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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연구는 일상적 시각문화를 구성했던 상업상징으로서 한국 근대 상표

디자인의 시대별 특징을 읽어내고,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
을 조명하는 한편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영역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근대 상표의 풍부한 사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
리고 그 의의를 밝힘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역사 안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근대적 상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상품에 정체
성과 매력, 권위를 부여하는 시각상징으로서 등장했다. 동아시아의 경우 구
미식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본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상표 제도와
형식이 정착했고, 이는 한국 근대 상표 성립과 전개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근대 상표 디자인의 변천 과정은 네 시기로 구분되었는데, 1876년
개항 이후의 첫 번째 시기는 상표 디자인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상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표현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상표의 시각적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기업 상표와 상품 상
표의 위계가 모호한 예들이 다수 있었다. 이는 ‘등장기’의 초기적 특징으로,
이미지 자체의 ‘시각적 돌출’ 효과에 의존하는 디자인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1908년 상표령 시행을 기점으로 하는 두 번째 시기에는 상표 디자인의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상표와 상품상표의 위계가 나뉘었다. 식민지 상
업체제는 일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기업상표의 경우 이들과 함께 이
식된 상표의 제도 및 디자인, 특히 가문(家紋) 형식이 지배적인 전형으로 자
리잡았다. 한편 상품상표 디자인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인물∙동물을 활용한
중심 도상을 강화한 반면, 조선 기업들은 문자를 중심으로 제품 상징을 정
교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도상의 재현보다는 문자의 조형이 설득력
을 얻을 수 있었던 조선의 시각문화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일제의 ‘문화정치’ 실시에 해당하는 시기로, 상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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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선식 변용이 나타났다. 첫째로, ‘우리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지도, 거북선, 태극 등 민족적 도상을 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둘째로, 일
본식 가문 상표에 대응되는 독자적 상징 형식이 모색되었는데, 변형∙반복을
통해 기하학적 형태 안에 배치된 문자문 상표의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은 한글 상표 사용의 확대에서도 관찰되었다.
상표 디자인 변용의 세 방향 근저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소비
자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경제의 논리였으며, 이는 근대적인 상표 형식
에 익숙해지고 한층 예민해진 조선의 소비대중을 공략하기 위한 시각화의
방식이 규정된 것이었다.
마지막 시기는 전쟁에 따른 국가총동원체제로의 돌입과 함께 시작되었으
며, 경제적∙문화적 통제정책과 상표 디자인이 조응하거나 충돌하는 양면적인
현상이 확인되었다. 상표와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전쟁정책을 따른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내선일체’ 정책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
는 한글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가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업들은 대개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으며, 상표 디
자인은 자본의 그러한 속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매체로써 기능했다.
한국 근대 상표 디자인은 일제의 정책, 조선의 시각문화 전통, 소비 대중
의 인식, 조선인∙일본인 기업가의 이윤동기 등 다양한 동인(動因)들이 관여
하는 복잡하고 혼종적(混種的)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상표의 특성상, 그 디자인에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식민지 자본주의
의 상황이 한계로 작용했으며,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전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상표, 상표디자인, 상업상징, 아이덴티티디자인
학 번: 2013-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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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917년 5월 22일, 1911년 12월 16일)
그림 23. 한글을 사용한 가문 형식의 기업상표. 만세옥(萬歲屋), 회동서관(滙東書
館). 지물포(紙物鋪). (『매일신보』 1912년 5월 7일, 1915년 1월 1일, 1913
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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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좌) 화평당 ‘원 안의 학’ 상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8일) (중)
화평당 ‘오얏꽃’ 상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7일) (우) 일본 가문의
‘무코우메(向こう梅)’ 형식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그림 25. 화평당 상표와 유사한 조선 기업상표. 덕창호제화소(德昌號制靴所), 광서
조단포목상(廣西綢緞布木商),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 장안양복점(長安洋服
店), 한성약관(漢城藥館). (『매일신보』 1914년 1월 1일, 1918년 5월 9일,
1918년 9월 29일, 『동아일보』, 1920년 7월 22일, 1921년 2월 26일)
그림 26. (좌) 화평당 광고에 실린 화평당 본점 이미지와 (우)상표 부분 확대 (『대
한매일신보』 1910년 2월 8일)
그림 27. 동화약방 ‘부채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10일, 『황성신문』
1910년 6월 21일, 『매일신보』 1912년 1월 1일)와 가문의 ‘오리메간기오기
(折り目雁木扇)’ 형식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그림 28. ‘인단’의 대례복 남성 상표 (『매일신보』 1910년 11월 29일)
그림 29. ‘인단’ 상표의 다양한 표현 (『매일신보』 1912년 3월 19일, 1912년 10월
4일, 1914년 11월25일, 1915년 2월 5일)
그림 30. (좌) '이카츠' 상표(『매일신보』 1916년 8월 12일), (우) ‘고후쿠메구스리’
상표(『매일신보』 1912년 6월 21일)
그림 31. (좌) '팔보단' 광고 (『매일신보』 1911년 8월 18일), (우) ‘선단’ 광고 (『매
일신보』 1913년 2월 25일)
그림 32. (좌) '옥인단' 상표 (『매일신보』 1914년 7월 18일), (우) 장춘양화점 광고
에 사용된 ‘인단’ 유사 상표(『매일신보』 1918년 3월 1일)
그림 33. '대학목약' 상표와 광고에 적용된 예 (『매일신보』 1910년 12월 16일)
그림 34. '라이온 치마' 상표와 광고에 적용된 예 (『매일신보』 1911년 1월 17일)
그림 35. ‘청심보명단’ 문자 상표 (『매일신보』 1911년 3월 10일)
그림 36. ‘청심보명단’ 상표의 다양한 표현 (좌상)『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23
일 (좌하) 1909년 4월 27일 (우)1910년 5월 24일
그림 37. ‘청심보명단’ 광고에 실린 제생당 점주 이경봉의 사진. 메고 있는 가방에
예서체 상표가 쓰인 것이 확인된다 (『매일신보』 1915년 5월 5일)
그림 38. ‘삼용보익수’ 광고에 사용된 상표 (『매일신보』 1916년 2월 1일, 1916년
11월 18일, 1918년 9월 5일, 1919년 1월 1일, 19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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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아지노모도’ 광고 속 상표(『매일신보』 1926년 5월 10일)와 '구라부 백분
' 광고 속 상표 (『매일신보』 1921년 1월 18일)
그림 40. '가오' 광고 속 상표와(『매일신보』 1923년 5월 28일) '미츠와' 광고 속 상
표 (『매일신보』 1922년 11월 6일)
그림 41. 「現代紳士의一日」, (『매일신보』, 1922년 5월 25일)
그림 42. (좌) 「現代紳士의一日」 아지노모도 부분 확대 (우) 아지노모도 로고타입
그림 43. (좌)카오루 로고타입 (중)「現代紳士의一日」 카오루, 헤루푸 부분 확대
(우)헤루푸 로고타입
그림 44. 동아부인상회 「마크禮讚」 기사 (『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
그림 45. (좌) ‘삼성화’ 광고(『매일신보』 1925년 5월 24일) (우) 『대한협회회보(大
韓協會會報)』 4호, 1908 (서유리, 「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
그림 46. ‘거북선표’ 광고와 상표(『동아일보』 1930년 9월 10일, 1935년 4월 2일)
그림 47. 경성방직 광고의 ‘삼성표’와 ‘삼각산표’ (『매일신보』 1923년 9월 2일)
그림 48. 경성직뉴 ‘별표 백목(星印白木)’ 광고 (『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그림 49. '별표 고무신' 광고의 상표 (『매일신보』 1925년 3월 1일)
그림 50. ‘태극성 광목’ 광고와 상표 (『동아일보』 1928년 1월 15일)
그림 51. ‘태극성 광목’ 광고의 상표와 카피 (『동아일보』 1933년 11월 14일)
그림 52. (좌) 조선매약회사 상표(『매일신보』 1927년 1월 28일) (중) 직물에 적용
된 단수자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우) 직물에 적용된 단복자 (임영
주, 『한국의 전통 문양』)
그림 53. 경성직뉴, 경성제피, 광동지물포 (『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매일
신보』 1921년 10월 26일, 1929년 6월 16일)
그림 54. 평안제혁사와 평안백화점 상표 (『매일신보』 1936년 7월 2일, 1935년 7
월 10일)
그림 55. 약종무역(藥種貿易), 동서피혁(東西皮革), 대륙(大陸)고무, 대창공업사(大
昌工業社) 상표 (『동아일보』 1921년 10월 13일, 1922년 1월 1일, 『매일신
보』 1925년 1월 1일, 1937년 4월 16일)
그림 56. ‘天’자가 반복된 상표. (상) 천일상회 (『동아일보』 1922년 1월 2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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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당약방 (『매일신보』 1927년 1월 16일)
그림 57. ‘大’와 ‘同’을 반복한 대동고무 상표 (『동아일보』 1924년 4월 9일). ‘京’
주변에 ‘西’를 배치한 서경고무 상표(『동아일보』 1926년 5월 7일). ‘合’을
사방으로 중첩시킨 형태의 합성양화점 상표(『매일신보』 1928년 6월 3일).
‘界’를 중앙에, ‘世’를 주변에 중첩되도록 배치한 세계고무 상표(『매일신보』
1936년 9월 1일).
그림 58. ‘西’자와 ‘中’자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일본 가문(森本 勇矢, 『日本の家紋
大事典』)
그림 59. 세창양화점의 상표 변경 (좌) 1918년까지 사용 (『매일신보』 1918년 9월
29일) (우) 1921년부터 사용 (『매일신보』 1927년 1월 15일)
그림 60. (좌) 동아부인상회 상표(『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 (우) 서울고무공사
상표 (『동아일보』 1925년 2월 17일).
그림 61. 동양염직회사 ‘동양저’ 상표(『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1929년 5월 3
일, 1929년 5월 9일).
그림 62. 고무공업 관련 기업들의 한글 상표. 육합상회 ‘고리표 고무’(『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 만세고무(『매일신보』 1927년 10월 22일), 대륙고무(『매
일신보』 1925년 7월 23일), 상평고무 (『동아일보』 1926년 5월 6일).
그림 63. 광고와 제품 포장에서 예서체 한자로 표현된 ‘령신환’ (상)『매일신보』
1916년 10월 18일), (하좌)『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 (하중)『매일신보』
1921년 8월 13일, (하우)『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그림 64. 천일약방 ‘천일영신환(天一靈神丸)’ (『매일신보』 1915월 5월 29일), 만
수당약포(萬壽堂藥舖) ‘침향영신환(沈香靈神丸)’ (『동아일보』 1920년 7월 7
일), 홍제당약방(洪濟堂藥房) ‘홍제영신환(洪濟靈神丸)’ (『매일신보』 1922년
1월 1일), 세일양행(世一洋行) ‘사향영신환(麝香靈神丸)’ (『매일신보』 1922
년 6월 25일).
그림 65. ‘령신환’ 상표 변경 광고와 카피 부분 확대. (『동아일보』 1922년 9월 20
일).
그림 66. ‘구라부 크림’ 광고의 현지화 (『매일신보』 1921년 1월 12일, 1925년 8월
4일)
그림 67. 가타카로 된 ‘구라부 백분’ 도안문자 로고타입과 한글로 된 ‘구라부 비누’
로고타입 (『매일신보』 1925년 2월 22일, 1925년 10월 3일)
그림 68. (좌) ‘카오루’ 로고타입의 한글화 (『매일신보』 1923년 4월 23일,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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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우) ‘라이온 치마’ 로고타입의 한글화 (『매일신보』 1930년 4월
22일, 1931년 1월 5일)
그림 69. 1920년대 ‘구라부 치약’의 ‘쌍둥이’ 상표. (『매일신보』 1927년 8월 1일).
그림 70. (좌, 중)1932년 이후 ‘구라부 치약’의 ‘대남공’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월 31일), (우) ‘구라부 치약’ 광고에 실린 구스노키 동상의 사진 (『매일신
보』 1938년 5월 1일)
그림 71. (좌) 1938년 이전 '조고약'에 사용된 천일약방 상표(『매일신보』 1930년 4
월 10일) (우) 1938년 변경된 상표(『매일신보』 1938년 6월 7일)
그림 72. 전쟁기 ‘아지노모도’의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2월 7일, 1939
년 7월 7일)
그림 73. 전쟁기 ‘인단’의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44년 4월 12일, 1939년 9
월 8일)
그림 74. ‘라이온 치마’ 한글 로고타입의 변화 (『매일신보』 1931년 1월 5일, 1938
년 5월 19일)
그림 75. 일본생화학연구소 ‘단’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월 25일)
그림 76. 닛토제약 ‘겐고루’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2월 31일)
그림 77. ‘요우모토닉구’, ‘스마이루’ 광고의 한글 상표와 한복 차림의 인물 삽화
(『매일신보』, 1939년 9월 19일, 194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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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일상적 시각문화를 구성했던 상업상징으로서 한국 근대 상표
디자인의 시대별 특징들을 읽어내고,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들을 조명하는 한편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디자인 영역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근대 상표의 풍부한 사례들을 수면 위
로 끌어올리고, 그 의의를 밝힘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역사 안에 위치시키고
자 하였다.
기업 아이덴티티(CI, corporate identity) 혹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
brand indentity) 개념은 오늘날 기업경영과 마케팅의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며, 그것의 시각적인 표현, 즉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져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
이다. 나아가 상업적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경영전략의 하나일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시각문화를 가장 일상적인 수준에서 반영하는 문화 현상이기도 하다.
김민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바탕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디자인이
“사회 질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재생산하고, 경험하고 탐색하는 의미 체계”
1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기업과 상품에 적용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각각이 내포하는 복합적인 가치를 상징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소통하는 언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 사회의 상업상징
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나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디자인 언어의 문법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는 그 사회의 의미 체계를 읽어내는
문화적인 독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1997,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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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주로 1970년대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이후 정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
치 이러한 디자인 현상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행위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그간의 디자인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개설서를 표방한 한 책에서 저자는 ‘국내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
사를 제대로 다룬 서적이 없음 ’ 을 한탄하고 “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해야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70년대 ‘샘표’, ‘철표’,
‘오리표’ 같은 한글 상표가 등장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아이덴티
티 디자인’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개념이 싹트게 되었다”2 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본질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매개로 기업·상
품의 가치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이미 통용되기
시작한 상표(商標, trademark) 개념이 디자인적으로 확장된 것일 뿐, 역사적
으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상표의 개념과 디자인,
나아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시각문화의 전통까지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한편,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의 기업활동은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자주
적 근대화 과정을 완결하려는 내적 노력과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외적 압
력이 착종(錯綜)하던 시대였으며, 일제의 강점과 함께 경제의 구조가 식민지
적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모으고 관
리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여러 활동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근대 경제를 특징

