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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신문의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민속과 무속신앙 등의 주술적 관계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광고는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
달하는 매개체인 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의약
품 광고는 그 동시대 형식과 내용을 통해 대중들이 선호하는 의약
을 반영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질병을 알려주기도 한다. 오늘날 의
약품 광고나 포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의 형식
을 따르고 있다.1) 그러나 한국에서 최초로 세상에 선보인 의약품 
광고 디자인은 “전통성”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  
  “광고”라는 단어는 개항기에 사용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2) 나아가 개항
이후 수입된 서구 문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구 디자인의 
수법으로 일제강점기의 시각문화를 자극하고 변화시켰다. 그 당시 
광고의 역할은 대부분 일본 공업의 원료 공급원과 일상적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신문에 게재된 의약품 광
고들은 서구와 일본 의약품의 유입, 의약품 광고의 범람, 조선의약
품 광고에 나타나는 주술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
는 특이점을 보였다. 동시에 이 광고들에서는 일제강점기 의약학
과 부적의 역사와도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조선의 
1) 김경하, 「의약품패키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2)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국광고 100년』(서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국권을 침탈한 후 서구의 과학과 의학을 인정하는 반면, 전통적인 
한의학에 대한 부정과 함께 한약 영업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과 민간신앙을 없애려는 각종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
적은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또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한국은 서구와 일본 의약품과 광고의 유통에도 불구하고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즉 시민의 ‘자가 투약’이 널
리 보급된 나라 중 하나였다.3) 이에 대해 연구자는 소위 ‘민간요
법’이라 불리는 ‘자가 치료’ 행위가 앞서 말한 내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여겨 그 기원을 살펴보고자 했다. (민간요법, 부적, 마
케팅 판매 전략으로서의 광고, 서구 의약학 유입) 등 의약품 광고
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리 잡게 되었는지 한국 의약품 광고를 중
심으로 관찰했다. 분석 결과, 일본 의약품과 서양 의약품 광고는 
과학적이거나 자극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나, 조선 의약품 광고와 
일본 의약품 광고 중 일부는 메시지, 형태, 이미지 그리고 타이포
그래피에 있어서 부적과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조선의 의약품 광고들은 주술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해방 이후, 주술적인 광고 형식은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주술적 디자인이 제약사, 건강식품 기업 및 지자체 
등의 브랜드 마크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
록 광고에 나타나는 주술성은 아주 작은 범위에 속하지만, 일본 
의약재단 광고 디자인에도 나타났듯이 당대 동양 디자인의 표현 

3) http://www.segye.com/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2009.11.24.



방법 중 하나로서, 서구 디자인의 모방과는 달리 한국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에 기인한 미학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의약품 광고에 나타나는 주술성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역사성
으로부터 형성된 시대적인 결과물로, 동양 혹은 한국 정체성의 일
부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광고, 의약품, 주술성 주제를 다룬 논문은 대부분 각 
전문분야에서 각자 전공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에만 몰입해 해결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제간(inter- disciplinary)’ 연
구로서, 디자인(광고), 의학(의약품) 그리고 종교학(주술/민간신
앙)을 주제를 연결시켜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교차학문적 관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찍이 바르트(R. Barthes)가 설명했듯이, 인
간은 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어느 순간 당연
하게 여기고 ‘자연화(naturalize)’4)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이 논문은 그동안 주의력 없이 당연하게 여겨진 일제강점
기 의약품 광고 디자인과 그 의미에 대한 한국 광고사에 기능해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했다. 

주요어 : 광고, 디자인, 의약품, 주술성, 일제강점기, 신문, 자연화
학  번 : 2011-24119

4) Roland Barthes(1984),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Hill and Wang),

(New York : Hill and Wang). 이 논문 5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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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시각문화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신문에 게재되었던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서 주술성이 
드러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문화적 
흐름의 결과물로,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상적인 시각 문화를 비롯한 
사회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즉, 한 시대의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사회의 시각문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신문에 게재되었던 한국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 나타난 형태와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한국의 민간신앙, 무속신앙, 
부적의 역사, 민간요법, 한의학의 역사, 그리고 한국광고사를 살펴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한국디자인에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일제강점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디자인 정체성의 혼란이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단절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5) 뿐만 아니라, 조선에 근대적 광고가 

5) 마정미,『(광고로 읽는)한국 사회문화사 : 모던 뽀이에서 N세대까지』(서울: 개마고원,

2004).



- 2 -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6)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한국사회와 디자인이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커다란 
장애요소의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성’ 혹은 한국의 ‘전통성’은 
일본정부가 개정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단속과 억압을 강요당했다.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선호, 서구 의학의 갑작스런 유입- 즉 한의학에 
대한 부정, 한국 무속신앙과 민속신앙을 없애려는 각종 시도가 바로 
그것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고에도 반영되었다. 당시 각종 외국 
의약회사들은 광고를 매개로 사용하여 조선 땅에서 서구와 일본 의약품의 
판매 전략을 세웠다. 

한국 광고는 거의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1883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기 전 개항기에도 그 의미는 지금과 다소 
다르지만 ‘광고(廣告)’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7), 그 이전 시기에는 
‘고백(告白)’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알려진 
광고의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정형화되었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전체 광고 양이 많아졌는데, 특히 의약품 광고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외국에서 온 의약품 광고와 조선 의약품의 광고는 그 디자인과 
성격,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연하게 달랐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광고는 주술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에 서양 의약품이나 일본 의약품 
광고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술적 특징들이 
연속성을 갖고 한국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으로 더욱 
계승 발전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6) 국사편찬위원회,『광고, 시대를 읽다』(서울: 두산동아, 2007), 102쪽.

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74〜75쪽,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 제 3호.

‘회사설(會社設)’ 기사에서 처음 ‘광고’라는 용어가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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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디자인의 형태와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동기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한국인 2세 교포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생활하고 2011년 
한국으로 유학 와서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연구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일면을 목격할 기회가 생겼다. 한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며 서로 각자의 질병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약을 추천하곤 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 종종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전에 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환자는 스스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시선을 끈 것은, 이 환자들이 
상대방에게 추천해준 의약품의 이름과 효능, 심지어 상표 색깔까지 
기억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자에게 이러한 현상은 대중들이 다양한 
의약품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비처방약 소비와 자가 치료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동기에서 연구자는 한국의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자가 치료 의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 초기의 약품을 홍보했던 신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지도교수님의 수업에서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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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신문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신문에서 부적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의약품 광고를 반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적과 유사한 
형태가 지닌 주술성이 오늘날 현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과 분명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광고에 먼저 관심을 둔 이유는, 광고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개체이며, 미적 
개념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의약품 광고는 그 시대 
시민들이 선호하는 약과 치료하고자 했던 각종 질병을 상징한다. 의약품 
광고는 그 시대의 건강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로 연구자는 의약품 광고가 범람한 일제강점기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 
나타난 주술적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3. 용어정의

  이 논문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광고(廣告) / 고백(告白)
  광고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다.8) 이 중 이 논문에서 사용될 광고의 의
미는 두 번째 정의에 더 가깝다.
  앞의 첫 번째 정의는 광고라는 용어가 조선에 유입되기 전에 사용되었
던 “고백”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백’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광고’는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890년 발행
8) 국립국어연구원,「광고」『표준국어대사전(세 권)』(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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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최초의 ‘고백’은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사려는 물품을 나열하고 모든 귀한 손님들과 선비
나 상인에게 염가로 팔겠으며, 은양(銀洋)은 시세에 맞게 계산하여 아이
나 노인이 온다 해도 속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씌어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광고’라는 용어는 상업광고, 그 중에서도 신문광
고를 의미한다. 신문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는 물건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주술(呪術) / 미신(美神)
  주술은 사전적으로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이라고 정의된다.9) ‘주술’, ‘주술성’ 이라는 단
어와 함께 연관성 있는 단어로는 ‘부적’, ‘부작’, ‘벽사부적’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술에는, 인간의 불안, 공포, 불행이나 재해
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확실한 심리적인 의존과 믿음
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주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 
용어가 한국 민간 신앙(korean folk belief)의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담
고 있기 때문이다. “주술을 성립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주적행위(呪
的行爲)와 주물(籒文)이며, 그것을 관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주적 
신앙체계나 주적 사고양식”10)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다는 생각에 의거, 그 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주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술성’이란 용어는 의
약품의 효능을 주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질을 뜻한다.
  반면 주술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미신’은 「표준대국어사전」(국립국어
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국립국어연구원,「주술」.

10) 한국사전연구사,「주술」『종교학대사전』(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6 -

1.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
런 신앙을 가지는 것. 점복, 굿, 금기 따위  

2. 아무런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이 논문에서 ‘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위의 정의처
럼 비과학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미신과 관련된 심리학에 대해 연
구한 구스타브 자호다(G. Jahoda)에 의하면, 이러한 단절적 정의는 모
든 비과학적인 행위들을 다 거짓으로 규정하고 모든 민속, 토속적 신앙
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

자가투약 (self-medication)

  「국어사전」에 의하면 ‘셀프-메디케이션’ (self-medication)이란 ‘자신
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의미한다12).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self-medication’은 ‘self-medicate’라는 동사로도 사
용되며, ‘의료 감독 없이 자신에게 약을 투여하는 행위’, 그리고 ‘스트레
스나 기타 신체 상태를 원화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이다.13) 다
시 정리하자면, 셀프-메디케이션은 ‘자신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치료하
11) “While it has already been indicated that dictionary definitions are not particularly

helpful, they do serve as a convenient starting point. <...> Oxford Dictionary will

be examined, beginning with ‘Irrational or unfounded belief in general’. In this

widest sense, the label of ‘superstition’ merely shows that the user wishes to

characterize given beliefs or opinions as false.” Gustav Jahoda, Believing in

Magic: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 1974), 3쪽.
12) 금성출판사사서부,『뉴에이스 국어사전』(서울: 금성출판사, 2003).

13) Oxford, University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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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의료 감독 없이 약물을 선택하여 책임지고 복용하는 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200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
전」에 신어(新語)로 수록된 단어이다. 조선사회에서 ‘self- medication’
은 민간요법을 통해 이뤄졌다.14) 연구자는 이 논문에 의약품 광고와 관
련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가-치료’라는 용어보다 ‘자가투약’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플라시보의 어원은 ‘만족시키다’, ‘유쾌하다’(Latin: placēre)15)의미

를 가진 라틴어이다. 약품의 효능이 없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가짜 
약품을 (placebo) 만들어 약품으로 속여 환자에게 처방함으로써 유익
한 작용을 나타낸 경우에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의약사
들이 의약품의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교수단 외에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해 실
제 치료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의약품 광고의 주술성이 소비자로 하여금 무의식 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지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4) 국어사전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입니다.

15) Real Academia Española, Placebo.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Ed.

Espasa. Madrid: Calpe,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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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역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해 1890부터 1970년, 특히 1910부
터 1945년까지 국내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및 일본 신문: 『고쿠민 신문(國民新聞)』 등에 등장하는 의약
품광고를 일차 자료로 이용하여 당시 광고에 나타난 주술성에 대해서 논
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된다. 

① 언론과 광고의 역사적 고찰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신문에 게재되었던 의약품광고 (일차 자
료)를 분석하여 당 시대의 특성과 경향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근대사, 한국언론사, 한의학사, 
한국 민간신앙과 부적역사를 복합적으로 탐구했다. 신문의 성격과 사상
에 따라 어떠한 광고를 실었는지, 그리고 의약품 광고는 다른 광고들과 
형식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② 신문에 나타난 한국·서양 의약품 광고의 디자인적 분류 및 정리
  광고의 특징을 분석·분류하여 한국 의약품 광고와 일본을 거쳐 온 
서양 의약품 광고의 시각디자인과 문화적 차이를 검토하고 각각 어떠한 
식으로 발전했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된 
광고가 반영하는 형식들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 사례들을 추적했다. 

③ 광고의 디자인적 특성 분류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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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한국 의약품 디자인의 주술성이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시각디자인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들(카피,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시대적인 발전을 살펴보았다. 당대의 역사적인 맥
락(부적의 역사, 한국의학사)과의 접점과 이를 통해 광고가 의도했던 것
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광고와 비교해 어떻게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만
들어졌는지 해석하여 한국 전통문화와의 연결점을 찾고자 했다.

④ 조선의 사회·경제·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광고디자인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광고디자인이 획일화 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드리는 과정과 오늘날 한국사회에 어떻게 마케팅 문화
의 상징으로 자연화(naturalize)16) 되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주술성이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시각문화에 미친 영향과 함께 여전
히 의학 관련 분야에 남아있는 흔적들에 대해 논의했다.

5. 연구범위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 신문에 게재된 광고 중 의약품 광고, 그 
중 주술성을 드러내는 광고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886년 『한성주보』에 세창양행의 첫 광고가 실린 이후, 1930년대까지 
광고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요 신문에 실린 광고 수는 3,232건에 이르며, 
잡지에는 총 729건의 광고가 게재되었다.17) 이를 통해 당시의 광고 시장
이 신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최초의 광고가 게재된 시기부터 일제

16) Roland Barthes.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Hill and Wang),

(New York: Hill and Wang, 1984). 이 논문 65쪽 참고.

17) 국사편찬위원회,『광고, 시대를 읽다』(서울: 두산동아,2007), 77쪽,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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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인 1930년대까지 급격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
약품 광고의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아래 <표 1>은 다른 물품의 광고와는 
달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의약품 광고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의 약 70%에 달할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약품 광고 중에서도 주로 일제강점기에 발행
된 신문에 실린 광고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히 광고에서 드러난 
표면적인 이미지의 해석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기저에 일
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사회의 신앙과 주술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시기상품 1900년 이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합계
의약품 22 216 185 463 890 1,776
장신구 3 47 140 223 118 531
화장품 - 30 17 114 149 310

기호 식품 14 54 16 48 82 214
의류 5 32 16 50 100 203

표 1. 근대 신문 광고에 나타난 상품 광고의 유형.『광고, 시대를 읽다』(서울: 두산동아, 
2007), 142쪽. 

 
  이를 위해 민간신앙이 가시화된 결과물인 한국의 부적을 분석하였
고, 이와 같은 현상을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하고자 한국의 언
론사(言論史,) 의학사(醫學史)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하였다.
  연구 범위가 일제강점기로 설정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로, 오늘날 ‘광고’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상업적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정부가 조선
의 무속·민속 신앙을 억압하고, 신문사와 언론을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광고의 형태로 그 주술성이 표
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의 시대·문화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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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시대, 개항기, 대한제국기를 함
께 언급하였으며,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는 모습 또한 몇몇 사례를 통
해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 잡지 그리고 각종 포스터 등을 통해 광고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신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신문 
광고에서 의약품 광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
보 전달 차원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일반 대중을 그 소비 대상으로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18)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던 각종 신문의 특징을 탐구하여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을 위주로 게재된 의약품광고를 모아 분석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의약품 광고와 한국의약품 광고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디자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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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제강점기의 의료적 배경

1. 일제강점기의 의료 상황

1) 일제강점기의 의약학

  대한제국 말기는 개항기를 거치면서 서양의학이 전파되어 보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시기였다. 대한제국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을 받아들이고, 두 의학의 공생을 통해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위
생의료체계를 확립해나갔다.19)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의 
의료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림 1. 1908년 설립한 대한의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변경되었다.

19) 여인석,「8장 대한제국기; 근대적 의료체계 구축」.『한국의학사』(서울: 대한의사협

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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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한국의 식민통치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선진화된 서양의학 위주의 위생
과 의료를 주요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표면적으로 국민들의 위
생과 치병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 자국민 위주로 위
생조직을 재편하고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
제의 식민 의료체계는 위생경찰을 통해 식민주민의 신체와 일상에 대한 
규율과 훈육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심이었다.20)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앙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대한의원
이 설립되었다.21) 이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병원통합 구상 속에
서 구체화되었고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 등으로 계
승되었다 <그림 1>. 대한의원의 환자는 인구 대 이용자 수로 따져봤을 
때, 일본인의 비율은 조선인 이용자에 비해 거의 40배에 이르렀다.22) 
이러한 사실은 일제가 조선에서 펼친 의료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
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지방에서는 각 도마다 자혜의원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력
을 키워나가며, 경성에서 대한의원이 담당했던 역할을 지방에서 해내기 
시작했다. 1909년 9월 청주와 전주에 처음 건립된 자혜의원은 1910년 
13개로 늘어났고, 1942년에는 46개로 그 수가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의 위생국 기능을 약화시키고 일제가 장악한 통감부의 고문경찰
이 도입되면서 위생경찰이 위생업무를 지배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
본 정부는 이러한 강압성을 무속이나 한의학 등 토착의료에 대한 억압정
책으로 확대시켜갔다.
20) 여인석, 위의 책, 249쪽.

