

이다 앞서 조사한 북한의 시각적 이미지 자료에서 본 특성들 언어들을 . , 

우리나라 패키지의 조형적 특징들과 함께 조합하여 작업하였으며 북한, 

의 생수 패키지에서 보여 지는 다소 우리와 차이를 가진 문구들을 그대

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도시를 상징하는 서체를 바탕으로 남북한을 . 

한 이미지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최종 전시 연필의 형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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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종 전시 생수의 형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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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최근 팔찌는 예전의 패션 아이템을 넘어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기부 후원의 의미로써 사용되며 세월호 팔찌 위안. , ‘ ’, ‘
부 팔찌와 같이 직접적인 기능뿐 아니라 무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
개체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팔찌의 둥근 형태는 서울평양의 로고를 활. 

용해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을 뜻하며 희망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생수 라벨 디자인 [ 99] 

그림 최종 전시 팔찌 형태[ 100] 



- 106 -

결론6.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서론 선행연구 차 기반 연구 및 시각화 그리고   , , 1 , 

최종 작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론에서는 논문의 주제인 서울과 평양 도시체제와 도시 환경에 대한   

배경 및 관련 사실들을 간략히 논하였다 본론에서는 도시 속에서 발견. 

되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에 대한 정의와 관련 이미지들을 수집하였으며 

서울과 평양 남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상생활 용품 속 시각적 특성들, ·

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 국가들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독일의 과거의 . , 

모습을 토대로 한 디자인 활용 방안에 대해 서술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작된 선행   

작업들을 제시하고 각 작업의 의의를 기술하였다 차 기반 연구에는 체. 1

험해 보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찾을 수 있

는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최종 작업은 본 연구의 최종 결. 

과물로서 가지의 의미를 바탕으로 작업을 제작하였으며 차 기반연구9 , 1

의 시각적 요소들을 최종 작업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평양에 관한 매체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  

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시각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

했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 두 국가 공통 언어 한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

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국가가 하나의 시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론. 

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스토리 샵커뮤니케이션 센터 을 제안하였다( ) .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기반 조사에 한계성을 가지므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환경과 체제 문화를 통. , 

해 도시 그래픽을 살펴 본 만큼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활발히 교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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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age of the city may be viewed as divided into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Among them, the various visual languages, that 

consist of the city, can be discovered in the culture derived from some 

behaviours of people who pick up trash while there is the tangible 

such as signboards in the city, abandoned flyers, license plates of 

vehicles, and buildings. This study will conducts comparative study of 

two cities in order to examine the culture of the city. Although the 

same language is spoken, it's considered that Seoul and Pyongyang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aspect of 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show the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 patterns. The 

framework of discussion should be shifted to the viewpoint of cultural 

and emotional integration, rather than simply viewing the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as political issues and system integ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Recently, many exhibitions related to arts should be hosted many times 

and studied with attention as well.

   The content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e first is the concept definition, origins and formation of cities, 

the cities according to the elements and types that consist of the city, 

and the urban functions are viewed as structur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nd the connection between urban space and visual 

communication is introduced. 

   The second part is that Seoul and Pyongyang after the Korean War 

were formed differently based on topography as well as system. The 

cityscape will be analysed by comparing Gangnam, East Pyongyang, 

Kangbuk and West Pyung Yang. At the same time, we could find our 

the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of the two cities center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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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of Kim Soo-keun and Kim Jung-hee, who conducted the Seoul 

and Pyongyang Urban Planning Projects. Based on this, the connection 

and process of changes of visual communication are reviewed and 

summarized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design policy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nd changes and interviews of design from case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summarized and analyzed in the form 

of comparative study.

   Third, the study describes the brand design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as an overall viewpoint through time and space. In addition it 

finds out the conventional limit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locations and suggests the new perspective in order to develop the 

identity centered on the history and times. 

   Fourth, based on the backgrounds and theories of precedent study, 

this study search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vidual communication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n can recognize and understand based 

on the visual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ities, Seoul 

and Pyongyang.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design to focus on the new cultural 

characteristics to combining these followings: various visual languages 

found in Seoul, Pyongyang and cities, an identity to use Hangeul, 

Korean language from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n North and South Korea used the identical language, 

the graphic elements of color and form used in Pyongyang currently 

and design theories used in Seoul. As the study focuses on and 

analyz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exist in the present timing, it's 

based on this drawn theory and suggests a "City Story Shop" with the 

foundation of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where people 

can contact through their daily lives containing culture, history, 

architecture and language in two cities. 

   The study on Seoul is divided into Gangnam and Kangbuk, a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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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vide the cultural identity of Seoul into two regions. Based on the 

magazines, exhibitions and precedent study that introduce Seoul, 

including books comparing Seoul and Pyongyang, visual references such 

a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eoul, life of city people, and street signs 

are coll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On the other hand, 

since Pyongyang has limitations on direct experience, the use of visual 

and image references will be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Central Library and the North Korean Resource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collection of North Korean 

newspapers, magazines, art catalogue, Chosun Central TV's documentary 

programs will be referred and domestic and overseas exhibitions will be 

based with the theme of Pyongyang. Among the references referred to 

in the study, 'Labor Newspaper' was able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in North Korea and also showed the changes in the design 

contents due to policy changes. In 'Chosun Literature Art Year', we 

were able to collect industrial art related exhibits, works, and news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We may refer to North Korea's everyday 

life through indirect reference of "Chosun Art", "Chosun Architecture", 

and "Fine Horse." The secondary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through 

interview materials from people with experiences, visual data, surveys 

and North Korean defectors' lectures provided from North Korea 

Resource Center.