2 김거수, 『아이덴티티 디자인 or 로고 디자인 웬만큼 이해하기』, 드마북스, 2012, pp. 88100.
3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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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근대적 경제 조직인 이상, 그 성립
배경이나 활동 영역, 활동 양상 등에는 근대화 과정의 특징이 각인될 수밖
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회사의 형성, 발전 과정을 살피는 일은 곧 한
국사의 내적 발전 과정과 그를 왜곡한 외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4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업과 상품의 상징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상표에는 기업 활동의 특성과
더불어 근대화 과정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대 상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적으로
재편된 특수한 자본주의가 가장 일상적인 수준에서 드러나는 방식 또한 포
착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의 근대 상표 디자인은 그동안 디자인 연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
었다. 앞서 언급한 협의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념을 바탕에 두고, 디자인
영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현상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다수의 연구는 경영전략으로서 특정
디자인 사례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적인 관점을 취한
경우에도, 서술의 상한선은 대개 1970년대로 설정되었다.5
유일하게 70년대 이전의 상황을 서술한 연구로는 김소정의 연구를 꼽을

4 전우용, 앞의 글, p. 19.
5 김병수, 「한국의 CI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계원논총』1, 1996; 이재현, 「국내 기업심볼
마크의 변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7, 2007; 주혜영·이현주, 「국내 기업 심볼마크 형태
와 색채의 시대적 흐름」, 『디자인학연구』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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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6 이 연구는 개항에서 1990년대까지 기업 심볼마크 디자인의 변천
을 경제·문화적 배경과 연결 지어 설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드
러냈다는 의의가 있으나, 70년대 이전에 대한 서술이 단편적이고, 심볼마크
의 문자/도형 구분, 외곽선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디자인의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광고사의 영역에서는 개항 이후의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져, 광고 개념이 한국에 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광고 이미지 및
카피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었다. 7 상표는
광고 이미지 분석과정의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지만, 8 이 연
구들은 상표가 유통되는 핵심적인 매체로서 광고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
는 역할을 했다.
또한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상징 디자인, 9 (구)충남도청사 건물에 적용된
문장 도안의 상징적 의미,10 교육적 상징으로서 일제 강점기 교표 디자인11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상표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적인 상징들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이 연구들을 통해 같은 시각문
화 안에서 구체적인 도상들이 지니는 의미, 상징의 형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6 김소정, 「우리나라 심볼마크 디자인의 변천에 대한 연구: 표현형태별 수리적 분석을 중심
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7 신인섭·서범석, 『한국광고사』, 나남, 1998, 마정미 외, 『광고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국사편찬위원회, 『광고, 시대를 읽다』, 두산동아, 2007 등이 근대 이후의 광고에
대해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또한 특히 디자인사의 관점이 반영
된 연구로는 김엘리아나, 「일제강점기 조선 의약품 광고 디자인에 나타난 주술적 특징」, (서
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이 있다.
8 박혜진, 「개화기 신문 광고 시각 이미지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는 한 절을
할애하여 일제강점기 이전 마크와 상표 이미지의 등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했다.
9 목수현,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10 김민수, 「(구)충남도청사 본관 문양 도안의 상징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18(5), 2009.
11 정선아, 「한국 교표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적 변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4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근대적인 의미의 상표가 서구
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시각적 표식을 통해 물건을 구별하는 행위 자체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
적으로 나타났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상표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 것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성
립 이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상표 제도사 연구들
을 참고하여 중세 이후 서구 상표의 역사를 개관하고, 근대적 상표가 이전
시대의 것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개념을 정리했다. 또
한 동아시아에서 상표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문화 현상들에 대해 살
펴보는 한편, 근대적인 상표 개념과 제도가 동아시아에 정착하는 과정을 추
적했다. 특히 한국에서 상표 제도가 일본의 압력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기록
이 있으며 그 이후의 전개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 상표 성립 과정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로서 상표의 시각 이미지 수집은 1896년에서 1945
년까지의 신문자료에 기초했다. 『한성주보』, 『독립신문』, 『The Independent』
(『독립신문』 영문판),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
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등 연구 범위의 신문 광고에서 4~5일 간
격으로 표본을 모으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전수조사 했다. 이렇게
수집한 상표 이미지의 흐름을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1차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상표와 관련된 기사, 광고 카피 등 당대의 기록을 우
선적으로 확인했으나, 남아 있는 이미지에 비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텍
5