21) 여인석, 위의 책, 252쪽.

22) “1910년 경기도 거주 일본인 5만 4,760면, 조선인 136만 3,089명 대비 일본인은 거주

자의 18.9%, 한국인은 거주자의 0.5%만이 대한의원을 이용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낮았다.” 여인석, 위의 책,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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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제는 총독부의 예산부족과 한의학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신뢰도라는 벽에 부딪혀 한의학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
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용식물을 연구하고 약초한약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한의학과 한약학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
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언론의 사설을 통해 한의학 부흥 논쟁이 이어
지는 등 한의학에 대한 인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한의학이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발전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한의학을 탄압하고 
서구 의학을 장려한 것과는 역설적으로, 단일 과학으로서 한의학의 기초
가 되는 약학의 발단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고 꽤 오랜 역사를 통해 체계
적인 연구가 이뤄져 왔다.
  약학의 기원은 상고시대 선농(先農)황제에 의한 한방의학의 체계적인 
연구에서 시작된다.23) 선농황제는 100가지가 넘는 약초를 맛보았고 그가 
썼다고 전해지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365종의 약초가 독성
의 차이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나누어 정리되어있다. 이후 편작(扁鵲)24)

이 365종의 약초를 더 찾아 후대에 전하였고,25) 중국 남조시대에 이르러 
도홍경(陶弘景)26)의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에는 총 730종의 약초가 
수록된다. 다른 예로는 16세기 말 중국 명나라 본초학자인 이시진(李時
珍)이 집필한 『본초강목(本草綱目)』이 있는데, 이 책은 1900여종에 이
르는 약재와 8000여 가지의 실질적인 약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23) 신농씨(神農氏) 라고도 불림. 인간에게 최초로 농사를 가르친 중국 상고(上古)시대의

신이다. John Mann, Murder, Magic & Medicine,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4)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명의. 본명은 진월인(秦越人).

25) John Mann, 위의 책.

26) 중국 남조시대 양(梁)나라의 도사(道士)이자 명의, 452-5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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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동양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꾸준한 발전
이 있어왔다는 사실이다.

2) 한의학에 대한 부정

  이미 서양의학의 전파와 병원 보급을 통해 자국 내에서 큰 효과를 봤
던 일본정부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지배가 갖는 강압 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한의학을 극단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의사들이 풍부한 임상경험이나 검증된 의학지식 없
이 실용 의학서적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로 의사 행세를 하
고 있다고 비판했고, 심지어 보통 사람보다도 부족한 의학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여기기도 했다.27) 여기에 나아가, 총독부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한의학의 기초 이론이
라 할 수 있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이란 ‘공리(空理)’에 불과하며, 한의
학은 단순히 오랜 시간 이어온 경험의학일 뿐이라고 폄하하였다.28) 이
런 주장대로라면 한의학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사이비 의학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총독부의 탄압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말살과 
도태가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했다. 조선 사람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와 의존도는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서의약(西醫藥)의 첩법기방(捷法奇方)이 족히 인(人)을 경(驚)케 듯
나 단 풍토가 부동(不動)하고 장부가 부동야 개개(箇箇)히 조선인에게 

27) 박윤재,『한국 근대의학의 기원』(서울: 혜안, 2005), 237쪽.

28)「醫學校官制」『奏本』 19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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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適)다고 위(謂)키 난(難)니 차(此) 동의약(東醫藥)의 가폐(可
廢)치 못 원인29)”

  즉, 온돌식 구조와 식습관 같은 생활환경이 다르고 지리적인 차이가 
있으며 체질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서양의학은 조선인에게 적합하지 않
고, 한의학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양의학이 외과적으로 우수한 의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과 계통에서는 한의학이 더욱 우수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서구 
의학은 광물질의 약품을 쓰지만 한의학은 초근목피와 같은 식물성을 사
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잘 적응하여 치병의 효과를 거둠에 있어 양의보다 
훨씬 낫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실제로 당시에 외과 치료를 위해 
일본인 의사들을 찾는 경우는 증가했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내과
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의사를 찾는 현상이 발생했다.30)

  이처럼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반
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의 증설과 위생시설의 보급을 이
용함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치료법인 한의학을 억압했지만, 여전히 조선
인들은 한의학을 필요로 했고 다양한 방면에서 그 발전과 보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3) 전시체제기 의약품의 통제와 배급

  1930년대 이후 조선 땅의 의약업계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조선이 일본과 만주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게 되면

29) 『매일신보(每日申報)』, 1913.05.29.

30) 여인석,「10장 1930년대 식민지 의료체계의 변화와 한의학」『한국의학사』(서울: 의

료정책연구소, 2012). 278∼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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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선인 약사의 배출과 전체적인 약업 종사자들이 늘어났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서도 의약업계는 지속적인 활기를 띄었지만 
물자가 귀해면서 통제를 받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9월 군수공업동
원법(軍需工業動員法), 공장사업관리령(工場事業管理令)이 공표되고, 같
은 해 12월에는 조선물가조사규칙(朝鮮物價調査規則)이 공표되는 등 실
질적으로 물자를 통제하고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후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선다께다약품공업(朝鮮武田藥品工業)이 
인천에서 브롬(Br) 제조를 시작하고 여타 다른 일본 회사들이 앞 다투
어 제약업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31)

  1938년 5월 10일에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되고 각종 통제령이 줄지
어 나오기 시작했다. 1939년 10월에 “가격통제령”이 공포되어 물건의 
값이 정해지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의약
품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같은 해 일본후생성은 모든 의약품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재료 
공급을 위해 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묶어 “조선의약품수이입통제조합(朝
鮮醫藥品輸移入統制組合)”을 만들었다. 한약재도 같은 이유로 “조선생약
수입통제조합”이 창립되었고 조합원이나 임원진은 모두 한국인으로 구
성되었으며, 이후 조합만으로는 활동이 어려움을 느끼고 각각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거의 모든 의약품의 거래는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관청
의 지시에 의해 각 지방의 배급소를 통해 배급 받게 되었다. 약업계 또
한 완전한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손님의 개념이 사라지고 ‘배급’을 받는 
현실이 되었다. 

31) 동화약품 100년사 편찬위원회, 『同和藥品百年史』(서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1998)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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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던 중 “조선의약품통제규칙”이 공포되고 각 도에 하나씩의 배급
회사가 신설되어, 양약 14개, 생약 14개의 총 28개 의약품 통제회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통제회사들은 해방 후 한국 약업자들에 의해 접수되
어  경무국 군수의약품 배급을 맡게 된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 물자통제령이 공포되어 의약품 
통제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1942년에는 기업정비령이 단행되어 실적이 
없는 기업을 정리한다는 구실 하에 한국인들을 징용하여 전쟁터로 끌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일본인 약업자에게는 경무국에서 원료와 
물자가 공급되는 등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이 이어졌지만, 한국계 
자본회사에 대해서는 원료재고에 대한 감시와 과세, 그리고 인력의 유출 
등 갖은 억압을 서슴지 않았다.

2. 질병퇴치를 위한 주술 의존

1) 주술에 대한 믿음의 심리

  주술에 대한 믿음과 의존은 세계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널리 
볼 수 있는 문화현상(文化現象)이라 할 수 있다. 주술은 이미 원시시대
부터 인간생활과 매우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왔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
간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워 삶의 대한 각종 질문을 하게 되고, 인간은 그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클리포드 거츠
(Clifford Geertz) 가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을 어리석은 놀
라움이나 눈먼 무관심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으
로 유효하거나 믿음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닌 ‘설명’을 위
해 투쟁한다.”32) 즉 거츠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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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현상이든 무작정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보다는 의심을 가지고 세
상을 바라본다. 다시 말해 스스로 지닌 생각과 환경, 경험 등을 토대로 
자의적인 해석과 이해 과정을 거친 후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념과 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생 전반에 관
한 사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신념 혹은 믿음에 부합하지 않
는, 그 중에도 특히 중심이 되는 신념을 저해하는 증거나 사상들을 거부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보수주의라고 한다. 생물학자 루이스 월퍼
(Lewis Wolpert)는 누구나 세상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그럴듯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도 특히 종교, 비과학적인 현
상, 건강 등과 관련된 믿음은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여럿 연관되어 있다
고 주장했다.33) 다시 말하자면 이처럼 의학과 주술은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다”34)는 말처럼 질병만큼 심각한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다는 뜻이
다. 이러한 신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의학의 꾸준한 발달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인들 사이에 이러한 믿음이 존재했던 이유
는, 인구정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병이 퍼짐에 따른 완벽한 의학적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술사’35)들은 점, 굿, 약초채집, 부
적을 사용했다.
  고대 비 서구문화권 치료사들의 치유능력은 보통 그들이 행하는 치유
32) Geertz, C.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Basic

Books: New York. 1983), p100.

33) Wolpert, Lewis, “The evolutionary origins of belief”. Six impossible things before

breakfast. New York: W.W. Norton, 2006), p23.
34) Wolpert Lewis, 위의 책, 161쪽.

35) Wolpert, Lewis는 주술사와 의학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의술사’들은

다양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질병에 대한 설명과 해결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영어:

religious and medic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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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따라 평가 받았다. 그리스 철학자 갈렌(Claudius Galenus, 130
〜200, 그리스의 의사)과 히포크라테스(Ἱπποκράτης; Hippokrátēs; c. 
460 BC〜c. 370 BC)부터 아프리카의 샤먼과 아메리카대륙 원주민 인
디언 주술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사들의 치유능력은 환자들에게 
치유의식을 행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의료시설, 병원 신전: 성소 / 치유의 예배당
전문의와 담당 분야 다양한 신의 역할과 구분
환자 – 의사와의 상담 신도 - 신관과의 만남
진료상담원(혹은 간호사)과 상담 후 
진료내역이 환자의 진료차트에 기록됨

신전의 관리자(신관)를 통해 배우고 
상담하며 신자들의 신앙이 기록으로 (일종의 
성서) 남는다고 믿음

다수의 환자가 주어지고, 개개인은 특별한 
진료기록에 의해 구분됨

종교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거나 부름을 
받음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위해 진료실로 
들어감

신도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소로 
들어감

환자는 의사의 절대적인 권력과 관찰 
아래 있음

신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적 치유의 힘 
아래 스스로를 노출됨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질병을 치료하는 신관의 능력에 대한 
적대적인 신뢰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백함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백함
의사들을 약품 책을 참조하며, 대부분의 
약품은 라틴어로 되어있음

신관은 성서와 예언서를 참조하며, 신성한 
언어가 존재함

환자가 치유됨 정죄되고 귀신을 쫓아냄
표 2. 연구자가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한 서양의학과 
주술치료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클리닉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그리고 생물학과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연구자가 비교한<표 1>과 같이 서양의학의 수행도 일종의 주술적 
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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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중근, 평안북도식 마마배송굿 장
면. 19세기 말.

  그러나 이처럼 의학과 민간신앙에서만 주술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각종 종교 문헌에도 이런 질병의 대처법, 질병의 기원과 같은 의학
적인 설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나 이집트 사회에서의 의학은 
전적으로 주술적이고 초자현적 현상으로 다뤄져 있다. 즉, 신이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한다. 불교에서는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
경』37) (“각종 병고에 시달리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진실한 마음으로 
부른다면 누구나 단정한 몸을 얻고 병이 모두 소멸될지어다.”)38)과 같은 
경전을 통해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종교라는 의식이 강한 민속종교의 형태 
속에서 발견된다. 

2) 조선 민간신앙의 전통과 부적

  종교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인 문화현상(文化現象)이다. 
외래종교의 요소가 많이 혼합되어 
제정(祭政)이 일치되었던 부족국
가시대의 민간신앙은 국조인 단군
과 관련된 신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단군신화에는 환웅(桓雄)·동물
신·식물신·자연신·지신(地神)과 같

36) John S. Welch, Ritual in Western Medicine and Role in Placebo Heal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42, No. 1, 2003), pp. 24〜26.
37)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동방 정유리세계

(淨瑠璃世界)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부처의

원만행(圓滿行)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無上菩提)의 묘과(妙果)를 증득하게 하

는 부처이다.

38) 藥師如來, 李鍾益, 불교사상 3, 1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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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신이 등장하고, 곰이 인간으로 화하는 방법으로 삼칠일·백일
의 금기와 주술이 행해졌으며, 기자(祈子)·이구(異媾)·천부인(天符印) 등
의 신적 존재가 기록으로 남아있다.39)

  한국의 이와 같은 토속신앙은 불교 도입에 앞서 무려 500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주술적 행위와 민간신앙이 산재해있다. 이러
한 흔적들은 한국문화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정신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민간신앙이 전승되면서, 이는 종교임과 동시에 
일종의 생활수단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 

3) 일제강점기에 확산된 벽사부적의 사용

그림 3. 일제 강점기, 림프샘에 종
기가 생겼을 때 팔에‘狗 (개)’자
와‘虎 (호랑이)’자를 쓰기도 했다.

그림 4. 눈병 치료를 위한 부적을 방 입구 기둥에 
붙여놓으면 눈병이 없어진다고 믿었다. 

39) 차용준,『종교문화의 이해 제1, 2권』(고양: 한국학술정보, 2002), 198〜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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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토속신앙과 관련된 많은 조선의 관습은 
미신으로 간주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민간신앙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 와중에 특이하게도 부적(특히 질병에 대한 부적)
은 조선인들 간에 오히려 더 널리 보급되었고, 천도교와 증산도 등의 종
교단체를 통해 일종의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40) 근대로 접
어들면서 부적의 쓰임은 더욱 다양해졌고 무속신앙, 천도교, 증산교와 
같은 다양한 신흥종교가 형성되었다.41) 그 중 증산교는 다른 종교에 비
해 많은 종류의 부적을 사용했는데, 이 때 사용된 부적 역시 질병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증산교의 교주인 강일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수련을 시켰으며, 환자를 치료할 대는 한약처방에 
의한 약물 치료와 함께 주문을 외우게 하거나, 또는 부적을 사용하고 안
수치료를 병행하였다고 한다.”42)

  <표 3>을 보면 각종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일제강점
기를 거치며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
기 때 질병과 의학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아졌고 대체적으로 의학 발달과 
위생의식 고취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정확한 사망률은 조선시대 환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병원이 병을 만든
다.”고 말했다.43)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사람이 병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다. 의학 발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질병을 접하
게 되었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사망률은 여전히 높

40) 김영자,『한국의 벽사부적』(서울: 대원사, 2008). 97쪽.

41) 김영자, 앞의 책, 97〜100쪽.

42) 김영자, 앞의 책, 「증산교의 부적」, 98〜99쪽.

43) 이반 일리치,『병원이 병을 만든다』(박홍규 옮김)(서울: 미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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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는 조선인들이 오히려 질병을 “귀신이 주는 저주”으로 인식하여 
“주술적인 도구”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질병은 인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주술적인 도구를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 Korean Goverment General Statistics from 1910 to 1943.
     조선총독부. 1910~1943년 질병 별 사망자 수 통계



- 25 -

III. 일제강점기 신문 광고 디자인 분석 

1.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광고

  한국에서 ‘광고’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근대 신문의 창간과 
자본주의 회사들의 유입에 있다. 『한국광고사』에 따르면 조선의 최초
의 신문 광고는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의 제4호에 게재된 독일
의 무역상사인 세창양행의 ‘고백’이었다.44) 이후 본격적인 광고는 1896
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뒤이어 각종 민
간신문에도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였으며,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
리잡아갔다. 당시의 광고는 테두리를 통한 강조와 기울임 같은 초보적인 
수준의 광고기법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삽입하는 정도였다.
  ‘고백’이라는 용어 이후, ‘광고’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한성순
보』 제3호에 실린 ‘회사설(會社說)’이라는 기사였다. 이는 직접적인 상
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는 아니었지만,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광고’라
는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차츰 일본의 경제침략이 가시화되고 신문에도 
일본 회사와 제품의 광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상품의 광고와 새로운 기법들이 등장했다. 약품, 조미료,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자전거, 자동차, 축음기, 시계와 같
은 소수의 소비자를 위한 광고도 등장하곤 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일본
의 광고였지만, 일제강점기의 광고로는 의약품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45)

44) 서정우,『한국 언론 100년사』(서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6).