   From precedent studies in the visual field of North and South Kore

a1), propaganda and analysis of characters were the mainstream such 

a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ting Designs of North and South 

Korean Newspapers of Kwang Seung-hee (1996),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sign by 

Park Ahm-jong (2014)2),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st Realism 

1) Kwon Seung-h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ting Designs of North and 
South Korean Newspapers: Focusing on the Daily Newspaper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2) Park, Ahm-jong,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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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th Korean Art and Industrial Art of Kim Jin-hong(1999)3). 

Compared to other topics, research on Pyongyang is quantitatively 

inadequate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to infer references based on 

parts of published materials in North Korea, and other limitation to find 

the references. However, this study sets the research scope to deal 

with media that are easily accessible in everyday life, such as street 

signboards, trademarks and packaging used in commodities, forms used 

in the daily necessities, languages, and visual image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of two cities, Seoul and Pyongyang 

has a significance by establishing the brand through the meaning of 

the times when Korean language was used at the same time among 

North and South Koreans based on their common language, Korean. 

The goal is also to create the stable unification culture in the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ies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study can 

analyze the symbolic visual language based on the scarce valu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which haven't been specifically covered so far.

North Korean Design: Focusing on Pre-dialing in the 1970s and 2000s, Digital 
Design Studies, Vol.14 No.1 (Korea Digital Design Council, 2014. 1), pp. 
851-862

3) Kim Jin-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st Realism in North Korean Art 
and Industrial Art, North Korea Studies 2, (Myongji University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e, 1999.12), pp. 433-448



- 111 -

참고문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파주(2006). , . :   

한울아카데미       .

고영근 이용 최형용 주시경의 국어문법 박이정, , (2013). . .

권승희 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일간지를 (1996). :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영 한욱현 풀어쓰기한글의 타당성 고찰 주시경 김두봉 최  , (2009). - , , 

현배        의 풀어쓰기 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 

        29, pp.35

김남정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  (2005).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누리 통일과 문화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서울 역사와 비  (2009). , . : 

평사       .

김복영 이미지와 시각 언어 한길아트(2006). . .

김영훈 남북정상회담 서울 평양은 닮은꼴 도시 중앙일보(2000). ‘ , ’. .

김종렬 레이저 조각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연구 조형(2012). . 

디자인연구 15(3), pp.172.

김진홍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 북(1999). . 

한연구 2, pp.433-448.

김형보 이준형 을 이용한 도시 이미지요소 산  , (2007). Cognitive Mapping . 

업기술연구지        21, pp.27-36.

남성우 정재영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1990). . .

문수인 박상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패키지디자인 길벗, (2015). . .

박경렬 최승담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한, (2003). , 

국관광학회

박암종 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2004). :          

년대 선전화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970-2000 . 14(1),    



- 112 -

       pp.851-862.

안상수 노은유 한글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라픽스, (2014). .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서울 한울(2010). : , : 

아카데미

이광득 도시의 문화적 요인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한  (2013), . 

국브랜드디자인학회        11(2). pp.107

이우영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2012). . 

화체육관광부.

이우영 평양의 도시문화(2013). . 52,pp.65環境論叢

이일 서상록 북한의 미술 고려원, (1990). . .

정현모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등장 비교문화연구       (2013). ‘ ’ . 

    19(1), pp.110.

정훈탁 남 북한 맞춤법 비교와 통일 방안 인문학연구 (2004). · . 31, p.262.

제인포털 통제하의 북한예술 길산(2005). . .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타커스(2018). .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연구팀 도시 이미지 개선 사례 모음집(2001). .  

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 .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도시의 형성
	2.1 도시의 그래픽 정의 및 요소
	2.2 도시의 기원 및 형성
	2.3 도시의 기능
	2.3.1 사회적 측면
	2.3.2 , 기능 시설적 측면

	2.4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3. 서울과 평양
	3.1 체제와 도시환경
	3.2 한강과 대동강
	3.3 서울과 평양의 시각 환경 요소들
	3.4 언어
	3.5 , 사례연구 사례국가들의 디자인 정책 및 변화

	4. 브랜딩 사례 연구 및 방법론 도출
	4.1 브랜드 디자인 선행연구 고찰
	4.2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

	5. , 서울 평양 아이덴티티 연구
	5.1 서울과 평양 이전의 한글과 문화
	5.2 한글 가로 풀어쓰기 표기법
	5.3 한글 가로 풀어쓰기 활용한 아이덴티티 개발
	5.3.1 Primary identifiers
	5.3.2 어플리케이션 적용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startpage>2
1.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방법 및 범위 14
2. 도시의 형성 16
 2.1 도시의 그래픽 정의 및 요소 16
 2.2 도시의 기원 및 형성 17
 2.3 도시의 기능 19
  2.3.1 사회적 측면 19
  2.3.2 , 기능 시설적 측면 19
 2.4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19
3. 서울과 평양 21
 3.1 체제와 도시환경 21
 3.2 한강과 대동강 23
 3.3 서울과 평양의 시각 환경 요소들 26
 3.4 언어 45
 3.5 , 사례연구 사례국가들의 디자인 정책 및 변화 76
4. 브랜딩 사례 연구 및 방법론 도출 78
 4.1 브랜드 디자인 선행연구 고찰 78
 4.2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 81
5. , 서울 평양 아이덴티티 연구 85
 5.1 서울과 평양 이전의 한글과 문화 85
 5.2 한글 가로 풀어쓰기 표기법 86
 5.3 한글 가로 풀어쓰기 활용한 아이덴티티 개발 89
  5.3.1 Primary identifiers 89
  5.3.2 어플리케이션 적용 93
6. 결론 106
Abstract 107
참고문헌 11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