스트의 양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근대사 연구, 그 중에서
도 특히 상표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업사, 경제사, 광고사, 문화사 영역에 대
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4. 용어 정의와 연구 범위
오늘날 상표는 사전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로 정의
된다. 12 한편 상표 제도의 관리 주체인 특허청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이라는 좀 더 넓은 상표 개념을 채
택하고 있다. 13 또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
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
는 자’ 등 운영 주체의 표장을 각각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규
정하여 상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14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이 연구에서는 ‘상표’라는 용어를
‘기업·상품의 시각적 상징’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는 상표가 상징
하는 대상으로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회사, 협동조합, 상품군 등을 포함한다
는 의미이다. 다만 상업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의 표장은 상표로 보지 않았다. 상징의 성격 상 위계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는 특허제도상의 표현 대신 ‘기업상표’와 ‘상품상표’로 구분하였다. 또한

1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13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특허마당-권리별정보안내-상표의 이해,
2014년 10월 1일 접속) 참조. 이는 상표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법기술적인 관점에
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시각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14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특허마당-권리별정보안내-상표의 이해,
2014년 10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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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의도에
따라 식별적·상징적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근대’라는 용어는 그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게 합의된 용어는
아니다. 15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 무렵부터 일본에
병합되는 1910년까지, 그리고 식민지배를 받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한국 근대사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1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따
라 개항기에서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 전반에 해당하는 상
표 디자인의 역사를 고찰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술의 시작을 개항기로 설정한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이 이 시기에 이루
어졌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윤상은 개항을 계기로 구한말
이전 조선 사회에 내재적으로 성장해오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급속히 확
대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자본주의의 형성·발전이 강요되었으
며, 그렇기 때문에 1876년을 한국 근대사의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17 자본주의의 형성은 근대 상표의 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배경이며, 실
제로 기록이 확인되는 상표의 첫 사례들은 개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이 시기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일제강점기 말기까지를 서술의 하한선으로 설정한 것은 ‘근대’에 대한 논
의가 대개 이 시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후에 문화적 현상
으로서 상표 디자인은 오늘날까지 연속성을 갖고 있으나, 논의의 범위를 근
대 상표에 한정 짓기 위해 이 시기까지를 다루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신문 광고 지면상에 등장하는 상표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 전반에 걸쳐 상표는 제품 포장, 간판, 옥외광고

15 목수현, 앞의 글, p. 3.
16 이윤상,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역사비평』74, 2006, p. 300.
17 이윤상, 「한국근대사에서 개항의 역사적 위치」, 『역사와 현실』9, 1993,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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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표면에 등장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시각 자료들은 그
성격상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비록 신문 지면상의 광고는 당시 도시공간 안에서 등장한 상표의 입체적인
상(像)을 온전히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상표에 대한 시각경험 일반을 대변하
는 가장 일관적인 매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 18 이라는 연구 범위는 한국 기업의 상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한
국에 진출한 다양한 국적(國籍)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기업들이
사용한 다양한 상표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한국
인들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했고, 한국의 매체 상에서 그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일 경우에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 상표 디자인 문화의 일부
로 보았다. 다만 상표에 반영되어 있는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 대
해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에는 상표의 국적을 구분하여 서술했다.19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상표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출원·등록 과
정을 거친 ‘등록상표(登錄商標)’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제
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상표 형식의 사용이 나타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
가 암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술한 용어 정
의를 기준으로 ‘기업·상품의 시각적 상징’이라는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상표
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18 이 연구는 ‘한국’이라는 제목 아래 ‘고려’, ‘조선’, ‘대한제국’, ‘조선’(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시기의 현상에 대한 서술일 경우 시
기별 명칭을 사용하고, 역사적·문화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시기구분을 초월하는 의미일 경우
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경영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기업, 국제적인 자본 구조를 가진 기
업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상품의 국적 혹은 민족 정체성을 명확하
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급적 명시된 경영주(經營主)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되,
근대 기업사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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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적 상표의 역사와 개념
1. 서구 근대 상표의 역사적 배경
상표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
재하는데, 이미 고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물건들의 표식(mark)을 상표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자기에 당시의 연호
(年號)나 제작 지역을 글로 새긴 예가 있으며, 문자뿐만 아니라 기름병, 벌,
사자의 머리 같은 추상적인 도상도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대 로마에
서는 도자기에 제작 날짜, 제작자, 가마터의 소유주, 공방 소유주 등이 표시
되었는데, 이는 열등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추적해 처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였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대리석, 유리, 은제품, 보석, 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에 이러한 표식
이 사용되었으며, 일부 램프에는 ‘이것을 사용하세요(VTERE)’, ‘나를 사세요
(EME)’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광고의 목적
(advertising purposes)’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일부 학자
들은 이러한 표식의 관리를 위해 운영된 고대 로마의 제도가 1900년대 초
반의 상표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20
중세에 접어들어 유럽에서는 수공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표식
들의 사용이 확대되는데, 크게 상인표(商人標, merchant’s mark)와 생산표
(生産標, production mark)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인표는 원거리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13세기경에 생겨났다고 한다. 21 당시의 무역은

20 Benjamin Paster, ‘Trademarks-Their Early History’, Trademark Rep. 59, 1969, pp. 552555.
21 河野権一郎, 「商標の起源とその発達-外国における事情」, 商標研究会(편), 『日本商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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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졌는데, 자연재해나 해적의 공격에 의해 배에 실
린 상품들이 유실되고, 만약 이것들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에, 상인표를 통해
화물의 소유주를 밝힐 수 있었다. 22 상인표는 사적인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법률상으로

그

권리가

보호되기도

하였으며,

선형,

도형,

모노그램

(monogram) 등으로 구성된 형식은 서구의 근대 상표 디자인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소유표(所有標, proprietary mark)라는 별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상표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23
한편, 생산표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형성된 길드(guild)
에 의한 수공업 생산체제와 관련이 있다. 길드는 기본적으로 협동을 통해
중세의 지배층이나 무법자들로부터 수공업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길드는 엄격한 규율과 의무를 정해 구성원들
을 통제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산표의 사용이었다. 많은 경우 장
인(匠人, master craftsman)의 지위를 획득한 구성원은 자신의 표식을 정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그것을 표시할 의무를 지녔다. 24 이
렇게 함으로써 생산량 미달, 조악한 원료의 사용, 기술 부족 등 생산품의 품
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는 생산자를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결
국 생산표는 공중(公衆)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일종
의 부담인 셈이었고, 경찰표(Polizeizeichen), 책임표(pflichtzeichen)라고도 불
린 것은 이 때문이다.25
이렇듯 근대 이전의 상인표나 생산표는 그 소유주나 제작 주체를 명시함
大事典』, 中央社, 1959, p. 44.
22 Benjamin Paster, 앞의 글, p. 559.
23 河野権一郎, 앞의 글, pp. 45-46.
24 Benjamin Paster, 앞의 글, pp. 555-556.
25 河野権一郎, 앞의 글,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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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성격
이 강한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개념의 상표는 18세기 후
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아
미노(網野)는 그 요인으로 ①근대 공장조직의 보급과 더불어 규격화된 상품
의 대량생산·유통 ②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분화 ③길드
체제 붕괴 후 생산자 간/판매자 간의 자유경쟁의 등장을 꼽은 바 있다.26
바꾸어 말하면, 규격화된 생산체제 안에서 동일한 상품이 대량으로 시장
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그 상품들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매개가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상품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개가 요
구되는 한편, 수 많은 상품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소비자로 하여금 원하는
생산자의 원하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차별화의 장치 역시 요구되었
다. 또한 차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상품의 품질 특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
키고 더 많은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우월성을 보증하는 장치 역시 필요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러한 요구에 의해, 근대적인 상표는 이미지를 통해
상품에 정체성, 나아가 매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시각상징으로서 등장했다.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재화의
광고 역시 확장하면서, 이전에 국지적으로 통용·유지되던 상표제도는 국가적
인 관심의 대상으로 거듭났다. 27 상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85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상표법(trademark law)이 등장했고, 19세기가 끝
나기 전 영국(1862년), 독일(1874년)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1870년)으로
퍼져나가며 정착하게 되었다.28