45) 서정우, 앞의 책,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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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의약품광고의 범람

  최초의 신문 광고라 불리는 세창양행의 ‘고백’ 이후, 의약품 광고가 
‘광고’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891년이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광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백’이라고 불렸
다.46) 이런 광고의 목적은 각종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정직하게 알리
는 것이었다. 조선인이 광고주일 경우, 광고에 실린 내용은 약국이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던 약품의 정보를 다뤘고,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1910년 이전의 의약품 광고를 보면, 테두리 
무늬가 두꺼웠으며 약에 대한 설명이 고어(古語)와 한문을 통해 구체적
으로 표기되었다. 글꼴은 서예 느낌이 나도록 목판화 혹은 붓을 사용해 
디자인 되었으며, 많은 이미지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일러스트 
등을 삽입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의약품 광고 수가 많았던 이유는 그만큼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던 상황과 함께, 대중적으로 광고가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처 역할을 했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
품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품들이 도입됨에 따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특히 1919
년 3.1 독립운동 이후) 광고는 신문에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광고를 생활정보의 일종으로 받아들였
다.47) 상품을 정직하게 알린다는 광고의 첫 번째 목적이 희미해지기 시
46) 세창양행이 우리나라에서 파매하려는 물품을 나열하고 모든 귀한 손님들과 선비나

상인에게 염가로 팔겠으며, 은양(銀洋) 신세에 맞게 계산하여 아이나 노인이 온다 해

도 속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겠고 정직한 상거래를 하겠으

며 세창양행의 상표를 확인하고 물건을 산다면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창양

행의 신용과 상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려 했던 것이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

국광고 100년』(서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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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일신보』 1920.01.24.
1면 12단인데 그중 7단이 광고이다. 
의약품 광고는 지면의25%를 차지
하고 있다.

작하면서 과장광고가 등장했다.48) 약방과 
의약품 광고가 다양해지면서 자신들의 제
품이 최고라고 알리는 수단도 다양해졌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 광
고가 신문 광고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서, 광고의 방식과 수단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00년대에 들어 광고에 삽입된 그림은 
기존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런 
가운데 1910년대 이후부터 “부적스러운” 
광고, 즉 주술적 의미를 지닌 약 이름과 
소통 방식, 그리고 광고에 사용된 상징적 
디자인들이 더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에 조선제약사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만, 국내 의약품 광고는 광
고지의 큰 자리를 차지하였고, 특히 ‘화평당약방(和平當大藥房本鋪)’과 
‘제생당약방(齋生當藥房)’이 활발한 광고 활동을 하였다.49) <표 4>에서 
보듯이 국산 뿐 아니라 수입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의약품의 종류도 다
양했으며, 이러한 의약품들의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47) 마정미,『광고라 하는 것은 1876-2008』(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72〜75쪽.

48)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국광고 100년』(서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21쪽.

49) “1910년에 낸 화평당의 광고에는 단(丹), 수(水), 환(丸), 산(散), 고(膏) 등 무려 29종

의 다양한 약이 열거되어 있다. 제생당약방을 경영한 이경봉은 청심보명단(淸心保命

丹)과 삼용대보원(蔘茸大輔元)의 특허를 얻어 초기 광고 발달에 크게 기여한 선구자

였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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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의
약
품

동화약방 (同和藥房) 1809 인소환(引蘇丸), 활명수(活命水)
제생당약방 (齋生當
藥房) 1907 청심보명단(淸心保命丹)> 청심환(淸心丸), 영아보명단(영

아保命丹). 
화평당약방
(和平當大藥房本鋪) 
이응선

1908 팔보단(八寶丹), 자양환(滋陽丸), 태양조경환(胎養調經
丸), 회생수(回生水), 소생단(蘇生丹), 하리산(下痢散), 급
체쾌통산(急滯快通散), 육미탕(六味湯).

천일약방 (天一藥房) 1914 조고약(趙膏藥)
조선매약주식회사
(朝鮮賣藥株式會社)

▼
화평당 자매회사 

(화평당에 흡수 되었다)

1914
▼1919

영신환(靈神丸), 사향소합환(麝香蘇合丸), 우황청심환(牛
黃淸心丸), 포룡환(抱龍丸),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칠
제향부환(七製香附丸), 조경종옥환(調經種玉丸).

이
본
의
약
품

총독부의원 대한
의원 (大韓醫院)
자혜의원(慈惠醫院) 
각 독립의원50)

1900

로도에기스, 판크레아틴, 유당, 디아스타제, 인산(燐酸) 
코데인, 오시풀, 타나루빈, 페나세천, 안티피린, 암모니
아수(水), 아스피린, 산토닌, 살리실사소다, 중탄산(重炭
酸) 나트리움, 포수(包水) 크로랄, 호미카엑기스, 티몰, 
카스카라유동 엑키스, 가성 마구네시아, 탄산크레오소
트, 부롬카륨, 콘즈랑고, 아편팅크(阿片 丁幾), 아연화연
고(亞鉛華軟膏), 미구레닌, 피라미돈, 초산(硝酸) 스트리
키닌, 슬모날, 수은연고(水銀軟膏)

일본 잡화상 1907 인단(仁丹), 용각산(龍角散), 건위고장환(健胃固腸丸), 오
따위산(太田胃散), 중장탕(中將湯), 건뇌환(健腦丸), 대학
목약(大學目藥), 로오도 목약.

서
양
의
약
품

미국
(유한양행(柳韓洋行)
이 수입한 의약품)

1926
-구충제: 치노표디움, 오일켑술, 혜노톨, 
-결핵제: 크레오소트, 구아야콜, 캄 파운드, 네오톤, 
-피부병약: 맨소레담, 안도린
-비타민 A, D, 육백육호(六O六) (미국회사 아보트)
-징크프로타 인슐린 (스키브 회사)

프랑스 (유한양행) 1926 파스톨, 엔티갱그린(盲腸炎血淸濟), 앤티메닝고코스, 
영국 (유한양행) 1926 이반손스, 알렌험부리 
독일 (유한양행) 1926 생물학젹제제, 마치제

표 4. 연구자가 홍현호(1972).『韓國藥業史』. (서울: 韓獨藥品工業株式會社)를 기반으로 
작성한 표. 당시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됐던 조선제약사의 의약품. 그리고 일본과 서양 
제약사의 의약품. 

50) 이 의약품들은 서양에서 생산된 약들을 세브란스와 유한야행이 수입해 들여온 약들

과 대한의원, 자혜의원 그리고 후신인 각 독립병원 등이 일본 약업자로부터 구입하였던

의약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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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의약품 광고 디자인 분석

  주술성과 광고의 관계를 디자인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다
음에서는 현대 신문 광고의 시각 구조를 이루는 ‘카피’와 ‘이미지’ 두 범
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유래된 ‘광고’의 정의와 역할
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왔지만, 과거의 광고를 현대의 구조 해석 방식에 
일대일로 대응시켜 분석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마케팅의 
개념은 1970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광고를 해석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51) 최초의 의약품 광고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현대 광고 디자인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하여, 
과거의 광고가 지닌 특징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림 6. 『독립신문』 1899.07.12.
금계랍. 조선 광고 중에 처음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 광고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약
‘금계랍’을 소개하는 고백이지만, 현대 광고의 틀에 맞춰 분석이 가능하다.

  

51) 서정우,「마케팅개념 도입기 (1970년대초〜1970년대말)」『한국 언론 100년사』(서

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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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1890년대 최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삽입한 의약품 광고이
다. 그림과 같이 당시의 광고는 바디 카피(body copy)와 일러스트레이
션만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던 시기였다.52) 
  『현대 광고 디자인』에 의하면 신문 광고는 시각적으로 이미지(image)
와 카피(copy)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하위요소들을 지니고 있
는데,53) 그 하위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Ÿ 이미지의 조형적 요소

(a)  이미지(image): 광고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도해(圖解) 등을 말
하며 비주얼(visual) 또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이라고도 부른다.

(b) 트레이드마크(trade mark): 또는 브랜드(brand), 캐릭터(character). 
(c) 시그니쳐(signature): 코퍼레이트 심벌 (corporate symbol), 로고타입 

(logotype)
(d) 보더 라인(border line): 신문 기사나 다른 광고로부터 광고를 구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의 외곽선으로, 특히 신문광고에서 중요한 시
각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Ÿ 카피의 내용적 요소

(a) 헤드라인 (headline) 광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뉴스, 고지, 효용, 이익, 
주장, 제안 단정, 증언, 경고, 질문 형식으로 나뉘며, 광고 메시지의 캐치프
레이즈 (catch phrase)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광고의 컨셉트이자 독자에 
대한 소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b) 보디 카피 (body copy) 헤드라인으로부터 유인되어 회사나 상품에 대한 
52) 일부 제품 (특히 외국 제품)을 제외하고 사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53) 김용우, 이범규.『현대 광고디자인』. (서울: 고려의학, 2005).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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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공감과 상품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켜 행동하도록 설득한다.

(c) 슬로건 (slogan) 생산자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그 광고에 반복해서 사
용하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말이나 문장으로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축
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기업이나 상품의 아이덴티티 (identity, 정
체성) 또는 이념, 공익성을 표출한다. 

(d) 캡션 (caption) 사진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본문과는 별도로 붙이는 짧
은 설명문을 말한다. 

(e) 회사명과 주소: 회사명은 곧 광고주의 이름으로서 광고의 시행자이며 소비
자가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회사의 간접적인 PR이나 상품에의 신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의약품 광고의 카피 

  일제강점기 신문의 의약품 광고는 매독약, 임질약, 보약, 식욕촉진제, 
두통약, 비타민 등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광고들은 대부
분 큰 활자체로 약의 이름을 소개하고 조금 더 작은 활자로는 어떤 효능
을 지닌 약인지 간단하고 힘 있게 표시했다. 주제와 부제는 대부분 광고
의 우측이나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광고의 내용은 더 작은 크기의 글씨
로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위에서 아래로 읽기 방식으로 배열되었다.

Ÿ 헤드라인에 소개되는 약명(藥名)

의약품의 명칭과 내용도 시각자료와 함께 디자인에 해당되는 요소로, 상
황에 따라 앞서 언급한 주술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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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든 의약품 이름을 풀이하면 “영험한 신이 내려주신 알약” ‘령신환(靈
神丸)’ <그림 7>, “7명의 신이 내려주신 약” ‘칠신환(七神丸)’ <그림 
8>,  “신의 힘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약” ‘령소환(靈蘇丸)’ <그림 9>, 
“바람을 꾸짖는 약” ‘소풍환(消風丸)’ <그림 10>, “영험함을 일컫는 약” 
‘지령산(至靈散)’ <그림 11> 과 같다. 이들의 경우는 약 이름에서부터 
주술성이 나타나고, 민간신앙에서 비롯한 신령스러운 언어와 상징물에 
대한 표현은 약에 대한 첫 인상부터 호감이 가게 한다.

그림 7. 『매일신보』 
1910.03.10. 령신환 영험한 
신이 내려주신 알약.

그림 8.『동아일보』 1920.04.01. 
칠신환 보약 광고. 7명의 신이 
내려주신 약. 

그림 9.『조선일보』 1923.03. 
09. 령소환, 종선고., (신의 힘
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약.) 

  광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각종 질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약의 효
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일부는 의약품의 본래 목적
을 벗어나서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된 효능,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좋은 것을 몸에 주는 식의 과장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메시지
는 부적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운은 모두 다 물리치고 행운을 부른다”
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그림 12>의 부인병 약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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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약을 복용함으로써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있
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약을 설명하는 문구들은 주술적 판타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만병통치약의 경우 실제로 별다른 효능이 없
더라도 오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약품”이라는 타이틀과, 복용하는 의
식 (ritual)이 작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문구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가투약 행위를 하도록 자연
스럽게 인도했다.

그림 10.『조선일보』1923.04.13. 소풍환 바
람을 꾸짖는 약. 

그림 11. 『조선일보』 1923.04.11. 지령산 영
험함을 일컫는 약. 

  민간신앙 대상 중 하나는 자연숭배이고, 이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늘에 대한 숭배다. ‘천(天)’은 고대(高大)하고 원유
(遠幽)한 거리와 그 불변성(不變性)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성(信誠)
의 대상이 되어 있다. 신성의 대상이 되면 천은 거리감각 때문에 사람
과 혼합될 수 없으며 사람과 통할 수 없는 천기(天機)를 가진 존재가 
된다. 그 천기는 “하늘이 낳으신바 알이 화하여 성군(聖君)이 되니…"
이나 “금색으로 된 조그만 궤짝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고… 그 궤짝을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났다. …왕은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54)와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4 -

그림 12.『동아일보』 1920.04.03. “부인병 만병통치약 태양됴경환 - 부인네 
모든 병증을 곳치고 아들만 낫게 하는약. 진실로 텬하령약이라 먹으면 먹는대로 어더
한 오래명이던지 모다 나흐며, 몸이 건강하야지고, 오래못낫던 아히를 낫케됨은, 말로
만 그러햐게 안이라 실디로 그러하니. 그것은 약먹고 효험본 부인의 중거잇는지라.”

  위와 같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신앙 중 하늘은 한국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광고에 하늘을 표현하는 언어와 그림 등
을 통해 다수 나타난다. 

2) 이미지

  광고 이미지에는 주술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초기의 광고에는 대부
분 의약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일러스트가 많이 실렸다. 이런 일러스트의 
54) 차용준,『종교문화의 이해 제 1권. 단군신앙 민간신앙 무(巫)신앙 문화편; 김알지 설

화』(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2),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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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동아일보』 1920.04.02. 제생당약방 광
고.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천사. 

그림 14. 『조선일보』 1927.09.15 종선
고. 천사가 의약품 간판을 들고 있다. 

그림 15. 
『동아일보』1922.06.11
령신환 광고(왼쪽)
부적 주머니(오른쪽)

종류로는 환상세계의 악마와 작해 도가, 사주 서천서부터 시적, 부적 등에 
사용되는 동물이나 다양한 심벌마크, 인체 해부도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광고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 신화, 설
화, 탱화, 불화 등에 나타나는 인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그 중 몇 가
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그림 13>의 ‘제생당약방(濟生堂藥房)’ 광고에서
는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형상을 담고 있고, <그림 14>의 ‘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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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조선일보』 1923.02.10. 적송당 약방의 종기약 적선고(왼쪽)에 등장
하는 인물은 불교의 달마대사(오른쪽)와 흡사하다.

그림 17. 『매일신보』1916.10.01 화평당약방의 팔보단과 자양환을 소개
하는 캐릭터는 달마도 불화와 유사하다

고(腫仙膏)’ 광고는 천사가 약의 이름이 쓰인 간판을 들고 있다. 또 <그
림 15>의 ‘령신환(靈神丸)’ 광고에서는 약간 기울어진 모양의 의약품 패
키지를 광고 상단부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의 포장은 부적을 넣어두
는 주머니와 유사하다.

Ÿ 주술적인 캐릭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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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17, 18>에는 앞에 소개되었던 광고 이미지보다 더 노골적
으로 설화와 불교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담고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선종 불교의 시조인 달마대사를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림 18. 『조선일보』 1924.05.12. 령소환 광고. 
신선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조선인에게 약을 전달하
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림 18> 신선도에 자주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긴 수염에 정수리 부분
이 혹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묘사되었다. 도교(道交), 신선과 관련된 
칠성신앙이나 산신숭배사상은 모두 민간신앙으로서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
서 흡수된 것들이다.55) 《석문의범(설문의범)》하, 제 10 산신청(山神請)
에 따르면 산신은 가장 신령스럽고 위엄 있고 용맹스러워 마귀를 물리치
고 재앙을 없애며 복을 내린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법회를 열고 산신과 그
의 권속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공양하면 도량에 강림하여 이 공양을 받는
55) 김원룡,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2006),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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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56) 이런 신선의 신령스런 이미지를 빌려 의약품의 
효과를 광고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림 18>의 령소환 광고라 할 수 있
다.

Ÿ 동물 그림

그림 19. 『매일신보』1914.01.27. 『붉은져고
리』. 호랑이 두 마리와 손잡은 팔보단 광고. 
이 그림은 전년도인 1913년 1월 1일에 창간된 
최남선의 <붉은져고리>의 제호 그림을 사용한 
것으로, 호랑이가 지닌 이미지를 차용했다.

그림 20.『독립신문』1912.09.06.
천은당대약방의‘인수단’,‘청위보명
단’,‘보원단’등 조선총독부 경무총
감부 위생과 검사품목 19종 발매.  

  동물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 대부분 십이지 동물이나 십장생(十長生)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용, 호랑이, 봉황, 거북이, 코끼리, 원숭이 등이 설
화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이며 각 동물마다 상징을 지니고 있다. 바
르트(R. Barthes)가 말했듯이 “이미지는 사회적 가치관으로써 각 사회마
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57)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서는 사람들
56) 김원룡. (2006). 앞의 책, 133쪽.

57) Roland Barthes,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Hill and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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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약품으로부터 기대하는 효능을 상징하는 것을 각종 동물에 투영해 
사용했다.
  <그림 19>와 <그림 20>의 광고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신화와 역사 
속 호랑이의 진면목은 귀신 퇴치에 있다. 『풍속통의(風俗通儀)』에는 “요
즘 사람들이 갑자기 악귀를 만났을 때 호랑이 가죽을 태워 물에 타 마시
면 능히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58) 단군신화 속 호랑이는 인
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호랑이로 남아있으며, 후백제 초대 왕 
견훤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전해진다.59) 이처럼 호랑이는 백
수의 왕으로 재액을 막고 신화와 역사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물
로 그려진다.

그림 21. 『조선일보』 1928-01-23 령소환. 그림 21.1. 용 부적.

  용(龍)은 전설속의 동물로, 영험함과 신비함, 그리고 고귀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는 한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용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사슴의 뿔, 소의 머리, 뱀의 몸, 물고기의 비늘, 독수리의 
발톱, 입과 턱 아래 수염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요괴나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 장원급제, 입신출세, 만사형통 등 상서로운 

(New York: Hill and Wang, 1984) p. 117-126.

58) 한대의 학자 응소(應, 생몰년 미상)가 사물(事物)과 그 명칭의 의의를 검토하여 속설

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 책. 현존하는 것은 10권과 부록 1권으로 구성되어있다.

59) 김영재. (1997). 『귀신먹는 까치호랑이』. 서울: 들녘,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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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더불어 제왕을 상징하기도 하며, 불교에서는 호불신으로 여겨지기
도 한다. 즉 신령의 걸물이요 권위의 상징인 동물이다.”60) 
  이처럼 용은 환상 속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 탄생한 동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의미는 당시의 광고가 동물이 갖고 있는 주
술성 및 상징성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림 22. 『매일신보』 1918.05.17. 물고기 
그림이 등장하는 태양조경환 광고. 

그림 22.1. 통도사 범종각의 목어 용두어신.

  <그림 22> 태양조경환 광고에는 ‘허공에 떠있는 물고기’가 등장한
다. 물고기는 ‘원천적 자유와 수행의 상징’이며 사찰 장식으로 게, 자
라, 조개, 개구리 등과 같이 자주 등장하는 수행동물 중 하나이다. 또
한 물고기는 오래 전부터 설화에 나타나는 동물이기도 하다.61) 이 
60) 윤열수,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한국문화재보호재단, p.245.

61) “동굴 해변에 금정산이 있고, 그 산정에 50여 척 높이의 바위가 솟아 있다. 그 바위

윙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항상 금색이며, 사시사철 언제나 가득 차 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 범천으로부터 오색구름을 타고 온 금어(金魚) 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 허

균. (2000)『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서울: 돌베개,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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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이러한 상징을 사용한 이유는 물고기가 불교의 설화, 사찰
의 장식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광고의 바디카피는 
다음과 같다.

“4월 8일, 절에는 불공이 야단이요, 집에는 관등이 굉장하다. 불
공한 그 까닭... 귀동자 발원이 아니면 무엇이며, 관등하는 그 까
닭..긔동자 귀명이 아니면 무엇이냐, 귀동자를 기원하거든,,, 먼저 
병이 없어질 부인영양 태약조경환을 먹으라.”

  따라서 이 광고에서는 명확하게 ‘석가탄신’ (음력 4월 8일)에 불공
을 언급했으며, 이런 행위와 같이 부인병이 걸렸을 때는 마치 불공을 
드리듯 빠짐없이 태양조경환을 복용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다.   

Ÿ 신화적인 심벌마크와 패턴 

그림 23. 『동아일보』 1921.03.03. 음양
정 (빈혈약) 광고의 헤드라인 글자 하나하
나는 태극형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23.1. 창경궁 홍화문 이태극 문양. 
광고에 등장하는 이태극 문양과 유사하다. 



- 42 -

  당시 의약품 광고에는 전통 회화에 자주 쓰이는 각종 문양이 등장
하는데, 그 중 식물문양과 자연문양,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동물문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림 23> ‘음양정(陰陽精)’에 
사용된 태극 문양이 陰, 陽, 精 각 글자의 배경으로 쓰이고 있다. 이
러한 태극문양은 한국 역사속의 궁궐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궁궐에 
등장하는 태극 문양은 천도를 상징하는 도형이다. “태극 도형 속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소장(消長)의 이치가 숨어 있고, 조화와 상생의 원
리가 함축돼 있다. 태극의 도는 하늘의 도이면서 인도(人道)의 근원
이기도 하다”62)고 한다. 이처럼 광고에 사용 문양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태극문양이 의약품 이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디자인이 지
닌 의미는 크다.  

그림 24.『매일신보』1928.04.25 천일령신환. 그림 24.1. 구름 문양. 

  <그림 24>의 ‘천일령신환(天一靈神丸)’ 광고는 간략하게 구성되었
다. 의약품의 이름이자 헤드라인인 “가진니쳬증모르는니” 케치프레이
즈가 태양과 구름으로 대표되는 하늘을 배경의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적혀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천일령신환은 하늘이 상징하는 ‘신
62) 허균,「태극」『궁궐 장식: 조선왕조의 이상과 위엄을 상징하다』(파주: 돌베개,

2011),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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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조선일보』1928.09.21. 억간산 (어린이경
기) 광고.

의 공간’, ‘하느님’, ‘우주’ 등을 연상시키게 된다.63) 광고 곳곳에 그려
진 ‘구름’은 단군 신화에서는 풍요와 조화를 상징하며,64) 도교에서는 
초월, 불로장생(不老長生)과 이상향을 상징한다.65)

  <그림 25> ‘억간산(抑肝
散)’ 광고는 자연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정보는 중앙의 흰 배경
에 언급하고, 검은 배경이 이
를 뒷받침 하고 있다. 흰 영
역에 등장하는 패턴인 꽃(매
화)과 함께, 이 광고는 낮(태
양)과 밤(별)을 통해 ‘하루’
를 담고 있다.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억간산(抑肝散)’ 상단 중앙
의 태양은 청춘과 영원성, 역동성을 상징한다.66) 이와 동시에 ‘活
(활)’ 글자를 통해 그 역동성을 배가시켰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요소는 별이다, 광고 왼쪽 상단에 등장하는 별
63) 「韓國文化 상징사전」의 ‘하늘’의 신화적 정의를 보면 “하늘은 그 자체에 부여된 신

격으로 인해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를 간주된다. 비를 내리게 하여 모든 작물의

수확을 책임지는 존재로도 상징되며, 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공간으로도 생각된다”

고 한다.

64)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풍사(風師), 우사(雨師), 운사(雲師) 셋으로 하여금 바람과 비,

그리고 구름을 거느리도록 했고, 이는 농경 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

다.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구름」『韓國文化 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6), 66쪽.

6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구름」. 위의 책, 68쪽.

6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태양」. 위의 책, 597～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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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속신앙에서는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특히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
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병과 장수를 돌보아주며 특히 
어린아이를 수호한다고 믿었다.67) 광고 상단의 ‘小兒界의 活人星(어
린아이들을 살리는 별)’이라는 헤드라인이 바로 칠성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흰 배경의 보더라인(borderline) 역할을 하는 매화는 
회춘(回春)을 상징한다. 매화는 민족 문화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몸의 정력이 되살아나며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눈 속의 꽃으로 표현되곤 한다.68)

3)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의약품 광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서 일반적인 부적과 유사한 점들
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광고의 형태를 분석하면, 눕히거나 세운 막
대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직된 포맷 안에서도 타이포그
래피의 조형성과 배치를 이용한 새로운 스타일이 제시되기도 했다. 
  부적이란 종교의 발생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신비한 영적 주술물
로69),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려 길흉화복의 긍정적인 조화를 추구하
고자 창조된 상징적 그래픽이다. 주술적 상징을 지닌 부적은 그 유구
한 역사성만큼이나 한국인의 철학과 믿음, 그리고 미의식 모두를 반영
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다.70) 부적은 이처럼 총체적인 동양적 

67) “북두칠성은 신앙하는 칠성 신앙(七星信仰)이 불교와 습합되어 민간 신앙으로 일반

화되었다.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

원회. (1996). 「별」. 앞의 책, 342쪽.

6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매화」. 앞의 책, 267쪽.

69) 최덕원,『남도의 민속문화』(서울: 밀알, 1994), 223〜265쪽.

70) 안종갑,「文字의 造形性에 관한 硏究 : 書藝와 符籍을 중심으로」(홍익 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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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아일보』 1920.04.06. 
이 보약 광고의 중간의 부분은 부적과 상당
히 유사한 느낌을 지니고 있다. 밖으로 뻗어
나가는 적법(適法)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림 27. 『동아일보』 1920.04.06. 
이 광고에서 드러나는 판화의 형태를 보
면, 광고의 형식 그리고 광고의 모습에서
도 나타난다.

사고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비밀그래픽(그림과 문자)들로 이루어진 주
술의 상징물임과 동시에, 점괘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는 일종의 
처방전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을 매개하며 인간의 소
원성취나 액운퇴치 등에 관여하는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마법의 열쇠라 믿어져 왔다. 
  이와 같은 주술성을 담고 있는 부적은 디자인적으로 탁월한 조형성
을 지니고 있다. 타이포그래피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문자기호+그림
기호)은 정해진 위계질서에 따라 상, 하의 위치에 배치된다. 부적은 문
자나 상징적 그래픽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 
각각의 그래픽 기호들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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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아일보』 1921.03.04.
천일한약방 광고는 타이포그리피를 원형에 맞
춰서 디자인하여, 불교 소원성취부적과 유사하
게 보인다. 

그림 29.『조선일보』 1925.10.22.
보약전문공사의 약 광고는 타이포그래피
의 조형성을 발휘하여 부채형으로 펴진다.

  일반적인 형태로, <그림 26, 27, 28, 29>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벽
사부적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26>와 <그림 27>의 타이포
그래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형태부터 시작하여 광고의 기본적인 구조
나 형상에서 부적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인 형상이나 글자 
획에 나타나는 힘에서 부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28>와 <그림 29>에서는 원형에 맞춰 글자가 늘어지고 좁혀진 것과 같
이 타이포그래피의 유연성을 발휘한 원형이나 부채형 같은 광고도 찾
아볼 수 있다. 한자는 뜻글자로서 각 글자마다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이러한 복잡한 한자들을 정리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의무는 메시지 부분의 중요
성을 구분 짓고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해 주는 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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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글자의 구조 

그림 30. 영자팔법(永字八法) 
김원룡,「서예」『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1996), 142쪽.

(a) 측번(側法)/기운점 바윗돌이 굴러 내려오
듯이 힘차게 점을 찍는 것이다. 붓은 오
른쪽에서 45도 경사지게 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눌러주
다가 마칠 때에는 왼쪽 아래로 뽑아낸다. 

(b) 늑법(勒法)/가로그음 가로를 긋는 획인
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다다랐
을 때 말을 급히 세우기 위해 말고삐를 
당기는 형세로 쓴다. 처음 붓을 댈 때 각
자 하는 반대 방향에서 붓을 뗀다. 

(c) 노법(弩法)/내려그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획이며, 활을 쏠 때와 같은 긴장감
으로 써야 한다. 이 때 위와 아래는 각기 
추를 매단 것같이 무게를 주고 가운데는 
당기는 기분으로 조금 가늘게 쓴다. 

(d) 적법(適法)/갈고리 노법과 결합하여 내리
긋던 획을 공이 튀어오르 듯 붓을 제자
리에서 한번 굴려 쳐올린다. 

(e) 책법(策法)/치침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는 채찍의 움직임처럼, 처음에는 늑
법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가늘어지면서 

약간 오른쪽 위로 뽑아내는 획이다. 대부
분 다른 획과 결합되어 쓰인다. 

(f) 약법(掠法)/삐침 큰 새가 먹이를 약탈하
려고 재빠르게 내려와 꽂히는 형상처럼 
삐쳐내리는 획이다. 운필의 속도와 획의 
끝부분에 무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g) 탁법(啄法)/쪼음 새가 부리로 벅이나 나
무를 조는 형상으로, 약혹보다 짧은 삐침
이다. 삐쳐내릴 때는 거의 휘지 않고 단
단하고 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뻗어내
려야 한다. 

(h) 책법(磔法)/파임 고기를 자를 때 처음에
는 가볍게 자르다가 점차 힘을 강하게 
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사선을 오른쪽 
아래로 삐칠 때 처음에는 가볍게 그어오
다가 점차 힘을 가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붓을 추슬려 옆으로 뽑아내는 획이다. 이 
획은 끝처럼 밑 부분에 필흔(筆痕)이 생
겨 죽 튀어나오거나 조금 머뭇거리는 특
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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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글자의 각 부분들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통합적으로 광고를 바라봤을 때 광고에 
등장하는 글꼴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글꼴과 다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서양의 타이포그래피 구조에 정리된 용어들로는 일제강점
기 신문광고에 등장하는 글자(특히 한자)의 구조에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아래 제시된 영자팔법(永字八法)71)의 한자 
구조 용어를 참고해 진행될 것이다. <그림 30>
  
Ÿ 부적의 구조와 표현방식

   부적은 문자나 상징적인 그래픽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 부적의 
그래픽 기호들은 그 안에서 지극히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
으며 서로 반응함과 동시에,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시각적인 기호로서 독
특하고 창의적인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적의 경우 각 구성요
소들(문자기호+그림기호)은 정해진 위계질서에 따라 상, 하의 위치에서 
상징적 가치를 획득한다. 

  『부적대사전』에 따르면, 부적을 이루고 있는 조형적 구성요소들을 “부
두(符頭), 부담(符膽), 부복내(符腹內), 부각(符脚), 주사신불(朱砂神
佛)”로 구분해 부적의 5대 구성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72) 

71) 영자팔법(永字八法)은 2세기 후한, 왕차중(王次中)이 제작한 해서(楷書) 문체를 쓰는

데에 사용했던 기반이었다. “해서를 쓰는 데는 하나라의 채옹이 신선으로부터 배웠다

고 전해지는 영자팔법(永字八法)이 기본이 된다. 김원룡,「서예」『한국 미술문화의

이해』(서울: 예경, 1996), 142쪽.

72) 오형리,「구성 요소」『부적대사전 제 1권 이론편』(서울: 동학사, 2003),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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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부적 구성의 예. 

그림 32. 부적에 쓰이는 글자의 작성
법과 획의 의미. 

  -부두: 사람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부적의 두뇌라고 할 
수 있으며 부적의 모든 내용을 총
괄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추상기호
들은 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동
물들의 형상을 상징적 형태로 만들
어 그 구체적 형상성을 변장, 위장
시킨 것들이 주로 이룬다. 