26 아미노 마코토, 『商標』, 강동수, 강일우(역), 대광서림, 2009, p. 7.
27 Benjamin Paster, 앞의 글, p. 564.
28 아미노 마코토, 앞의 글,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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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에서의 상표의 기원과 상표 제도 수용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 상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
적 표식들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발견된다.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자기 표식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2700년경에 통치자의 연호, 제작자의 이름이나 제작 지명이 새
겨진 도자기들이 존재했다고 한다.29
한국의 경우 도자기에 기호나 문자를 표기하는 관습은 삼국시대의 토기
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의 청자 제작에서부터는 본격적
으로 ‘명문(銘文)’이라고 할 수 있는 표기가 시작되어 제작연도, 사용처, 용
도, 제작자 등을 기록하였다. 30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관사명(官司名), 지명
(地名), 장인의 이름(匠名), 제작시기, 품질표시 등 다양한 내용을 표시한 명
문이 사용되었다. 특히 관사명은 호조(戶曹) 소속의 장흥고(長興庫)에서 관
리하는 도자기의 분실을 방지하고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새겨졌다(그림 1).
또한 장인의 이름이나 지명을 새기도록 한 것은 공납용 자기의 품질을 개선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릇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호조에서는 그릇에 표
기된 이름이나 지명을 근거로 해당지역의 지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
다. 31 이렇듯 명문을 새겨 제작시기, 제작자, 사용처 등을 기록한 예는 도자
기뿐만 아니라 금속공예품, 목공예품 등에서도 발견된다.32
일본의 경우 중세, 즉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시대에 다도(茶道)가

29 Benjamin Paster, 앞의 글, p. 552.
30 박경자, 「분청사기 (粉靑沙器) 명문 (銘文) 연구」, 『강좌 미술사』 25권, 2005, p. 272.
31 박경자, 앞의 글, p. 289.
32 이주영, 「목가구에 나타난 명문(銘文)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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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면서 도자기의 수요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시각적인 표식인 ‘가마
지루시(窯印)’를 통해 제조의 출처를 밝히는 관행이 확대되었다. 33 유럽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근대 이전에 도자기 명문이 생산표 혹은 소
유표로서 출처나 소유를 표시하는 이상의 기능을 했던 사례는 아직까지 확
인되지 않았으나, 그 시각적인 형식은 근대적인 상표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장흥고(長興庫)’명 발. 1438년 이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경숙, 『한국도자사』).

한편, 일본과의 무역에서 사용된 신라의 ‘첩포기(貼布記)’를 한국 최초의
‘상표 광고’로 보는 견해도 있다. 34 첩포기란 일본 도다이지 쇼소인(東大寺
正創院)에 소장되어 있는 모전(毛氈)의 모퉁이에 꿰매어져 있는 마포(麻布)
를 일컫는 것으로, 752년에 신라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
여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처나 생산자, 그리고 물품명과 수량이 먹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특히 말미에 이두(吏讀)로 적힌 문구는 ‘원하는 물건을 사라’
고 권유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첩포기는 일종의 ‘물품

33 機長昌利, 「商標の起源とその発達-わが国における事情」, 商標研究会(편), 『日本商標大
事典』, 中央社, 1959, pp. 31-32.
34 곽명희, 「고대 한국 사회의 옥외 광고 활동과 그 매체의 특징에 관한 고찰」, 『옥외광고
학연구』9(2), 201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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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이며, 현재의 ‘물품광고’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35
그러나 물품의 판매를 독려하는 기능을 가진 ‘꼬리표’로서 광고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에 가깝고, 대상을 특정(特定)
하는 기능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첩포기를 상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2. 모전(毛氈) 가운데 꽃 문양이 있는 ‘화전(花氈) 첩포기’와 자주색 장방형의 ‘색전(色氈)
첩포기’ (곽명희, 「고대 한국 사회의 옥외 광고 활동과 그 매체의 특징에 관한 고찰」).

이외에 동아시아 상표의 기원과 관련해서, 시장(市場)에서 옥외광고의 목
적으로 사용된 상호(商號), 간판 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개경(開京)에는 관영(官營)시장 외에 식료품이나 연료 등 대중적
인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설 노천시장이 다수 존재했다. 이 시장들은
긴 행랑채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가게에는 ‘영통(永通)’, ‘광덕(廣
德)’, ‘흥선(興善)’, ‘효의(孝義)’, ‘통상(通商)’, ‘존신(存信)’, ‘자양(資養)’, ‘행손
(行遜)’ 등의 방(榜)이 붙어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러한
방은 오늘날의 간판과 유사하게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었는데, 상품명이나 서비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업주의 경영

35 윤선태, 앞의 글, 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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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를 나타내고 유교적 덕목인 덕(德)과 선(善), 신용, 겸손, 효도 등을 강
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시대의 성종(成宗)은 주화(鑄貨) 유통과
행상(行商)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983년에 개경의 번화가에 6개의 공
설주점(公設酒店)을 설치했는데, 각각 ‘성례(成禮)’, ‘낙빈(樂賓)’, ‘연령(延
齡)’, ‘영액(靈液)’, ‘옥장(玉漿)’, ‘희빈(喜賓)’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외부의 깃
발에 표기해 상호와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조선시대에는 시전(市廛)을 관장하던 경시서(京市署)에서 1394년에 간판
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를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시장의 구조 상
겉으로 보아서는 각각의 상점이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
에, 판매하는 상품의 그림을 걸어놓아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官吏)나 소비자
들로 하여금 어떤 상점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37 경시서
의 제안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19세기 회화 <경기감영도
(京畿監營圖)>에 ‘만병회춘(萬病回春)’, ‘신설약국(新設藥局)’이라는 문자가
상점 외부 벽면에 쓰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옥외광고를 담
당하는 간판 개념이 조선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일본에서 상호나 간판 같은 상업적인 표식은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야고(屋号)’, ‘노렌(暖簾)’, ‘가몬(家紋)’ 39 과
같은 형태로 등장했다고 한다. 야고란 정기시장이 생겨나면서 사용되기 시
작한 ‘가게의 이름’이라는 개념으로, 시각적인 표식으로서보다는 특히 언어

36 곽명희, 앞의 글, pp. 21-22.
37 곽명희, 앞의 글, pp. 24-28.
38 곽명희, 앞의 글, pp. 28-34.
39 ‘家紋(かもん)’의 일본어 독음에 대한 한글 표기는 ‘가몬’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가문의
형식 및 용어가 일제강점기 전후로 한국에 유입된 후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다
음 장에서부터는 ‘가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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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근대 상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0 노렌은 본래 가게의
입구에 설치해 차양(遮陽)의 기능을 하는 천막이었는데, 점차 특정한 기호나
도형, 문자가 더해져 영업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때 사용된 표
식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가문(家門)을 상징하는
형식으로 쓰였던 가몬(家紋)인데, 이것은 일본 상표 디자인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41
이렇듯 동아시아에서 수공업 생산품의 경우에는 명문의 형태로, 상업공
간에서는 상호나 간판의 형식으로 개체를 식별하는 전통이 공통적으로 존재
해 상표의 기원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그런데 근대적인 의미의 상표
를 상품에 정체성·매력·권위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가치를 소통하는 시각상
징으로 한정할 때, 그 개념과 제도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구미 제국들에 의해 동
아시아에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세기 초반까지, 극히 제한된 무역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구미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질서(華夷秩序)’의 세계관에 입각한 폐쇄적인 국가체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43 그러나 상품시장을 확대하고자 했던 구미 열강은 19세기 이후

40 야고는 명명(命名)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크게는 ①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②업주의 출신지 ③길상적인 소재 ④풍류나 문아(文雅)의 표시 등이 있었다 (機長昌利, 앞의
글, pp. 31-32). 특히 ③, ④에 해당하는 야고, 예를 들어 에비스야(恵比寿屋), 가메야(亀屋),
마츠야(松屋), 기쿠야(菊屋) 등은 후에 상점이나 기업의 이름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으며, 이
러한 예는 조선에서 영업하던 일본계 상점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41 機長昌利, 앞의 글, pp. 30-34.
42 중국의 경우, 연구자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도자기 명문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
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한자 문화권의 종주국(宗主國)으로서 한국·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
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43 김기혁,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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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아시아 진출을 꾸준히 시도했으며, 아편전쟁을 계기로 1842년 맺어진
난징조약(南京條約)에 의해 중국은 영국에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다. 44
이후로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불평등조약을 차례로 맺음
으로써, 중국은 새로운 제국주의적·자본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된다.45
일본은 1853년 미국에 의해, 한국은 1876년 일본에 의해 각각 개항했으
므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에 기반한 무역 체제로 편입된 것은
중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 상표 분쟁
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1923년에서야 정식으로 상표법이 제정되었고, 그
마저도 1927년까지만 유효했다. 그 이전까지 중국에서 정치적·경제적 우위
를 점하려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표 제도를 도입하고
자 협상과 갈등을 반복했고, 상표 제도의 정착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다.46
그렇기 때문에 개항은 중국보다 10여 년 늦었지만, 구미(歐美) 국가들을
모범 삼아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
저 상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884년에 상표에 관한 최초의 통일입법인
「상표조례(商標条例)」가 제정되었고, 1899년에 「상표법(商標法)」으로 개
정되었다. 일본에서 상표법이 제정되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메이지(明治) 정부의 ‘부국강병(富國强兵)’, ‘식산흥업(殖産
興業)’ 정책이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급격하게 봉건사회로부터 탈