  -부담: 사람의 간과 쓸개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정화하여 하늘에 알린다. 소망하는 
바를 하늘에 고하고 그 내용을 정
화시키는 의미를 지닌 부담은 부적
에서 크게 그 위치에 관계없이 등
장하고 있다. 인간에 비교하자면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
픽 사례들을 보면 필체의 흘림
(serif) 끝단에 굉장한 힘이 들어
가 있다. 

  -부복내: 사람의 배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이루고자하는 일의 내용, 
즉 부적의 용도를 밝히는 핵심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각: 사람의 다리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발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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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사신불: 이루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거나 돕는 신불의 이름을 담

고 있다.

  부적에는 “봉(奉)”이라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헨리 도레73)

(Henry Dore, 「중국의 미신」의 저자)에 따르면 봉(奉)은 막강한 힘을 
지닌 신들에게 고함으로써 강력한 영적인 힘을 빌려 소망을 성취하고
자 하는 염원을 표상하고 있다. 광고에서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를 확
대 시켜보면, 도레가 앞서 제시했던 “힘”이 필체의 흘림(serif) 하나하
나에 보인다. 예를 들면, <그림 18>의 “환” 글자, 그리고 <그림 19>의 
글꼴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

  부적의 표현형식은 아래 <표 5>, <표 6>과 같이 글자부적(文字符籍) 
과 그림부적(畵伯符籍) 두 가지의 큰 종류로 나눠진다. 이 중 글자부
적에는 고전체(古篆體)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여러 한자가 모여 다시 
글자의 모습을 구성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 외에도 한자 및 한글, 
초서체(草書體), 별자리와 한자, 지언(다라니)과 범자부(梵字符)와 같
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부적은 인물 신상류, 
동물 신상류, 십이지신 부적(十二支神符籍), 잡상류(雜像類), 추상회부
로 나눠진다.74)

73) Doré Henry, S.J. Chinese Superstition: Vol 1 F irst Part Superstition practices

(translated by S.J. Kennelly.M) (Shanghai: TUSEWEI PRINTING PRESS, 1926).

74) 김민기,「II.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와 그 종류」.『韓國의 符作 : 丹의 美術 符作을

통해서 본 基層文化』(서울: 保林社,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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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부적（文字符籍）

① 고전체(古篆體)
퇴병부 외 15종의 종합부적, 수해
예방부, 백병불침 해인신부(海印神
斧), 가택평안소재초복부, 삼재소
멸부(三災消滅符), 발병 퇴치부, 
불사백수(佛師百壽), 

② 한자 및 한글
사방무방(四方舞妨)부, 소원성취 삼
시삼품 (三尸三品), 전염병 예방부, 
동토부(動土符), 목해부(木解符), 금
해부(金解符)

③ 초서체(草書體)
호신부(護身符), 백사대길부(百事大
吉符), 재액 불입부(災厄不人符), 
만사대통부, 장수부(長壽符), 부귀
부(富貴符), 재수대통부, 소원성취
여의부.

④ 별자리와 한자
진만신부(鎭輓神符), 백중경(百中
經)의 부적들, 태응부, 일테행사만
사대길부, 재수대통부, 화재예방부, 
만사여의 백귀자멸부, 뇌성보화천
존부, 벽사부(辟邪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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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부적 (畵伯符籍)
① 인물 신상류
소원성취 다라니부, 벽력뢰공부(霹靂蕾公符), 해원(解寃) 호신, 관재소멸부, 벽병부(僻病符), 신묘장구다라
니, 구산부 소원성취,전염병 퇴치부, 백괴사신부.

② 동물 신상류
소원성취 만사대길부, 안택부, 매, 한눈박이 물고기부, 태음부(太陰符), 토끼, 벽사부(辟邪符) 호랑이, 관음
주, 천지대명덕부(天地大明德符) 학, 

③ 십이지신 부적(十二支神符籍)
갑신신부(甲申神符), 정유신부(丁酉神符), 정사신부(丁巳神符), 육정음신(六丁陰神), 신라의 정묘신상, 토
끼, 육갑양신(六甲陽神), 육정신(六丁神)의 은사부(恩賜符).

④ 잡상류(雜像類)
해인십파라밀도부, 화합부(和合符), 도액부(度厄符), 중악(中嶽)부, 면화재상해(免火災傷害)부, 지전(紙錢), 
육자대명왕진언부, 초혼지전부(招魂紙錢符), 석류부(多産, 安産, 求兒).

⑤ 추상회부
(a.) 점관 선: 소원성취 재수대통부(財數大通符), 퇴병부(退炳符), 재수대통부(財數大通符), 백병불입부(百
病不入符), 면악몽급병부, 도액살부.
(b.) 선구성: 도액부(度厄符), 개운부(開運符), 호신부(護身符), 조화대력부(造和大力符), 소원성치부, 음해소
멸(陰害消滅符).
(c.) 가마무늬: 태음 태양부(증산교 부적), 서신사명 화인부, 태을 신장부(太乙神將符), 서신사명 화인부, 
단주명령 시천 조왕부, 태음 신장부, 관재 소멸 상량부, 

표 6. 연구자가 『韓國의 符作 : 丹의 美術 符作을 통해서 본 基層文化』단행본에 기초해 작
성한 그림부적 (畵伯符籍)의 표현형식.

⑤ 지언(다라니)과 
범자부(梵字符)

소원성취 백사대길, 백팔자구고(百
八字救苦), 다라니부, 소원성취 다
라니부, 구고구난(救苦救難) 다라
니부, 다라니부, 소원성취, 화합, 
재액불입, 다라니부, 유자대명 왕
진언 옴마니반메홈부.

표 5.  연구자가 『韓國의 符作 : 丹의 美術 符作을 통해서 본 基層文化』단행본에 기초해 작
성한 글자부적(文字符籍)의 표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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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광고의 디자인이 부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
는 디테일에 있다. 즉, 이런 부적스러움은 활자 하나하나가 지닌 디자인
의 유연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활자 형식,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와 ‘구조(Form and Structure)’, ‘가독성(Legibility)’, ‘미적 성격
(Imagination)’, ‘크기(Size)’와 ‘두께(Thickness of Stem)’, ‘자간
(Inter-letter Spacing)’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Ÿ 글꼴의 시각적 성격과 가독성

  의약품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타이포그래피의 형식을 살펴봤을 때, 획 
하나 하나의 ‘조형성(造形性, plasticity)’을 발휘하여 글이 거의 암호에 
가까운 기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함에 
있어 극단적인 조형성을 추구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반 타이포그래피, 특히 대중매체에 실린 광고에 
등장하는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75) 그
러나 앞서 언급한 의약품 광고의 헤드라인 디자인에 나타나는 글꼴의 경
우, 가독성을 통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독자의 
뇌리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독성은 상대
적인 것이며, <그림 33, 35, 36>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
이다.

75) 석금호,「가독성(Legibility)」『타이포그래피 디자인』(서울: 미진사, 2002),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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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왼쪽. 『매일신보』 191.04.17 소체환 화담환 조경익사단 낙매환 광고.
그림 33.1 오른쪽. 동토부(動土符). 

  <그림 33>은 한약사(漢藥社)에서 소체환, 화담환, 조경익사단, 낙매
환 이라는 약을 소개하는 광고다. 이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오른쪽 아래 의약품 이름이 쓰여 있는 검은색 사각형이다. 이 사
각형 표는 헤드라인으로 작용하여 네 열로 나눠져 각 열에 약명(藥名)
과 하위 문장으로 약의 효능이 설명되어있다.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는 
일반적인 한자와 달리 갈고리가 각지고 약(삐침, <그림 30>)이 굵고 
날카로우며 가로그음과 세로줄기의 굵기는 무작위(random)로 나타난
다. 한 예로, 마치 수작업으로 작성된 듯이 광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
는 환(丸)자의 적(갈고리)이나, 노(내려그음), 늑(가로그음)의 굵기와 
각도가 모두 다르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그림 33> 우측의 
‘동토부(動土符)’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梅)자와 익(益)자는 표현력
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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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매(梅)자와 익(益)자의 독해가 어렵지만 조형성과 힘의 표현은 강력하게 뛰어난다. 

 
  힘 있는 표현력은 <그림 35>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광고
는 ‘일령고(一靈膏)’라는 “영험한 신의 연고”를 소개하고있다. <그림 
36>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른쪽의 검은색 직사각형에 약명과 그 효능이 
소개되어있다. 

그림 35. 『조선일보』 1923.02.23. 일령고. 그림 36. 한자 고전체를 사용한 글자부적. 
벽사부적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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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예서(禮書) 문체. 
“세로획은 못의 위부분이 잘려나간 듯이 시작하여 끝은 쇠토막이 구부러진 것
처럼 써야 한다.”
 
그림 37.1. 전의 예서《수호지진간》, 기원전 3세기, 무한서 호북성 박물관.
그림 37.2. 한의 예서《거연신간 창힐편》기원전 1세기~기원후2세기, 난주시 감
숙성 문물고고연구소.
그림 37.3. 후한의 예서 《을영비》, 153년, 교토,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그림 37.4. 김정희, 〈예서대련〉, 조선, 19세기 전반, 호암미술관.  

  획은 강렬하며, 책(치침)은 <그림 33>보다 투박하지만 약간 휘어진 듯 
무게 있는 볼드(bold) 형태의 늑(가로그음)과 녹(내려그음)이 두드러진
다. 전체적인 형상을 살펴봤을 때, <그림 37>의 19세기 예서(隷書) 문체
와 가까운 유사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 사
이의 띄우기와 낱말사이 띄우기의 좁은 간격에 있다. 세로로 정리된 일령
고(一靈)는 <그림 36>의 한자 고전체(古篆體)를 사용한 벽사부적처럼 
여러 한자들이 합쳐진 하나의 주술적인 글자처럼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
이, 부적은 ‘신과 소통하는 매체’로써 글자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문자기
호와 그림기호가 같이 혼합되어, 내용은 매우 풀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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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서체의 특성 

그림 38. 왼쪽, 『매일신보』 1911.04.19. 홍재당약방. 
그림 38.1 오른쪽. 玉樞靈符 (삼재팔란, 사귀관재구설 자연소멸 부적). 

 

그림 39. 태산각석 (泰
山刻石).

그림 40. 이한진, 상학경(相鶴經), 조선, 18세기. 서울대박
물관.

  비밀스러운 타이포그래피는 낮은 가독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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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림 38, 42, 43, 44>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표현을 통해서도 주술성은 드러난다. 한 예로 <그림 38>에 나타나는 
헤드라인 글꼴은 <그림 38.1> ‘잡상류(雜像類)’ 그림부적76)우측 ‘옥추
령부(玉樞靈符)’의 선(線)과 유사하다.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방식을 살
펴보면, 경계를 짓거나 늑(가로그음)과 노(내려그음)가 교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갈고리)과 날카로움이 없다. 둥글게 이어지고 완만하게 
굽은 선으로 글자가 형성되고, 그림처럼 완성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측
면에서 <그림 40>의 초기 서체77)와 부적에 사용되는 타이포그래피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광고에 등장하는 서체는 가
장 오래된 서체인 전서(篆書)78)<그림 40>과 유사하다. 

그림 41. 광고에서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는 더 단순화 되고 명료화 되었다.

  <그림 41>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에서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는 더 단순화되었으며 복잡하게 꼬인 전서의 끝맺음과는 달리 더 명
료한 형태로 마무리된다. 부적과 비교해보면, 늑(가로그음)과 노(내려그
음)의 경계가 사라져 둥글게 표현되거나, 측(기운점)의 형태가 원형에 
76) 이 논문 <표 6> 그림부적 참고.

77) 한자는 그림문자를 추상화하고, 추상화된 문자를 상형(象形: 물건의 모양을 본뜬 것),

지사(指事: 추상적인 관념을 부호로 나타낸 것), 형성(形聲: 글자의 반은 뜻을, 반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 회의(會意: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새로운 글자형태로 만든

것), 전주(轉住: 글자의 뜻을 비슷한 다른 뜻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 가차(假借: 뜻

은 다르나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것) 등 여섯 가지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이를

육서(六書)라 통칭한다. 김원룡,『한국 미술문화의 이해』(서울: 예경, 2006), 70쪽.

78) 서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 서주 중기인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졌다. 대전(大

篆)이라고도 불림. 김원룡,「서예」『한국 미술문화의 이해』(서울: 예경, 2006),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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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왼쪽. 『조선일보』 1924.01.01. 조
선매약주식회사. 
그림 42.1. 오른쪽. 초서체를 사용한 글자부
적  호신부(護身符). 

가깝다는 것, 그리고 책(파임)
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마
무리 되어있다는 점이 유사하
다. 글자라고 하기 보다는 그림
에 더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
다.
  <그림 42>은 「조선매약주식회
사」를 소개하는 광고로, 제약사
의 이름이 쓰인 서체는 우측의 
호신부(護身符)에 쓰인 서체와 
유사한데, 흐르듯 끊임없이 내
려 쓰였으며 굵고 가는 완급이 
두드러진다. 또한 약(삐침)과 적
(갈고리)이 분명하고 날카롭게 드러난다.
  <그림 43>는 동화약방(同和藥房)의 광고와 천사거병부(天師去病符)인
데, 서체의 굵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쓰였지만 위 <그림 42>의 예와 달
리 글자 하나하나가 각지고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4>의 
정경구사단(正經求嗣丹)과 부부화합부(夫婦和合符)는 각지고 명확히 구분
된 글자들이 뭉툭하게 마감되어있으며, 또한 속공간(counterform)이 거
의 없이 사각형의 글자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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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왼쪽 『조선일보』 1925.08.18. 동화약방 광고.
그림 43.1. 오른쪽 천사거병부(天師去病符). 

그림 44. 왼쪽 『매일신보』 1911.04.15. 정경구사단 광고.
그림 44.1. 오른쪽 부부화합부 (夫婦和合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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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광고에 등장하는 타이포그래피 구성과 형태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부적에 등장하는 주술적인 캘리그래피(calligraphy)와 유사한 점
들을 발견하였다. 붓글씨를 쓰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손놀림과 글씨체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광고에 등장하는 서체를 부적에 등장
하는 서체와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체의 틀이 정해져 있
듯이 부적에도 그 고유의 제작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적을 제작하는 
사람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제작법은 단식법(斷食法)과 자동기술
법(Automatism)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단식법은 경사나 술사처럼 직
접 부적을 제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본인의 몸과 마음을 단
식을 하듯이 한곳에 집중하여 부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자
동기술법은 무당과 같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몸주79)가 시키는 대로 
부적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부적
의 모본(模本)에 의거하여 부적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의 경우
에는 신령의 뜻에 따라 제작되므로 특별한 규칙이 없으며, 신의(神意)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80)

  이 논문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부적들은 대부분 단식법으로 작성되었
으며, 서체에 경우 부적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서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광고의 레이아웃(layout) 독해의 플라시보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 현상들은, 일종의 자기암시이자 자기최면인 

79) <민속>무당의 몸에 처음으로 내린 신. 무당은 그 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국립

국어연구원,「몸주」『표준국어대사전』(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9)

80) 김영자,「한국부적의 역사와 기능」(고려대학교 대학원 민속학 박사 논문, 2006). 174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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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동아일보』 
1934.02.24.
신맥환 (나병 약)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와 관련이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주술적인 행위
를 통한 치료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민속신앙에
서는 무당이 굿을 통해 신을 받아 악령을 물리치는 전
통과 함께, 다양한 부적이나 부작을 지님으로 나쁜 기
운을 멀리하고 좋은 행운을 부른다고 믿는다. 부적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불교나 도교를 믿는 집에서 악귀나 잡신을 
쫒고 재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야릇한 글자를 
붉은 글씨로 그리어 붙이는 종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려 인간 삶에서의 
길흉화복의 긍정적인 조화를 위해 창조한 상
징적 그래픽”

  의약품 광고가 사람의 믿음을 통해 심리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부적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효과와 유사하다.
  의약품 광고를 통한 플라시보 이펙트는 광고의 인식과 해독에서 시작해 
소비자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mental process)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정서와 이념, 행동, 가치관, 언어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81) 그 예로, <그림 45> ‘신맥환(神脈丸)’ 광고에는 검은 배경과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화선지 모양의 직사각형에 나타나는 의약품 이름: ‘신
맥환’, 뒷면에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와 ‘신맥(神脈)’이라는 단어의 의미

81) 박갑수,『신문·광고의 문체와 표현』(서울: 집문당, 1998),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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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매일신보』 
1918.07.18. 삼용보익수 광고 
디자인 리딩 (design reading).

(신의 맥박) 등이 모두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앞서 국내의약품 광고의 각 요소(카피와 이미지)에서 주술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하였다. 광고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그 자체
로도 주술성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광고의 전체적인 구성 (composition 
of the whole)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유의미하게 된다.82) 한 예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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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라인으로 그려진 삼용보익
수의 ‘삼용’(蔘茸) 그림의 전체적
인 형태는 전설속의 치우상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림 46>에서 일반적인 광고 디자인 리딩(design reading)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삼용보익수(蔘茸補益水)’83) 광고는 세로 막대형의 포맷으로,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타이포그래피, 카피는 헤드라인, 바디카피, 
회사 시그니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의 독해는 다음과 같
이 진행될 수 있다:

(a)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배경과 대조
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미지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균형감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광고 
전체를 정확히 절반으로 가르고 있
다. 동시에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새
겨진 글을 뒷받침하는 그림자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삼(몸체)과 사슴
(머리)의 합성된 모습을 하고 있지
만, 설화에 등장하는 상상속의 동물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그림 47>을 보면, 삼용보익수 광고에 나타나는 그림의 기법
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백제 귀면와당, 치우84)상 도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 “These patterns do not exhaust the relations set up by the image. There is a

third element: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the way in which the representational

and interactive elements are made to relate to each other, the way they are

integrated into a meaninful whole.” Gunther Kress and Theo van Leeuwen.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NY: Routledge, 2007), 176쪽.
83) 삼용보익수(蔘茸補益水)는 모범 매약 회사의 위약성, 소화 불량, 뇌신경, 부족 등에

처방하는 일종의 보약이다.

84) 동이족(東夷族)에서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전설적 인물. 김영자, 앞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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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로(옛날에) 조선에 습관은 동삼기 춘추에 보약을 복용하나 학리로(학술적으로) 
논하면 하절이 당시라 하야 오하면 하절은 준주삼기 보다 일기가 극염하고 식욕이 
불량하며 소화가 불얄하여 구미 결손하고 폐간이 그하야 원기를 손상해 함으로 발병
이 역한시라 연측차시에 예방으로 원기를 보하며 위를 보하야 구미를 얻게하고 소화
를 선케하고 폐간에 완치되는 삼용보익수를 복용하는 것이 동삼기 춘추에 복용하는 
것보다 기십배의 유익 될 것은 확연(확실) 하외다"

(b) 헤드라인. 두 번째로 시선이 가는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새
겨진 삼용보익수(蔘茸補益水) 타이포그래피다. 이는 헤드라인임과 
동시에, 약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앞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타이포그래피 분석) 이 타이포그래피는 <그림 37>의 예서문체와 
비슷한 경우로, 부적에서 사용되는 서체의 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삼용보익수의 뜻을 풀이하자면, ‘삼과 녹용을 함께 달인 몸에 좋은 
물’로, 비록 앞서 예로 들었던 령(靈), 신(神) 과 같은 글자가 쓰인 
광고보다는 주술적인 느낌이 덜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이 약의 효과
를 선전하고 있다.

(c) 하위문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 순서에 
따라, “하절에는 특히 신체의 건강을 도하시오”와 같은 하위 문장이 
먼저 눈에 띄고 타이포그래피의 크기로 구분되는 ‘모범 매약 회사’ 
시그니쳐가 읽혀진다. 하위 문장에서 약의 효과는 한 번 더 언급되
며, 이 문장의 동사는 미래형으로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 약을 복용
함으로서 향후에 얻을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  바디 카피. 약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가
장 특이한 것은 이 광고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는 점이다. 이 광고의 바디 카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담고 있다.

  이 내용은 과거, 아주 오래된 전통을 예로 들며, 약으로써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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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어떤 계절에, 그리고 어
떤 증상에 복용해야하는지 설명한다. 동시에 이 약의 효능을 소개하
며 이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미래에) 현재(독자의 현재 상태)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e) 참고 정보. 마지막으로 광고 하단에는 약방이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주술성과 자가투약

  앞서 설명했던 바르트의 ‘의미작용 이론’을 통해, 주술성이 드러나는 
의약품 광고 이미지의 기호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 7. 바르트의 의미작용 이론을 이용하여‘일령고’의 광고 타이포그래피를 분석.

  검은 막대형의 직사각형 위에 세로로 새겨진 ‘일령고’라는 의약품 이
름을 소개하는 외시의미 즉, 1차적 의미는 영험한 신이 내려준 약을 통
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공시의미로 2단계의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투박하고 좁은 간격의 글씨가 마치 부적의 그것과 흡사하고(<그림 36, 
37> 참조), ‘령(靈, 신령 령)’자가 지닌 의미로 인해 떠오르는 신령한 
이미지 등 상호 연결된 부가의미적 개념의 연쇄가 나타남으로써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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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로 하여금 의약품에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의약품 광고의 분석은 보편적으로 다른 광고들과 함
께 이루어졌다. 또한,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의약품광고에 나타나는 특
성들을 재해석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시기의 특성 방식에 맞추어 
카피는 “과장광고”, 이미지는 “투박함” 혹은 “시각적으로 일본 광고에 
비해 열세였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왔다. 이와 같이 당
연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 즉 자연화(naturalization)는 바르트에 의
해 “역사적 의도, 자연스러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만드는 과업을 부여받은 것”으로 정의된
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서구의 이데올로기가 이를 특징짓는 그 과정의 
자연화(the naturalization)와 구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바르트가 말
하길, “세상이 신화에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신화는 이러한 
현실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보답한다.” 
  바르트는 신화가 가진 7가지 주된 특징을 꼽는다. 첫째, 신화는 주로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억을 잃은, 대상의 역사적 특징의 부재”
에 의해 구성된다. 둘째, 신화는 역사의 이러한 상실에 “인간 행동의 복
잡성을 폐기”함으로 보상한다. 이는 “본질의 단순성”을 가져다준다. 셋
째, 이런 이유로 이는 모순 없는 세상을 조직함으로써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깊이 없이, 세상은 넓게 열리고 (..) 명백함 속에서 뒹군
다”(without depth, a world wide open and wallowing in the 
evident). 넷째, 신화는 “대상을 부인하지 않는다...(그보다는) 그것을 
정화(purify)시킨다... 그것을 결백(innocent)하게 만든다...설명이 아닌 
사실의 진술로써 그것에 투명함(clarity)을 부여한다.” 다섯 번째, 신화
는 따라서 “(대상에) 자연스럽고 영원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여섯 번
째, 이는 “대상을 자신에 의해 무언가를 의미하는 듯이 나타나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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듦으로써 성취된다. 일곱 번째, 이런 이유로 만약 우리가 “이것의 깊은 
의미를, 진짜 사회적 구조 즉, 세상을 만드는 권력 안에서 인류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해한다면”, 신화는 탈정치적 발화
(depoliticized speech)이다.85) 
  이처럼 ‘의미작용 이론’을 통해 살펴봤듯이, 국내 의약품 광고는 그 
요소들을 당대 사회·역사·문화 그리고 전통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시대적인 배경에 맞게 분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조선 제약사의 의약품 광고에 나타나는 주술적
인 특징을 카피, 이미지,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그
리고 이러한 주술성은 이미지 독해을 통해 완성되며, 플라시보 효과와 
의미작용 이론으로 그 과정을 풀어볼 수 있었다. 광고의 주술성이 완성
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힘
입어 최초의 구매와 자가투약까지 이어지는 메커니즘(mechanism)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주술성이 조선 의약품 광고만의 디
자인적 특징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사회·문화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일본과 서구의 의약품 광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일본과 서구에서 수입된 의약품의 광고의 디
자인적 특징을 분석하고 조선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한다.

85) Roland Barthes,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Hill and Wang),

(New York: Hill and Wang, 1984), 150～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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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광고와 서구 광고의 분석

1) 서양에서 조선으로 수입된 의약품 광고

  금계랍을 판매한 세창양행은 1883년 조선과 독일의 수교 이후 조선에 
진출한 최초의 독일계 상사였다. 공동 사주 마이어(Eduard Meyer & 
Co)는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던 사람으로, 마이어 상사는 성장을 거듭해 
함부르크, 런던, 홍콩, 인천, 톈진, 한커우 등에도 지사를 설립했다. 그 
이후에도 유한양행(柳韓洋行)도 서양 의약품 수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26년에 유항양행이 수입한 약은 구충제, 결핵약, 피부병약, 비타민 등
이 있다.(<표 4> 참조)

그림 48. 키니네
(Kinine) 패키지
말라리아 약.

그림 49. 조선으로 수입되어
바뀐 키니네 패키지.

그림 50.『독립신문』 1897.01.05. 
최초의 ‘금계랍’ 광고.

  서양의 제품 중, 미국산 키니네(Kinine)는 ‘매톨’(博荷)과 ‘용뇌’(龍
腦)와 같이 독일 잡화상인 세창양행으로부터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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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으로, 신문 광고를 통해 판매되었다.86) 그러나 이 의약품은 특이한 
판매 전략을 채택하였다. 조선에서는 키니네가 아닌 ‘금계랍(金鷄蠟)’
이라는 약명으로 광고되었는데, 이름을 풀이하자면 “황금 닭의 밀랍”
이라는 뜻이다. 광고의 경우, 세창양행을 통해 1897년 1월 5일 『독립
신문』에 처음으로 심벌마크를 실은 광고이며, 이 일러스트레이션에 나
타나는 ‘거북이 등을 탄 토끼’와 ‘학을 탄 선녀’는 조선인들에게 친숙
한 의미를 부여한 이미지87)이며 한편으로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도
상이기도 하다. <그림 50> 거북이를 탄 토끼는 『토끼전』88) 설화의 영
향을 받아 설화 속에 등장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금계랍 수입 초기의 패키지<그림 49>가 일본어로 되어있는 것을 통해 
조선 수입 이전에 일본에서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라벨
의 약명은 ‘키니네’라는 발음대로 적혀 있는데, 조선에 수입되면서 이
름과 광고의 디자인도 주술성을 갖게 되는 현상은 당시 조선 소비자의 
이해력을 위한 소통 방식이자 판매 수단이며 이를 이해하고 소비하는 
조선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양에서 수입된 제품들 중 <그림 52>의 프랑스에서 수입된 
알에올(ARHEOL), <그림 53>의 미국산 606호, <그림 54>에 등장하는 
요힘빙(YOHIMBIN) 광고 등에 사용된 이미지나 광고의 전체적인 형태
는 국내 신문에 개제된 일본 의약품 광고와 유사하며 광고의 세부 내
용을 읽지 않고는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런 약품들 

86) 금계랍 특정상품은 광고가 『독립신문』에 600여 회나 실렸으며 이것이 의약품이었

다는 점은 감안하면, 그 시기 질병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마정미. (2004).『광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서울: 장의덕, 19쪽.

87) 박혜진,「개화기 신문 광고 시각 이미지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학위 논문, 2009), 47쪽.

88) 용왕이 토끼 간을 먹고 나으려고 토끼를 잡아야했으나 토끼가 용왕에게 인삼을 대신

주고 살아난 이야기. 김태준,「淸進書館」『조선소설사』(서울: 예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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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들
이 1980년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들에서도 있었으며 일본에서 디자
인된 광고를 변함없이 조선신문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1. 『조선일보』 1924.12.18. 
ARHEOL 프랑스 약. 그림 52. 『동아일보』 

1922.01.08. 606호. 
미국 약.

그림 53. 『조선일보』  
1923.02.25 요힘빙환 
독일 약.

2) 일본 의약품 디자인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과학성과 주술성

  일본 제약회사는 그들의 광고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
을 판매하고자 했다. 일본의 매약업자들은 1898년 이래 부산, 인천, 원
산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밖에도 대구, 마산, 목
포, 군산, 인천 등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와 항구도시에 일본
인 매약업자들이 많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진탄, 용각산, 중장탕, 대학목
약 등 수많은 일본 약품이 조선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89) 당시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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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서울대학교 박물관. 
경의전 부속의원 흉부촬영.

본 의약품 광고의 비중이 높았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했
다. 일본 의약품 광고 디자인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 있다. 서구 
문명을 본떠 과학적인 형식을 갖춘 디자인과 주술성을 담고 있는 디자인
이 그것이다.

Ÿ 인체해부도  

  <그림 56, 57>과 같이 인체해부
도는 일본 의약품 광고에 자주 등
장하는 이미지이다. 하지만 그 목적
과 쓰임새는 매우 다양했다. <그림 
56>에서는 ‘아이후’ 위장약을 소개
하는 인체해부도를 마치 <그림 
55>의 사람, 혹은 교과서에 나타나
는 교육 목적의 그림처럼 표현했다. 
그림에서는 사람의 내장기관들을 
표시하는 선들로 이어지는 설명이 
있고, 그 신체 위로 제 삼자의 손이 
독자에게 무언가를 알리듯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손은 
마치 전문가나 스승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자에게 제품이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디를 낫게 할 것인지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캡션에는 명확하게 “만성 위장병으로 고통 받는 이여 꼭 
아이후를 복용하시오”라고 적혀져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다면 

89)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서울: 웅진씽크빅, 2009),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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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그림 55. 『동아일보』 1928.06.06. 
위장약. (국내 일본 의약품).

그림 56. 『매일신보』 1911.08.29. 
제생당대약방의 청심보명단 (조선의약품).

   <그림 56>의 광고는 제생당약방에서 특허를 얻은 위장약 청심보명
단이다. 이 광고는 사람의 신체 장기를 시각화한 광고 기법이 돋보인다. 
<그림 57>와 같이 위장약 광고이며 인체해부도를 사용했지만, <그림 
56>의 모델은 오히려 느긋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내장기관은 더 간단
하게 그려졌고 각 부위의 설명은 장기 위에 쓰여 있다. 이어서, 위장에
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의약품을 복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위를 괴롭히는 귀신들이 약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생당약방의 마크는 마치 문신처럼 모델의 
왼쪽 팔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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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조선일보』 1922.03.11 도리도 임질약.

Ÿ 세균의 현미경 사진

 
  사진으로 인해 광고의 현실감은 강화되었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동
시에 일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사진 기술이 발
달되지 않아 디테일이나 해상도 차원에서 보면 일러스트의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동안 의약품 광고 사진은 주로 
서양 인물, 현미경 사진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이런 
사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지언정 부정적인 느낌을 유발하게 했다. 
예를 들면 <그림 57>은 임질 치료약 광고인데, 임질 세균을 현미경으
로 확대하여 찍어 놓았다. 에이젠슈테인90)(S. Einsenstein, Russia의 영
화감독, 학자)은 카메라를 사용해 피사체를 찍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
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장면이 코끼리 수 백 마리가 날뛰는 사진보다 사
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은 세균 사
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는 ‘악(惡)’이라고 생
각하는 인간의 마음에 의한 것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90) S. M. Eisenstein, Au-delà des étoiles, (éditions 10/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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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동아일보』 1931.04.05
모루히네(헤로인). 

그림 59. 『동아일보』 1931.05.14
고루푸 위장약. 

이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주술적인 방식에 대한 선호로 인해 ‘징그러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약이 악을 물리치는 부적
처럼 작용하길 바라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Ÿ 과학실과 병원 환경과 캐릭터

 <그림 58>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일본사람을 상징하지만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입원실에서 진찰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약의 
명칭인 ‘모루히네(헤로인)’는 의약 성분의 일종인 모르핀(morphine) 과 
헤로인(heroine)을 의미한다. <그림 59>은 고루푸 위장약의 광고로, 의
사가 고루푸 약병을 한 손에 들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약품이 의학적·과학적으로 엄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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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동아일보』 1934.03.15. 도리도A. 