44 김기혁, 앞의 글, p. 17.
45 김능우 외, 『중국 개항도시를 걷다: 소통과 충돌의 공간, 광주에서 상해까지』, 현암사,
2013, pp. 8-10.
46 중국 상표 제도의 성립과 그 과정에서의 영국과 일본의 충돌에 대해서는 Eiichi Motono,
‘Anglo-Japanese Trademark Conflict in China and the Birth of the Chinese Trademark
Law(1923), 1906-26’, East Asian History 37, 2011 참조.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영국을 중심
으로 한 구미 국가들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상표 제도가 함께
묶여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로에게 유리한 상표 제도를 도입시키려는 구
미와 일본의 대립은 한국에서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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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부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기조로
내세웠고, 특히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업소유권제도(工業所有權制度)의 확립이 필요했다.47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상표법 제정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은 외세의 압력이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활발한 교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이 나라들
은 각자 상표법을 제정하여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국제
무역에서도 그 권리를 보호하고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883년에 국제
적인 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48 따라서 교역 상대국인
일본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법 도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제정의 배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일본 상표법이 구미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구미에서 상표법은 산업과 경
제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식된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제도
화된 것임에 반해, 일본은 급속한 근대화의 일환으로 구미의 제도를 모방해
정부가 ‘상부하달식(上部下達式)’으로 상표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49 구미에
서는 특정 공동체의 규율에서 지방의 관습법을 거쳐 통일된 상표제도로 확
대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상표법이 성립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단계를 건너 뛰게 된 원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50
이렇듯 일본 상표법의 제정은 서구 열강의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디자인 형식에 있어서는 서구와 구별되는 지
점이 발견된다(그림 3). 초기에 등록된 상표의 일부만을 보더라도 당시 상표

47 江口俊夫, 「わが国の商標制度の変遷」, 商標研究会(편), 『日本商標大事典』, 中央社, 1
959, pp. 64-65.
48 아미노 마코토, 앞의 글, p. 12.
49 아미노 마코토, 앞의 글, pp. 16-17.
50 江口俊夫, 앞의 글,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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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디자인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며, 다양한 형식들이 채택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서구와 비교했을 때 기하학적 도형, 추상화된 자
연물, 그리고 문자 표현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형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분류 별로 제 1호로 등록된 일본 상표 예시. (商標研究会, 『日本商標大事典』).

이러한 상표 디자인의 형식은, 근대화 이전에 일본에 존재했던 상업 전
통 및 시각상징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상표사(商標史)
연구에서는 근대적 상표 디자인과 유사한 형식이 등장하는 시기를 중세로
보고 있다. 앞서 설명했던 야고, 노렌, 가몬, 가마지루시 등에서 상표의 연
원을 찾는 것이다. 가령 도쿠가와(徳川時代) 시대의 가마지루시를 보면 간
19

단한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형식적
으로 근대 상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4).51

그림 4. 도쿠가와 시대 가마지루시의 예. (商標研究会, 『日本商標大事典』).

일본사에서 근세로 구분되는 에도시대(江戸時代)에 이르러서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상품의 유통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게 된다. 상품뿐만 아니라
상인과 가게의 수가 증가했으며, 따라서 이들 사이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표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인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렌이나 간판뿐만 아니라 포장지, 광고전단에 이르기까지 상표의 적용 범
위가 늘어났다. 여기에 기존 상표형식의 구별 표식 기능이 불충분해지고, 수
요자의 취향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상표 디자인을 고안하는 시도들도 생겨
나게 되었다.52
결국 이러한 상공업적·문화적 배경과 메이지 정부의 국가 정책, 구미 국
가의 압력이 만나 일본의 근대적인 상표 제도를 성립시킨 것인데, 기초 마
사토시(機長昌利)는 이 과정의 의의를 ‘자연발생적 상표에서 근대상표로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53 여기서 기초가 ‘자연발생적 상표’라고 설명한 것은,

51 機長昌利, 앞의 글, pp. 30-34.
52 機長昌利, 앞의 글, pp. 35-37.
53 “종래의 자연발생적 상표에서 근대적 상표로, 바꿔 말하면 구분표식으로서 단순한 출처표
시적 기능에서, 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광고적 기능을 추가하고, 무형재산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기업 안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상
표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연구자의 번역, 機長昌利, 앞의 글,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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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수공업∙상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의 기원을 이루었던 시각
적인 표식들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표식들이 근대적인 상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뒷받
침되어야 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구미 모델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
던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발 앞서 근대
적인 상표 제도를 정착시킨 일본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과 중국에서의 상표 제도화 과정에도 개입했고, 특히 일본의 간섭이 심했던
한국에서는 이후 제도적∙형식적으로 일본 상표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1

Ⅲ. 개항 이후 상표 디자인의 등장: 1876년-1907년
1. 대량생산 상품의 유입과 시각 매체의 등장
조선은 19세기 후반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지속적인 교역 요구에도 불구
하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며 청나라와의 제한적인 국경무역만을 허용했다.
대청무역(對淸貿易)의 경우 조정의 간섭, 높은 관세, 육로운송 등의 이유로
상품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을 대상으
로 한 사치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다.54
그러나 일본은 1875년의 ‘운요호(雲楊號) 사건’을 계기로 무력으로 압박
하며 교역을 요구했고, 결국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맺으면서 조
선은 개항하게 된다.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이었던 강화도조약
으로 인해 1876년에서 188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대외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 시기의 대일무역(對日貿易)은 주로 쌀이
나 금, 우피(牛皮), 대두 등 생산 원료를 수출하고, 유럽 원산(原産)의 면포
를 중심으로 한 직물 및 염료 등 소비재를 수입하는 형태였다.55
이후 1882년 미국과 한미수호통상조약(韓美修好通商條約), 청나라와 한
청상민수륙무역장정(韓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뒤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과도 무역을 시작하면서 조선에 본
격적으로 외래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56 이로써 비록 일본이 우세에 있기
는 했지만, 구미와 일본, 청나라가 조선의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생

54 김호범, 「개항기 상업구조와 식민지 상업체제의 형성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권1호,
1993, p. 199.
55 김호범, 앞의 글, p. 200.
56 강용수, 「한국 개항기 무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9권 1호, 창원대학교, 1987,
p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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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났고, 이전시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57 구미
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주의 대량생산 상품이 조선의 시장 안에서 경
쟁하게 되자, 근대적인 상품 상징 기술, 즉 상표도 유입되게 된다.
이 시기에 상표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1899년 『황
성신문(皇城新聞)』에 실린 세창양행(世昌洋行)의 상표 관련 기사를 통해서
상표의 상징기능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세창양행은 자
신들의 상표에 대한국기(태극기)를 사용하고자 하여 외부(外部)에 문의하였
지만, 외부에서 농상공부(農商工部)에 문의한 결과 한 나라의 국기를 외국
상인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58
이렇듯 이 시기에는 상품에 대한 시각상징으로서 상표가 국내에 등장했지만,
상표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로서 상표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
문에 조선 내에서의 상표 질서 유지는 경쟁국간의 관습적 합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59
개항으로 인한 외래문물의 유입이 한국에서 근대적인 상표의 시작을 알
렸다면, 시각 매체의 등장은 상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
했다. 특히 신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문물(新文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새로이 유입된 문물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매체이기도 했다. 전근대 사
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였으나, 근대에 들어 대

57 김호범, 앞의 글, pp. 201-204.
58 “韓旗德票-德領事가 外部에 照會하기를 德商世昌洋行에셔 大韓國旗로 商票를 著定한다
하니 認諒하라 한지라 外部에셔 農部에 轉照하기를 本國國旗로 外國人외 商票를 作함이 或
拘碍處가 無할는지 示明하라 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899년 8월 29일).
59 예를 들어 조선에서 상표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1907년, 일본 정부가 “청나라와 한국에서
각국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상호 합의한 관례(the mutually
concluded convention with the British and other Western governments to protect the
trademarks of their nations in China and Korea)”를 무시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위조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일에 대해, 일본과 청나라에 있던 영국 외교관과 영국 신문들이 비판
했다는 기록이 있다. (Eiichi Motono, 앞의 글,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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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체가 정보를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배급하게 됨으로써 신문
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60

그림 5.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독립신문』 지면. (『독립신문』 1899년 12월 1일).