  <그림 60>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서양 과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마치 “이 약이 과학실에서 조제되었으니 안심하라”라는 눈빛으로 
광고 독자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아이 콘택트(eye-contact)
는 진실을 의미한다. 광고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신빙성과 과학성을 증
명하고 보증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나 외면적으로 논리와 신뢰를 통해 ‘과학성’을 드러
내려고 한 시도는 명학하게 보이지만, 내용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이
해력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과학성’은 근대를 지향하는 하나의 열망
과 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91)

91) ...“‘과학’이라는 단어 하나로 과학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은 근대가 열망하는 패러

다임의 하나가 과학이었으며, 이러한 상품 광고는 바로 그러한 인식에 기대 상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목수현,「욕망으로서의 근대. 1910-1930년대 한국

신문광고의 신체 이미지」『아시아문화』, (No.26. 2010),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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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동아일보』 
1935.01.15. 멸임제 
(남임병/여백대하).

Ÿ 주술성을 지닌 의약품 광고 디자인 

  국내 일본 의약품 광고가 주로 과학적인 이미
지와 카피를 사용했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주술
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국내 조선 의약품 광고에 나타났듯이 설
화나 상징적인 동물들을 이용한 <그림 61> ‘멸
임제(滅淋劑)’ 광고에 등장하는 ‘거북이’의 이미
지는 ‘긴 수명을 가지고 백성의 뜻을 신에게 전
달할 수 있는 매개자’로 여겨지는 동물이다. 특
히 이 광고에서는 거북이의 몸과 사람 머리를 
합성하여 마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의 귀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림 62>에 등장하는 봉황은 동양 전통의 상상 속 전설의 동물로 평
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 나타나며 깃털을 가진 동물 중 가장 고귀
한 존재로 여겨졌다. 자애로운 새로 살아 있는 생명을 잡아먹지 않으며 
오동나무 위에만 내려앉고 대나무 죽순과 감로수를 먹는다. 앞부분은 기
러기, 뒤는 기린,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 용
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닭의 부리를 하고 있으며 오색(五色)
을 갖추고 있다. 이 새가 한 번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신의, 현
인, 재주, 부귀, 장수, 풍년, 다산, 고귀, 예견력 등을 상징하는 서조(瑞
鳥)이다.92) 이 의약품은 이와 같은 봉황의 신령스런 이미지를 통해 약
품의 효능을 광고하고자 했다.

92) 윤열수,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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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조선일보』 1928.11.16 용각산 봉황새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새이다. 

 

    <그림 63>의 ‘신단’ 광고 중앙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삼국지의 관운장
(關雲長)이다. 관운장은 삼국지의 배경인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에서 ‘무신(武神)’으로 그려진다. 어두운 기운을 물리치고 마(魔)를 제압
하는 의로움의 상징으로 관운장을 사용하였으며, 의약품의 효능이 관운장
의 그것과 같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65>의 ‘해쁘링환’ 광고에
서는 감기를 상징하는 귀신 캐릭터가 등장한다. ‘대번에 도망가는 감기귀
신!’이라는 카피를 통해 감기귀신을 제압하는 약의 효능을 광고하고는 있
지만, 실질적으로 약의 효능을 주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63.『매일신보』 1911.08.16 일본제 화식소
독약 신단.(왼쪽) 동양제일의 영약으로 선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관우장군(오른쪽)

그림 64. 『조선일보』 1925.02.10 해쁘링환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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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조선일보』 1929.01.20 오기나 구 (부인병약)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 손짓을 살펴보면, 불교에서 자주 나타나는 손짓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아래 <그림 65>을 보면 여성스러운 손에 구슬을 쥐고 있는데, 손 모
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의 부처가 취하고 있는 수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손에 구슬을 들고 있는 형상은 불교나 유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로서 불교에는 불법을 뜻하고 “도교에서는 하느님을 옥
황상제(玉皇上帝)라고 한다. 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옥경(玉
京)’ 또는 ‘백옥경(白玉京)’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구슬 옥(玉)자를 씀
으로써 구슬은 최고, 최상을 상징하고 있다.”93)

  또한 구슬을 잡고 있는 손을 둘러싼 빛은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을 둘
러싼 후광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93) 김현식,「구슬」『한국문화상징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2), 7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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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단(仁丹) 광고는 독자에게 약품을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실제
로 인단은 입 냄새 제거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광고에서는 마치 만병통
치약처럼 소개된다. <그림 66>과 <그림 67>의 광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동일한 바탕 디자인에 캐치프레이즈나 일러스트레이션을 바뀌면서 효
능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런 광고 방식의 목적은 소비자의 인식속에 
‘인단’의 시그니쳐를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며, 인단 로고를 봤을 때 
효능을 함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67>에서 
자세히 나타나지만, ‘仁丹’ 글자가 세로로 쓰여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
고 있으며 丹자 아랫부분에 아이소로고(isologo)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
나 매 주 마다 仁자의 속공간(counterform)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캐치
프레이즈는 원기, 위장, 소화 등 다양한 주제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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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조선일보』
1925년대 의약품 인단(仁
丹) 광고 디자인의 흐름 
배열.

 
  같은 방식으로 <그림 67>에서 보이는 1930년대 인단 광고는 진행되
었다. 앞 그림과는 달리 이 사례에는 매주일 새로운 효능을 소개하는 
캐츠프레이즈(catch phrase)빼고는 거의 레이아웃(layout)에 변함없이 
광고가 소개된다. 이 캐츠프레이즈에는 앞 광고와 마찬가지로 인단의 
다양한 효능을 소개한다. 독자의 모리 속에 인단의 이미지를 반복적으
로 보여줌으로 인단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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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조선일보』 1930.01.25.부터 1930.02.21.까지 인단(仁丹)광고. 광고의 전체적인 구조는 마찬가지지만, 효능이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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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지유신기 일본에 나타난 의약품 광고

그림 68. 国民新聞 The Kokumin -Shimbun, No. 2764, 쪽 8, 26 March 
1899, Unknown Publishing Place, Unknown Publisher (Min'yu-sha) 雑誌
『実業之日本』、天賞堂、三菱合資会社銀行部、十五銀行、医薬品「健脳
丸」、煙草「サイクル」
잡지『실업지일본』‘천상당’삼릉합자회사은행부‘십오은행’의약품「건뇌
환」‘연초「サイク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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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大阪朝日新聞 The Osaka- Asahi-Shimbun, No. 6863, 쪽 8, 18 
March 1901, Osaka, Osaka- Asahi- Shimbun-Sha 森下南陽堂「毒滅」、胃
薬「胃活」、風邪薬「ザネツ丸」、他 삼하남양당「독멸」‘위약「위활」’
풍사약「ザネツ丸」.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강점기 국내 신문의 의약품 광고 중 일본 제약
사의 광고는 ‘과학성’을 ‘근대화’와 같은 맥락에서 드러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일본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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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짓고 동시대(1910년부터 1945년)의 조선광고와 비교하기는 일
본의 기술과 광고의 발달이 20년 앞서 등장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
다. 따라서 연구자는 시대적으로 한 단계 뒤로 돌아가 일본 의약품 광
고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근대화’의 시기를 조선보다 더 먼저 겪었기 때문에, ‘광고’
라는 낱말도 조선보다 20년을 앞서 등장하였다.94) 1914년부터 시작된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일본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뀌는 첫 
걸음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광고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광고의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큰 변
화가 생기기 마련이었고,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런 변화는 조선의 
1920∼1930년대에 게재된 일본 의약사의 의약품 광고에도 반영되었
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국내 신문광고, 특히 1920와 1930년대 사이의 
광고 확산은 일본 명치유신(明治維新, 메이지 유신) 시대부터 청일전
쟁까지의 신문광고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1870-80년대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과 마찬
가지로, 일본의 신문에도 의약품 광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하자 매약상들이 신문을 광고매체로 적극 이용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95)

  근대 일본의 신문 광고는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각종 광고매체에 쓰
인 이미지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받았고, 처음에는 문자로만 이루어
진 광고로 시작하여 장식괘선, 상표, 삽화, 사진이 가미되어 그 구성을 
이루어 갔다. 그리고 근대 신문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요소들은 간판, 
94) ‘광고’란 낱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67년 외국인이 요코하마에서 창간한 일본어

신문인 《萬國新聞紙》 있었고,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일본어 신문 《横濱每日新聞》

1872년 4월 14일호 2면에 활판사(活版社)라는 광고주가 처음으로 ‘광고’란 표현을 썼

었다. 신인섭.『일본의 광고, 그 과거와 현재』(서울: 나남, 1993), 20쪽.

95) 신인섭,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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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렌, 인찰 등에서 가져온 것이었다.96)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본 의약품 광고에서는 <그림 70>
과 같이 귀신, 천사, 신과 같은 주술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조선의약품 광고의 경우에 비해 
그 빈도가 낮았으며, 국내 의약품 광고에서 나타나는 비밀스럽고 힘 
있는 타이포그래피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예로 <그림 71>의 헤드라
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부채처럼 벌어지는 형태와 
글자의 삐침, 특히 앞글자(大)와 뒷글자(藥)의 경우, 길게 펴져 상당히 
뾰족한 맺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타이포그래피의 구성은 모두 
중앙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둥근 머리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채
꼴 형상이 되었고,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삐침을 강제로 내려 그은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70. 大阪朝日新聞 1906.19.09. 
신산탕(神疝湯).  

그림 71. 大阪毎日新聞 1906.06.09.
대학목약(大學目藥) 안약.

96) 박혜진,「개화기 신문 광고 시각 이미지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학위 논문, 2009), 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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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본의 메이지유신기 기에 발간된 광고에서는 일부 주술성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조선 의약품 광고와 같은 뚜렷한 주술성과 부적 
같은 타이포그래피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일본의 의약품 광고는 주
로 이론과 과학성에 호소하고 있었으며, 서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모
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선 의약품 광고 디자인 또한 이
러한 양상을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데,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선 의약품 광고가 변화하는 모습과 현대사회에 이르기
까지 남아있는 흔적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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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재까지 남아있는 흔적들

 1. 한국 광고 디자인의 변화와 획일화

그림 72. 령신환의 광고 변화 과정. 1910〜1946.

그림 73. 조고약의 광고 변화 과정. 1920〜1935.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술적인 광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편, 한국의약품 광고도 일본 제약사들이 선호했던 과학적인 광고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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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wit) 있는 광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1930년대 말 그
리고 1940년대 초의 광고에서는 제약사의 명을 확인하지 않고는 원산지
(일본제약사/한국제약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
림 72> 령신환 광고와 <그림 73> 조고약 광고를 비교해 보자면, 1930
년대 광고의 스타일이 거의 유사하다. 더불어, 1940년대 의약품 광고의 
경우에는 위장약 와까모도, 아이후, 구충제, 홀몬제, 피부병치료제, 성병
치료제, 에비오제 등 일본의 제약업계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 
제약사의 주술적인 광고를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97)

그림 74. 1970년대에 의약품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표현과 눈길의 방향.

97)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국광고 100년』(서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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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조선일보』 1970.03.07  메타코-
트; 신경통. 류마치스 광고 분석. 

그림 76. 이 광고에서는 3방향으로 이루
어져 다이내믹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광고의 형식은 제약사를 벗어나 업계 전반적
으로 비슷한 형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위 <그림 74>
에서 나타나듯이 여섯 개의 서로 다른 광고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카
피와 이미지를 구성하였고, 이에 등장하는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표정을 떠나 시선의 위를 향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미래지향주의 아르데코(Art Deco)98) 스
타일의 눈빛과 표정으로 국내 유입을 통해 광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98) 192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시각 예술 디자인 스타일. 3-4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했다. 전통 공예문양과 기계문화의 이미지와 소재

가 혼합된 것과 같이 특별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종종 풍부한 색감, 과

감한 형상, 호화로운 장식으로 특징지어진다. Hillier, Bevis, Art Deco of the 20s and

30s. (Studio Vista, 196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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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조선일보』 1970년대 광고에 나타나는 방향성. 

  또 한편으로 제품의 패키지를 모델로 한 광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광고에는 <그림 75>과 <그림 7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타
이포그래피나 이미지의 방향성이 광고의 보더라인(borderline) 안에서 
상하좌우로 교차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광고와는 달리 현재 광고의 형식
을 갖추어 하나의 광고 안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림 77>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개의 광고가 모두 다른 제품,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방식은 획일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한국 현대 사회의 자가투약 (self-medication)

  현재는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한다.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거, 병원을 찾기 보다는 의약품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
고 개인적인 의약품 구매와 투약으로 이어지는 행동, 즉 자가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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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약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의약품 종류와 양. 

표 8. 한형선. (2000).「''자가투약'' 환자의 의약품 정보원 이용실태 분석」중앙대학교 의약식
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원 및 약국 이용 실태 설문.

(self-medication)은 현대 사회에
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8>와 같이 
일반 의약품의 수가 늘어나고, 그
만큼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자가투약 또한 높은 
자유도와 접근성을 갖게 되었다.
  <표 8>은 의원 및 약국 이용 실
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사람들이 의원을 찾거나 단골 의원(52.8%)
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단골 약국(78.1%)을 두고 개인적인 상담을 통
해 의약품 구매와 투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전문 약
사의 상담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전적으로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의원을 통한 의약품 투약 보다
는 과거의 의약품 구매 및 자가투약과 더욱 가까운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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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네이버와 같은 웹 검색기에 ‘'자가치료'’를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네티즌들 이 단어와 해당하는 검색 기록이 나타난다. 

  <그림 79>을 통해 일반 대중의 자가투약이나 자가-치료에 대한 관심
을 알 수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자가-치료’라는 단어에 대한 연관검
색어를 살펴보면, 내성발톱, 치질, 질염, 디스크 등과 같은 전문의의 처
방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도 자가-치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약회사의 로고 디자인

  동화약품(부채표)는 116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재단 
중의 하나다.99) 이들의 심벌마크인 ‘부채표’는 약상자나 광고에 빠짐없
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심벌이 회사명보다 더 잘 기억에 남도
99) 1897년에 개업하여 현재(2013년)까지 활동하고 있는 제약사이다. 동화약품백년사편찬

위원회,『同和藥品 百年史 : 1897-1997』(서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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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 아래, <그림 80>에서 이러한 로고의 변화를 볼 수 있듯이, 부
채표 심벌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것도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물
기 위해서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 80. 1910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약품 부채표의 로고의 변화.

  동화의 부채표는 “맑은 바람을 만들고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팔덕(八
德)과 의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젓함을 갖췄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일심동체의 동심(同心)과 급히 생명을 구하는 구급역할까지 나타내는 것
이다”100)라고 심벌마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채는 주
술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림 82>에서 보이듯이 무당이 굿
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중 하나가 바로 부채이기 때문이다. 무당의 
부채는 바람을 일으켜 신과 교감하는 일종의 통신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
이다. 무당은 공수를 전달할 때 왼 손에는 방울, 오른 손에는 부채를 든
다. 그리고 무업을 그만둘 때 자신의 부채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거나 땅
에 묻어 신과의 교감을 끊는 의식을 시행한다.101) 이처럼 부채<그림 
81>와 같이 과거 주술적인 상징성을 띄는 상표는 다른 예를 통해서도 
발견 할 수 있다. 
100) 동화약품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0〜101쪽

101) 이명숙,「서울지역 무구의 신화ㆍ의례적 기능 연구: 부채ㆍ방울ㆍ대신칼을 중심으

로」『한국무속학회』(2004), 89〜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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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무당의 필수품: 부채. 그림 82. 대감거리의 대감청배 (우욱주신당, 
1985년). 무당의 필수품인 부채. 『큰무당 우
옥주 유품』.

  1926년 창립되어 90여 년간 이어온 유한양행의 심벌<그림 83>인 버
드나무는, 불교에서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상징하고, 
민속신앙에서 버드나무 잎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여름철에 학질을 앓을 
경우, 환자의 나이 수대로 버들잎을 따서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겉봉
에 유생원댁(裕生員宅) 입납이라고 써서 큰길에 버리기도 하였다.102) 
  1945년 창립된 대웅제약의 상징 <그림 84>인 곰도 동화약품이나 유
한양행과 마찬가지로 건국신화의 환웅(桓雄)에 대한 신성성을 상표에 인
용한 것이다.103) 이는 고대 환웅부족처럼 곰 신에게 무사와 번영, 건강
을 기원했던 곰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창립된 일동제약의 태양<그림 85>은 희망과 평화, 그리고 건
10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버들나무」『韓國文化 상징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6).

103) “단군신화에서, 천상으로부터 삼위 태백(三危太伯)에 강림한 환웅(桓雄)에게 호랑이

와 곰이 함께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빈다. 환웅은 이들에게 쑥 1 심지와 마

늘 20개를 주고,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곰은 그 말대로 금기(禁忌)하여 삼칠일 만에 여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곰」『韓國文化

상징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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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상징하고 있는데, 더불어 민속적 상징물로서 태양은 자연, 탄생, 재
생 등의 의미를 가지며 양기(陽氣)와 정력 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83. 유한양행 로고. 그림 84. 대웅제약 로고. 그림 85. 일동제약 로고.

  동아제약은 1932년 창립되어 날개를 자사의 상징<그림 86>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날개 디자인 모티브는 불사조의 불멸성과 힘차게 비상하는 
컨셉이라고 한다.104)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매개체로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불사조, 봉황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날개를 가졌기에 
신성한 동물로 신성성을 갖고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대상이 
된다.

그림 86. 동아제약 로고. 
그림 87. 광동제약. 그림 88. 현대제약 로고.

  약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약과 광동제약의 심벌은 각각 
토끼<그림 87>와 거북이<그림 88>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별주부
전이라는 설화의 영향을 받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는 토끼의 간, 그
리고 십장생의 하나인 거북이가 지닌 장수의 상징성을 차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104) 동아제약 기업소개, https://www.donga.co.kr/corp/corp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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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신문의 의약품 광고 디자인과 이에 나타나는 민
속과 무속신앙 등의 주술적 관계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미지와 형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카피와 소통에 있어서 주술적
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역사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
행되었던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및 일본 메이
지유신기의 신문: 『코쿠민 신문』 등에 등장하는 의약품광고를 일차자료
로 신문광고에 나타난 주술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연구자는 신문의 성격과 사상에 따른 광고의 유형과 더불어 의약품 광
고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여 그 의약품 광고에서 드러나는 시각디자인과 
문화적 차이점,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의 광고 형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이런 광고의 디자인적 특성을 분류하고 시각디자인의 3가지 구성
요소(카피, 이미지,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부적 및 한국의
학사와의 접점,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와의 연결점을 찾고자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광고디자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획일화되었으며, 
광고가 지닌 주술성이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시각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
해서 논의했다.

  광고는 시대·역사적 배경과 함께 변화해왔다. 비록 1930년대에 들어서 
디자인은 획일화되었지만, 한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의약품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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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디자인은 “전통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당대 서구디자인의 
모방이었던 일본 의약품 광고와는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로
부터 기인한 미학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의약품 광고
에 나타나는 주술성은 민족적 역사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대적 
결과물로 한국 정체성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논문의 배경으로 선정한 이유는 식민 통치를 받으며 서
구의 문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와중에 조선 디자인의 정체성이 두드러졌
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가 조선의 무속·민속 신앙을 
억압하고, 신문사와 언론을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는 대
중 매체를 통해 광고의 형태로 그 주술성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전통성은, 반강제
적으로 밀려들어온 서구 문명의 파도와 일제의 외압 속에서 그 성격을 
잃어갔다. 일제 치하에서 갑작스런 서양식 의원의 증가 및 서구 의약품
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진 한의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조선인 틀은 평
소 의지하던 치유수단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람들은 생소한 서구
의학 보다는 민간요법과 부적, 굿 과 같은 주술적인 요소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주술성을 띈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카피에는 신(神)을 자주 언급하는 헤드
라인과 의약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바디카피를 볼 수 있었고, 
이미지에 사용된 캐릭터나 심벌마크는 설화나 신화, 불교 등에서 차용하
여 신성성과 주술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고에 등장하는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부적과 유사한 서체와 형식, 가독성과 유형성, 힘과 
표현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술성은 광고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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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확실하게 나타났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서양에서 수입된 의약품 광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
타났다. 일본광고의 형식을 따른 의약품 광고와 조선의 문화에 맞춰 의
약품의 이름과 광고의 이미지를 변경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
우 1890년대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에서 보였던 광고 형식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실린 광고와 유사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조
선으로 수입된 의약품의 일부는 일본에 먼저 수입된 이후 조선으로의 수
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명치유신기에 
발간된 신문광고의 일부에서 주술성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조선 의약품 
광고에 드러나는 부적과 유사한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
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서 일부 주술성을 띈 일본 의
약품 광고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서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과학
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성의 표현이란 외면적으
로 근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에 가까웠다고 보았다.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 제약회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일본 의약품
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의약품 광고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
했다. 유럽의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은 진취적 이미지의 모델들이 등장했
고, 이미지와 카피의 배치를 통해 다이나믹한 광고를 구성했다. 당시 수
많은 제약회사들이 같은 형식을 사용해 광고를 했고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과 서구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분석 과정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수입된 서구의약품 광고에 드러나는 전통성은 조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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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소통을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것과, 일부 일본 의약품 광고에도 주
술성이 나타났던 이유는 민간신앙과 무속신앙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의 일
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술적인 이미지와 카피가 오직 조선 의약품 
광고만이 지니고 있던 특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중국과 같은 여타 다른 외국신문에 주술적인 광고가 실리지 않았
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는 가장 특징적인 사례들을 들어 
광고의 성격을 분석하고 논리를 이끌어갔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
어 있음과 더불어 수많은 광고 중에서 누락되거나 예외로 볼 수 있는 광
고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의약품 광고에 등장하는 부적 형
식의 타이포그래피는 조선의약품 광고 디자인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
었다. 
 
  비록 시대적 특수성에 힘입어 발현된 전통성이었을지언정, 일제강점기 
의약품 광고 디자인이 조선 민족의 역사성으로부터 형성된 시대적 결과
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것을 되짚어 분석하고 그 뿌리를 찾는 
연구는 미래까지 이어질 전통성을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한국성을 형성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과
거의 광고 디자인을 다른 시각으로 되짚어 보는 시도를 통해 현 시대의 
자연화(naturalized)된 의약품 광고 디자인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01 -

참 고 문 헌

한국도서
Ryu Tongshik. The History and Stucture of Korean Shamanism. (translated by 
Moon, Jeong-il).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2.

강민기 외.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예경, 200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천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중양연구원 장서각연구
실.『甲寅子와 한글활자』. 서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국사편찬위원회. 『광고, 시대를 읽다』. 서울: 두산동아, 2007.

김광수. 『광고 비평; 광고 표현, 그 이론과 원칙』. 서울: 한나래, 1994.

김민기, 『韓國의 符作 (THE AMULETS OF KOREA)』. 서울: 보림사, 1987.

김민환. 『한국언론사』. (제 3부: 근대 사회의 언론 현상).  서울: 사회 비평사, 1996.

김영자 .『한국의 벽사부적』. 서울: 대원사, 2008.

김영재. 『귀신먹는 까치호랑이』. 서울: 들녘, 1997.

김용우, 이범규. 『현대 광고디자인』. 서울: 고려의학, 2005.

김태준.  「淸進書館」 『조선소설사』. 서울: 예문, 1989.

김희경. 『朝鮮의 鬼神』. 서울: 동문선, 1990.

동화약품 100년사 편찬위원회. 『同和藥品百年史』. 서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1998.

김열규. 「판타지, 그 신화와의 만남」. 디자인문화실험실. 『디자인문화비평 06: 판타지



- 102 -

스케이프』. 서울: 안그라픽스, 2002. 

마정미, 『광고라 하는 것은 1876-2008』.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민상덕. 『서예란 무엇인가』. 서울: 문중, 2005.

박갑수. 『신문·광고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1998.

박도. 『일제 강점기 1910-1945: 식민 통치기의 한민족 수난과 저항의 기억』. 서울: 
눈빛, 2010.

박영원. 『광고디자인 기호학: 광고디자인』. 서울 : 범우사, 2003.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혜안, 200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서울: 웅진씽크빅, 2009.

서정우. 「마케팅개념 도입기 (1970년대초〜1970년대말)」 『한국 언론 100년사』. 서
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6.

신인섭. 『일본의 광고, 그 과거와 현재』. 서울 나남, 1993.

신인섭. 『韓國廣告史』. 서울: 나남, 1986.

여인석. 『한국의학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2.

오현리. 『부적대사전 제 1, 2권』. 서울: 동학사, 2003.
원유홍, 서승연.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서울: 안그라픽스, 2004.

윤열수. 『신화속 상상동물 열전』.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이범규. 『현대 광고 디자인』. 서울: 고려의학, 2005.

장만호. 『광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론』서울: 재원, 2002.



- 103 -

전응덕. 『한국광고 백년(상)』. 서울: (사)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지명, 이상균. 『한국의 선서화』. 서울: (주)생각의 나무, 2002.

차용준. 『종교문화의 이해 제 1권. 단군신앙 민간신앙 무(巫)신앙 문화편; 김알지 설
화』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2.

차용준. 『종교문화의 이해 제1, 2권』. 서울: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2.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서울: 밀알, 1994.

최준식. 『한국의 풍속 민간 신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최태선. 『편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교학사, 2004.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 100년』. 서울 : 한국광고단체연합, 1996.

한중수.『萬古秘傳 靈府作大典』. 서울: 명문당, 1993. 

허균. 「태극」. 『궁궐 장식: 조선왕조의 이상과 위엄을 상징하다』. 파주: 돌베개, 2011. 

홍현오. 『韓國 藥業史』. 서울: 韓獨藥品工業株式會社, 1972.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외국도서
Alan Pipes. Production for graphic designers. London: Laurence King, 2005 pp. 168
〜169.

Cumming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Doré Henry, S.J. 『Chinese Superstition: Vol 1 First Part Superstition practices』. 



- 104 -

(translated by  S.J. Kennelly.M). Shanghai: TUSEWEI PRINTING PRESS, 1926.

Gunther Kress and Theo van Leeuwen.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NY: Routledge, 2007.
 
Gustav Jahoda.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 New York, USA: Jason Aronson, 
1974. 

John Storey.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England: Pearson Education, 
2009.

Lewis Wolpert. Six Impossible Things Before Breakfast. New York, USA: 
W.W.Norton&Company, 2006.

Oxford University.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Real Academia Española. “Placebo”.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Calpe, 1970.

Strizver Ilene.『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타이포그래피』. (서병일, 이지현, 이재석, 옮
김). 서울: 디자인하우스, 2009. 

White Alex W. 『The Elements of Graphic Design. Space, Unity, Page Architecture 
and Type』. Canada: Allworth Press, 2002.

Zygmunt Bauman. La Cultura como Praxis. (translated by Alvarez, A. Roca). 
Barcelona, Spain: Paidos, 1999.

노무라 신이치. 『한국, 1930년대의 눈동자: 무라야마가 본 조선민속』. (고운기, 옮김). 
서울: 의회문화사, 2003.



- 105 -

학술논문
이명숙.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ㆍ의례적 기능 연구: 부채ㆍ방울ㆍ대신칼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회』. 2004. 8: 89-112쪽.

金榮煥 ,林國煥.  「日帝强占期 急性傳染病 發生에 關한 考察」 . 『 保健科學論集』. 
19: 1993, 99-118. 

김응화. 「한국 근대광고에 나타난 패키지디자인 고찰: 신문 광고를 위주로」. 7. 2009: 
44-57.

목수현. 「욕망으로서의 근대: 1910~1930년대 한국 신문광고의 신체 이미지」. 『아시
아문화』. 26: 2010, 5-27.

신기혁, 강태중. 「한국 근대광고사 시대구분을 위한 一硏究」. 『한국광고홍보학보』. 2004, 
6: 113-143. 

이병주, 마정미. 「초기 근대 의약품 광고 담론분석: 근대적 아픔의 주체와 경험에 대한 
소고」. 『한국언론정보학회』. 32: 2006, 247-293.

학위논문
김경하. 「의약품패키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서울: 성균관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민속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영자. 「한국부적의 역사와 기능」.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속학 박사 논문, 2006. 
174-178쪽. 

박혜진. 「개화기 신문 광고 시각 이미지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21〜31쪽.



- 106 -

안종갑. 「文字의 造形性에 관한 硏究: 書藝와 符籍을 중심으로」. 홍익 대학교. 석사 학
위논문, 2002.

차재영. 「Media Control and Propaganda in Occupied Korea, 1945-1948: Toward on 
Origin of Cultural Imperialism」. Ph.D. Dissertation, Univ. of Ill. at Urbana 
Champaign, 1994.



- 107 -

Abstract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hamanism and Korean 
Medication Advertisement Desig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liana Kim
History and Culture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Min-Soo Ki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hamanism, such as folklore, and Korean medication 
advertisement design in the newspap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dvertisement can be seen as a mirror reflecting 
an era and an aesthetic phenomenon that is a medium to con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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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rom such a context, medication advertisement 
reflects preferred medication of the public through those days' 
forms and contents and also tells the story of wide-spread 
diseases at that time. These days, medication advertisement and 
packaging follow universal designs. However, Korea's first 
medication advertisement design that was introduced to the 
world held "traditionality" as a prime value. The word 
"Advertisement" started to be us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was widely 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today. Furthermore, Western civilization being imported after late 
nineteenth century stimulated and changed the visual cultur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means of Western design 
techniques. The main role of advertisement at that time was to 
promote the source of raw materials for Japanese industry and 
their daily sales. However, medication advertisements published 
in newspap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of three factor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Western and Japanese medication, overflow of 
medication advertisements and shamanism appearing in Joseon's 
medication advertisement. At the same time, in these 
advertisements, we can also find a correlation between medical 
pharmac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history of the 
talisman. After pillaging Joseon's national rights, while Japan 
recognized Western science and medicine, Japan denied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and started cracking down on its 
operation. In spite of various attempts to get rid of tradition and 
folk beliefs, talismans were widespread and in commo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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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uch, in spite of distribution of Western and Japanese 
medic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ir advertisement,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where people's 'self-medication' was 
widespread. As to this fact, the researcher thought that 'self 
treatment' as so-called 'folk remedy' is closely related to the 
above mentioned facts, and tried to examine its origin.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settlement course of Korea's 
medication advertisement such as (folk remedy, talisman, 
advertisement as a strategy of marketing sales,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al pharmacy and etc). The resulting analysis 
showed that Japanese and Western medication advertisement had 
scientific or stimulating forms. Joseon's medication 
advertisements and some parts of Japanese's on the other hand 
dealt with many similar aspects to talismans in the aspect of 
message, forms, image and typography of advertisement. In other 
words, we can say that Joseon's medication advertisements are 
involved in shamanism. 
After liberation the shamanistic ad format seemed to have almost 
disappeared. However, we can see that such shamanistic designs 
appear in various ways in the brand marks of pharmaceutical or 
health food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Shamanism 
appearing in advertisement takes very small parts. But as 
shamanistic aspects also appeared in Japanese medication 
advertisement designs, they are one of the expressional methods 
of Oriental design, which can be seen as an aesthetic result 
born from Korea's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and not as an 
imitation of Western designs. In summary, shamanism app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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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medication advertisement can be seen as some part of 
Oriental or Korean identity and the result of the times that 
naturally formed from national historicity. 
Most other theses that have treated the subjects of 
advertisement, medication and shamanism tried to solve only 
relevant problems in each one's professional fields. But a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apply a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 by connecting the 
topics of design (AD), medicine (medication) and religion 
(shamanism/folk beliefs) to interpret their relationship. As R. 
Barthes explained in his early days, human beings tend to take 
many things generated in a society as granted and naturalize 
them at a moment. From such context, in this study, as for 
medication advertisement design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meaning that have been taken for granted without 
attention until now, the researcher tried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Korean advertising history. 

keywords: Advertisement, Design, Shamanism, Japanese 
Colonialism, Newspaper 
Student Number: 2011-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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