개항지였던 부산에서 1881년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발행한 『조선신보』를
제외하면, 한국 최초의 신문은 정부의 주도로 창간한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와 『한성주보(漢城週報)』(1886)였다.61 그러나 이들 신문에는 시각 자
료가 실리지 않았으며, 한국어 신문 중에서는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獨立新聞)』에서부터 지면에 시각 자료가 등장하
기 시작한다(그림 5).62 이후 『황성신문(皇城新聞)』, 『제국신문(帝國新聞)』,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 각종 신문이 창간되면서 이미지를 싣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시각 매체를 통한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

60 김민환, 『한국언론사』, 나남, 2002, p. 107.
61 김민환, 앞의 글, pp. 109-110.
62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는 이미 1897년에 이미지가 실렸으나, 국문판
에는 2년 뒤인 1899년부터 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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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신문에서 이미지는 광고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문명을 소개
하는 각종 서적, 교육기관, 제약, 담배, 잡화 등의 광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광고의 시각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의 일종으로 해당 가게나
상품의 상표가 지면에 등장,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2. ‘시각적 돌출’의 상표 디자인
한국에서 처음으로 매체 상에 상표 개념이 발견되는 것은 1886년 『한성
주보』에 실린 독일계 상사 세창양행의 광고에서이다.
“ 알려 드립니다. 독일 상점 세창양행이 이번에 조선에서 개업하였습니다.(중략)
서양은은 시세에 맞게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바라건
대 본 행의 상표(브랜드)를 확인하시면 거의 착오가 없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63(인용자의 강조)

여기서는 상표를 확인하면 ‘착오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상
표가 식별의 기능으로는 작용하고 있었음은 알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구체
적으로 무엇을 소구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1897년에는 『독립신문』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 최초로 상표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창양행의 광고를 통한
것이었다(그림 6). 64 여기에서 ‘ 학을 탄 신선과 거북이를 탄 토끼 ’ 도상은
세창양행의 상표(trademark)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세창양행(朝鮮世
昌洋行) ’ 이라는 한자 레이블이 없을 경우 진품(genuine)이 아니라고 설명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표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진품과 모조품을 구

63『한성주보』, 1886년 4월 26일. 이 광고의 문구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상표에 해
당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은 ‘ 패(牌) ’ 이다. 번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 데이터베이스
(http://www.mediagaon.or.kr/) 참조.
64 『The Independent』, 189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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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재현적인 도상뿐만 아니라 타이포그래
피를 통해서도 상표의 기능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세창양행 광고에 등장한 상표 이미지(『The Independent』, 1897년 1월 5일).

이 시기에는 매체 상에 등장하는 상표의 전체 양이 많지 않고, 유형별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경향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상표
등장 초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문자에서
이미지로의 이행, 시각적 일관성의 부족, 기업상표와 상품상표의 모호한 위
계가 그것이다.
먼저 회춘당 만타약방(回春堂萬田藥房)의 ‘ 만금단(萬金丹) ’ 광고와 상표
를 예로 들면 문자에서 상표로, 즉 언어에서 이미지로의 이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7>는 1900년 6월 4일, 1900년 6월 5일, 1901년 1월 25일
과 1903년 6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만금단과 만타약방의 광고의 이
미지이다. (좌상)의 경우 ‘영약 만금단’이라는 글자가 기울어진 직사각형 안
에 적혀 있어 본문 텍스트와 구별은 되지만, 글자 하나 하나는 사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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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크기와 형식이 같은 활자로 쓰여져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우상)
의 경우는 본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활자의 크기를 키웠지만, 크기
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본문용 활자서체를 쓴 것이다. 그러던 것이 (좌하)에
이르면 일본 가문 형식에서 ‘ 이게타(井桁) ’ (그림 8)라고 불리는 마름모꼴 65
안에 ‘만(万)’자를 넣은 상표가 나타난다. 나아가 (우하)에서는 ‘영약 만금단’
이라는 글자가 활자체가 아닌 고유의 글씨체로 쓰여져 로고타입과 같은 효
과를 내고 있어, 이미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만금단’ 광고. (좌상)『황성신문』 1900년 6월 4일 (우상)『황성신문』 1900년 6월 5일
(좌하)『황성신문』 1901년 1월 25일 (우하)『황성신문』 1903년 6월 20일.

65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日本実業出版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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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게타(井桁)’ 가문.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그림 9. ‘하아로’광고. (좌)『황성신문』 1900년 7월 12일. (중)『황성신문』 1900년 9월 19일.
(우)『황성신문』 1900년 12월 3일

또한 기무라 합명회사 인천지점(木村合名會社仁川支店)의 ‘하아로’ 담배
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그림 9). (좌)에서는 ‘하아로’라는 한글 상표
가 쓰이기는 하지만, 본문과 비교해서 글자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이
미지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에서는 전면적으로 제품
포장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하아로’ 상표와 함께, 영문 상표 ‘Hallo’, ‘山
票’, 화산 이미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에서는 포장 이미지는
배제한 채 ‘하아로’라는 한글 상표만을 쓰고 있지만, 글자의 크기가 극단적
으로 확대되고 글자체에 있어서도 붓글씨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텍스트이기보다는 타이포그래피적 특징을 지닌 로고타입으로서 제시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당시의 신문 지면상에서 가져왔을 효과는, 세 개의 광고
가 놓여 있는 지면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그림 1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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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 인쇄활자, 제품포장, 로고타입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면에서 ‘하아
로’의 상표가 두드러지는 정도는 점차 높아진다. 상표의 표현이 문자에서 이
미지로 변하면서 독자의 눈을 끄는 효과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림 10. '하아로' 광고 지면. ‘하아로’광고. (좌)『황성신문』 1900년 7월 12일. (중)『황성신문』
1900년 9월 19일. (우)『황성신문』 1900년 12월 3일

이렇듯 상표의 표현 기반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변해가는 한편, 구체적인
상표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서는 시각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앞선 ‘만금단’의 예에서, 뒤의 두 광고는 동일하게 일본 가문식 상표를 사용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름모꼴의 비례나 선의 굵기, 단면 처리
에 차이가 있다(그림 11). 또한 일본계 상회인 ‘ 다이코쿠야 상점(大黑屋商
店)’광고의 경우, ‘大黑屋商店’이라는 세로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일본의 칠
복신 중 하나인 ‘ 다이코쿠텐(大黑天)’ 66 의 도상을 실어 상표의 기능을 하고
있다(그림 12). 그런데 두 광고에서 쌀가마 위에 올라 망치를 들고 있는 도
상임은 동일하지만, 인물의 얼굴, 쌀가마의 표면, 외곽선의 묘사 등 상표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 마름모 안의 만(万) ’ ,
‘쌀가마에 올라타 망치를 들고 있는 인물’이라는 언어적 의미에서는 분명 동

66 인도에서 비롯한 풍작·복덕·개운의 신이다. 두건을 쓰고 커다란 자루를 왼쪽 어깨에 둘러
메고 오른 손에 요술 방망이 ‘우치데노 코즈치(打ち出の小槌)’를 쥐고 쌀가마 위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풍작·복덕의 신이다. 방망이를 휘두르면 재화와 보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김용안,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2009, 제이엔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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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직관적인 시각표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떨어지
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 11. ‘만금단’ 상표의 비교 (『황성신문』 1901년 1월 25일/ 1903년 6월 20일)

그림 12. 다이코쿠야 상점의 상표(『황성신문』 1904년 7월 5일/ 1905년 1월 12일)

그림 13. 세창양행 광고에 등장한 상표 (『독립신문』 1899년 12월 1일)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상표의 상품상표의 위계가 모호하
게 설정된다는 것이다. 최초의 상표 이미지 중 하나인 세창양행의 ‘학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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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과 거북이를 탄 토끼’ 상표(그림 13)의 경우, 그것이 기업으로서 세창양
행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창양행이 주력 제품 중 하나인 ‘ 금계랍
(Quinine)’를 상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학을 탄 신선’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E.M&Co(E.Meyer&Co, 세창양행의 영문 명칭)’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 기업상표로 생각되기는 하나, 광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금
계랍'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그림 6).
또한 염료 회사인 도한세이란구미(東板靑藍組) 광고의 경우,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병치하고 이를 상표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14). 그러나 이 둘이
별개의 상표인지 묶여서 하나의 상표인지 분명하지 않고, 별개의 것이라 하
더라도 두 상표 중 어떤 것이 기업으로서 ‘도한세이란구미’ 혹은 상품으로서
의 염료를 상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게 나타난다. 이미지만으로는 기업상표
와 상품상표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림 14. 도한세이란구미 광고에 등장한 상표(『제국신문』 1906년 12월 1일)

세창양행의 상표가 독립신문에 등장한 이래로, 신문광고에 있어서 상표
를 드러내는 표현은 문자에서 이미지로 이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
나 동일한 상표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시각적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기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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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상품 상표 사이의 위계가 모호한 예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상표의 형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상징할 것인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의미로, 상표 사이의 위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 무엇을 ’
상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상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드러내기는 했지만, 상표
의 사용은 ‘무엇을’ ‘어떻게’ 표상할지 명확히 하지 못한, 강력한 중심상징이
부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산업혁명 이후의 상표
등장 배경과 연관시키면, 근대적인 상표는 시각적 일관성을 통해 상징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刻印)’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등장기 ’ 의 상표 디자인에서 이러한 각인으로서의 효과는
아직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이미지가 실리는 매체 자체의 수가 많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절대적인 상표의 수 역시도 제한적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만큼의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한정된 수의 광고주들이
매체의 광고면을 채우고 있었다. 따라서 상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관된 상징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그 상징의
가치를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문 지면상에서 시각
적 차별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하아로’ 광고 지
면의 변화에서 보이듯, 이 시기 매체에는 아직 텍스트에만 의존한 광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시선을 끄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이미지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
이전에, 상표이미지 자체의 ‘ 시각적 돌출 ’ 효과를 이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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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표령 시행과 상표 디자인의 정착: 1908년1919년
1. 식민지 상업체제의 형성과 일본 상표제도의 이식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경부(京釜)철도(1905년)와 경의(京義)철도
(1906년)를 건설하고, 나아가 반민영(半民營), 군영(軍營) 등으로 나뉘어 있
던 철도들을 1906년 7월에 국유화한다. 67 정재정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에서
철도를 건설하고 국유화한 정책은 자국 내의 산업발전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산업이 진전함에 따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구미 제
국주의 국가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판
매시장이자 원료·식량의 공급지로서 조선 및 중국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
다는 것이다. 68 따라서 일본시장과 조선시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유통망이
필요했기에, 철도를 건설하는 한편 철도연대수송(鐵道連帶輸送), 장거리체감
법 등 긴밀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게 된다.69
경부철도는 영업 개시와 더불어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통하여 일본
의 주요 철도와 연결되었고, 경부·경의철도가 동일운임률(同一運賃率)로 일
반 영업을 개시한 1908년부터는 일본철도의 모든 노선과 연락운수가 가능
해졌다.70 또한 장거리체감 요금체계를 정비하면서, 조일무역(朝日貿易)은 해
운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철도에 의존하게 된

67 정재정, 「韓末·日帝初期(1905~1916년) 鐵道運輸의 植民地的 性格 (上): 경부·경의철도
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3권 8호, 1982, pp. 119-121.
68 정재정, 앞의 글, pp. 120-121.
69 정재정, 앞의 글, pp. 127-137.
7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商工業史』, 서울 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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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1 결과적으로 경부철도와 경의철도의 건설은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서
울의 상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
다.
한편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지배가 진전되자 서울을 중심
으로 일본인의 조선 이주가 늘어났고, 교통과 상업의 활성화는 이를 가속화
시켰다. 1903년 말에 서울의 일본인 거주자는 4,000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러일전쟁 이후 급증하여 1904년 말에 5,000여명, 1910년 말에는 4만명에 이
르렀다고 한다. 72 정부 관료나 군인을 제외한 일본 이주민들은 많은 수가 상
업에 종사했는데, <표 1>을 통해 1896년과 비교하여 1907년에 이르면 일본
인이 종사하는 상업의 업종·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들의 상업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의 수입액 역시 1907년~1908년을
기점으로 급증한다<표 2>.

표 1. 서울의 일본인 직업 (자료: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1982, 225229쪽,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404쪽에서
재인용)
1896년

무역상4, 중매상5, 매약5, 약종상5, 양복지·포목상8, 노점14, 조시행상60,
잡화상79, 목재상3, 다다미장수2, 푸주간1, 빙수장수20, 과자상18, 두부
집7, 시계점4, 통장수4

1907년

무역상34, 중매업4, 위탁매매상21, 포목상23, 양복점12, 이불상4, 지류상
16, 미곡상29, 생선전48, 선어물상4, 청과소채업16, 주류도소매50, 차상
6, 과자상117, 약종상17, 매약업21, 연초상12, 석유상15, 도기상13, 재목
상14, 신탄상13, 석탄상3, 농구·종자상1, 건물부속업5, 게다상29, 양복지
상3, 철물점9, 자전거점13, 서적상6, 잡화상189, 부인장신구 잡화상25,
고물상72, 시계점16, 유리상17, 노점상25, 행상22, 푸주간12, 우유집3,
두부집30, 도량형기 판매6, 총포·화약매매2

7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 387.
72 이태진,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p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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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의 외국수입액. (단위:圓, 괄호 안은 일본 수입액의 백분률) (자료: 『서울상공업조사』,
57쪽, 58쪽, 63쪽, 64쪽, 이태진,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385쪽에서 재인용)
1906년

266,002(92%)

1907년

1, 1,497,292(93%)

1908년

3,920,490(92%)

1909년

4,902,640(92%)

1910년

6,338,215(88%)

1911년

8,515,085(82%)

이렇듯 일본인을 중심으로 상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 무렵은 일본이나 청나라에
서 일본계 회사들이 영국 등 서구 제품의 상표를 위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
곤 했는데,73 이러한 현상이 조선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74
결국 1908년 8월 16일 일본의 상표법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 최초의
상표법인「상표령(商標令)」이 시행되게 된다.75 일본식 상표제도가 이식된 것
이다. 그런데 문삼섭에 의하면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칙령 제198호) 시행된
상표령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일본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한다. 76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상표령 시행 직후 보도된 일본인과
조선인의 상표청원 내역에서도 드러나는데, 1908년 9월 30일까지 한달 반

73 Eiichi Motono, 앞의 글, pp. 9-26 참조.
74 예를들어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8일자 1면에는 「일본과 상표문제」라는 제목으
로 논설이 실려 있다. ‘플네이어 권연초’, ‘헌틀리及팜어회사의 麵製菓子’, ‘쁘란트及메이회사
의 셕냥’등의 상표를 위조한 일본인들을 비판한 내용인데, 자료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해 전
문(全文) 확인이 어렵다.
75 “特許, 意匠, 商票, 商號及著作權에 대하야 內閣에셔 日本國現行의 法令을 飜譯하야 告
示하얏다더라.”(「特許權告示」, 『황성신문』, 1908년 8월 16일).
76 문삼섭, 『商標法』, 세창, 200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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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기간에 접수된 일본인의 상표등록 신청은 261건으로, 조선인 신청(3건)
의 수십 배에 달했다. 77 상표의 등록심사 역시 일본인이 주체가 되었으며, 78
실제로 제생당(濟生堂)을 경영하는 이경봉이 ‘청심보명단(淸心保命丹)’의 상
표로 ‘거미표(蛛票)’를 신청했으나, 일본에 이미 등록된 상표라는 이유로 거
부된 예도 있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절차를 대행해주겠다는 광고가 등장하는
등, 80 법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상표는 상업활동과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로 정착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 한일병합으로 상표령이 폐지되
고 일본의 상표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지만, 81 애초에 상표령이 일본의 상
표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으므로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일본 유래의 상표령은 기본적으로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
록주의(登錄主義), 또한 먼저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선원주의(先願
主義)를 채택하고 있었다. 82 일본 기업가들은 이 법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

77 “ 統監府特許局에셔 八月十六日以後로 九月三十日까지 受理한 請願件數가 本人特許十
八、 賣匠商標二百六十一、著作權一이오 韓人은 商標三이라더라.” (「統府特許」, 『황성신
문』, 1908년 10월 8일).
78 “特許局審查官松田金之助審查官補北島友次郞兩氏가 本月二拾五日에 發行하야 商標審
查上에 調査하기 爲하야 平壤甑南浦定州新義州龍岩浦仁川海州에 出張하고 特許局審查官
白井良一審査官補大澤高兩氏는 本月二拾四日에 發行하야 水原稷山金山馬山元山咸興北靑
城津에 出張하얏다더라.” (「商標審査의 出張」, 『황성신문』, 1908년 10월 24일).
79 “仁川濟生堂主人李庚鳳氏가 淸心保命丹을 發明하야 蛛票로 商票를삼아 一年에 數百萬
封式發賣하는지라 該商票를 統監府特許局에 請願承認하여야 專賣權이 有한 故로 李氏가
特許局條例를 依하야 該局에 請願하얏더니 蛛票는 日本國에셔 旣往붓터 發明한 商票인 故
로 承認도못하고 蛛票專賣權은 實行치못할 貌㨾이라더못.” (「蛛票否認」, 『황성신문』, 1908
년 10월 25일).
80 “ 同所에 特許事務所를 設하고 特設意匠商標著作權等의 登錄出願及審判事件의 高囑도
應受하와 處理함. 特許代理業者 藤井太郞.”(『황성신문』, 1908년 11월21일).
81 「한국상표령 페지에 관한 칙령」, 『매일신보』, 1910년 8월 30일.
82 아미노 마코토, 앞의 글,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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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상표령이 시행되고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미 일본인의 출원이 200건 이상 접수된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
서는 제도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으므로, 등록상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권위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문 광고에 상표
이미지를 실을 때에도 그것이 등록상표임을 명시하기 시작했다(그림 15). 물
론 <그림 14>의 예에서처럼 상표령 시행 이전에도 등록상표라는 표현을 쓰
는 광고들이 간혹 등장하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상표를 표
현하던 관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등록상표의 명시는 법에 의해 보호되
는 상표라는 권위와 배타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전 시기에
비해 일관적으로 상표이미지를 적용하게 했다.

그림 15. ‘등록상표’를 명시한 이 시기의 상표들

2. 가문(家紋) 형식 기업상표 디자인의 정착
1) 전통적 인장(印章) 형식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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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업들의 상표는 상표령이 시행됨으로써 일본 주도의 상표 제도에
편입된 이후 매체 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적 상업과 대중
매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기업을 시각적으로 표상했을까?
비록 소수의 예이기는 하지만, 일부 조선 기업들은 전통적인 시각상징의
형식을 차용·계승하여 상표를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1909년 4월 6일자 『황
성신문』에 실린 한미흥업주식회사(韓美興業株式會社)83의 ‘미국시애틀대박람
회’ 광고는 상표령 시행 초기 조선 기업의 상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광고에는 이 기업의 시각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
상이 표시되었는데, ‘韓美興業株式會社’라는 한자 상호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테두리를 ‘American Korean Trading Company’라는 영문 상호로 둘러 싼
형태이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본사의 인장(本社之印章)’이라는 문구가, 아
래쪽에는 ‘본사의 상표(本社之商標)’라는 문구가 각각 쓰여 있어, 이 도상이
기업의 인장인 동시에 상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6).

그림 16. 한미흥업주식회사 광고와 상표 부분 확대 (『황성신문』 1909년 4월 6일)

83 이 회사는 1908년 12월 개성 상인 김동선(金東宣), 의주 상인 박봉엽(朴奉燁) 등이 미국
인 마이어(Myer, 馬野)와 함께 미국 물품의 직수입과 조선 상품의 대미 수출을 목적으로 설
립했다. 자본금 전액을 한인들이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국(아리조나)의 법인으로
설립되고 사장, 부사장을 미국인이 담당했는데, 전우용은 이것이 통감부의 한인 회사에 대한
억압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전우용, 앞의 글,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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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으로써 상인 혹은 기업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관행은 19세기 이후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상무인(商務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상무인이
란 보부상(褓負商) 84 들이 각종 문서에 사용한 인장을 말한다(그림 17). 상무
인은 조직원의 신분 증명표인 빙표(憑表), 해당 지역에서의 상행위 허가를
나타내는 신표(信標), 조직원의 임명장 등에 활용되었으며, 대한제국 시기까
지도 사용되었다. 85 따라서 상표 제도 성립 이전까지 상업활동에서 사용된
시각적 표식으로서 인장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고, 이것이 상표 개념으로 일
부 계승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7. 조선시대 상무인의 예. 우사장무원지인(右社掌務員之印), 문호 상리국인(汶湖 商理局印),
은홍영위지장(恩鴻領位之章). (이석규 외, 『印, 한국인과 인장』)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미흥업주식회사의 상표는 상무인과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앙에 배치된 상호의 한자는 인장용 문자인 전서(篆書)를 가늘
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테두리에 글자를 배치하는 방식 또한 <
그림 17>의 우사장무원지인(右社掌務員之印)과 유사하다.
이 외에 상표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금룡상회(金龍商會)는 기업의 시각
적 표식으로서 인장의 서체와 글자배치 형식을 따른 도상을 광고에 제시했
고, 보성사(普成社)도 자사의 인장 변경을 광고에 공고함으로써 시각적 표식
으로 사용했다. 또한 신장약방본포(信章藥房本鋪)는 ‘우창지광(宇彰之光)’이

84 봇짐장수인 보상(褓商)과 등짐장수인 부상(負商)을 합친 말로, 대원군에 의해 보부청(褓
負廳)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이래 혜상공국(惠商公局), 상리국(商理局), 상무사(商務社) 등
으로 변모했다. (이석규 외, 『印, 한국인과 인장』, 한양대학교 박물관, 2011, p. 28).
85 이석규 외, 앞의 글, p. 28.

39

라는 글자를 인장식으로 배치한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등록상표로 명시하기
도 했다(그림 18). 이렇듯 1910년대 초반까지 전통적인 인장 형식을 차용·
계승하여 상표로 활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지만, 그 수가 적으며, 이 이후로는
가문 형식의 기업상표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18. 금룡상회 광고(『황성신문』 1909년 10월 26일), 보성사 광고(『매일신보』 1911년 4월
28일), 신장약방본포 등록상표(『매일신보』 1912년 5월 19일)

2) 일본 기업상표의 영향
앞서 Ⅱ장에서 언급했듯 가문 형식은 일본의 근대적인 상표 디자인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영향은 상품상표보다는 기업상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일관된 상표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각
적 문법으로서 가문을 차용한 것이다. 김복경은 일본의 전통문양 패턴인 가
문 혹은 문장(紋章)이 일본 기업 CI시스템의 원형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고
그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처음 가문 양식은 헤이안(平安) 시대 궁전 주위에 모여든 귀족들이 자신
들의 마차를 구별하기 위해 간단한 문양을 마차에 새기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쟁 시에 각 무사들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기능하면서, 가문은 무사계층과 귀족계층 전반에 걸쳐 확대되게
된다. 나아가 에도 말기, 봉건사회가 붕괴하면서 가문은 서민층까지 확대되
며 그 패턴이 본격적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으로 상업과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도시상업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 상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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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가게의 상징으로써 다양한 표면에 적용했다.
일본의 상업∙수공업에는 뿌리깊은 가업계승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家門)
의 상징이 곧 가업의 상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가업의 수준을 넘어선 큰 규모
의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시각적인 상징은 기존의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
았고, 이렇게 해서 가문이 일본 기업상표 디자인의 원형으로 자리잡게 되었
다.86
상표령 시행 전후에 일본 상인들의 이주와 일본 상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식민지 상업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본식 시각상징 형식인 가문은 조선에도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조선에 진출하거나 재조선 일본인들이 개업한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가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해 기업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도사시주식회사(土佐紙株式會社)는 가문의 ‘마루니이치모
지(丸に一文字, 원에 한일자)’ 형식을 변형해서 테두리에 붓의 흔적을 더했
고(그림 19), 하츠다지점(初田支店)은 ‘이리야마가타(入り山形, 들어간 산 모
양)’ 형식 아래에 가타카나 ‘세(セ)’자를 배치했으며(그림 20), 마루가구비료
점(滿留嘉久肥料店)은 ‘마루니쿠기누키(丸 に 釘抜, 원에 못뽑이)’ 형식 그대
로를 상표로 사용했다(그림 21).

그림 19. 도사시주식회사(土佐紙株式會社) 상표 (『매일신보』 1910년 9월 20일)와
‘마루니이치모치(丸に文字)’ 형식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86 김복경, 「일본 가문(家紋)의 소재와 조형적 특질」, 『예술연구』 제2권, 1998, pp. 159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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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하츠다지점(初田支店) 상표(『매일신보』 1911년 8월 20일)와 ‘이리야마가타(入り
山形)’ 형식(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그림 21. 마루가구비료점(滿留嘉久肥料店) 상표(『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와
‘마루니쿠기누키(丸に釘抜)’ 형식(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가문 형식의 기업상표 디자인은 조선 기업
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상회나 양화점(洋靴店) 등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부터 제약회사, 은행 등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들
까지, 기업상표로는 대체로 가문 형식이 채택되며 일반화되었다. 가문의 시
각요소와 한자를 결합한 단순한 구성으로 일본 기업상표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그림 22), 한글을 사용하여 조선 기업임이 표
시된 사례도 일부 발견된다(그림 23).

그림 22. 조선 기업이 사용한 가문 형식의 기업상표. 주명서상점(朱明瑞商店),
영태창양화점(永泰昌洋靴店), 공화당약방(共和堂藥房). (『매일신보』 1916년 3월 5일, 1917년 5월
22일, 191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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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글을 사용한 가문 형식의 기업상표. 만세옥(萬歲屋), 회동서관(滙東書館).
지물포(紙物鋪). (『매일신보』 1912년 5월 7일, 1915년 1월 1일, 1913년 8월 1일)

3) 조선 기업상표 디자인의 가문: 내용과 형식의 괴리
이 시기 조선의 제약업계, 나아가 광고 디자인을 주도한 화평당(和平堂)
도 가문 형식의 상표를 기업상표로 사용했다. 1909년 1월까지는 원 안에 학
을 배치한 상표가 사용되었지만, 같은 해 9월 ‘팔보단(八寶丹)’ 광고부터는
다섯 장의 둥근 꽃잎에 각각 세 개씩의 꽃술, 그리고 중앙에 ‘和’자가 자리
잡고 있는 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 가문의 ‘무코우
메(向こう梅, 매화)’ 형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의 기록
에 따르면 점주 이응선(李應善)의 성(姓)이 ‘오얏 리(李)’이기 때문에 오얏꽃
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앙의 ‘和’는 상호 화평당의 첫 글자이면서,
‘병환자(病患者)에 대한 중화(中和)’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그림 24).87

그림 24. (좌) 화평당 ‘원 안의 학’ 상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8일) (중) 화평당 ‘오얏꽃’
상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7일) (우) 일본 가문의 ‘무코우메(向こう梅)’ 형식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87 「마크禮讚」, 『매일신보』192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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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선은 당시 경영인들 중에서도 광고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광고 도안과 광고 문안의 제일인자’ 최찬
식을 고용해 광고 전반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영업비의 상당부분을 광고비
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고에 투자했다고 전해진다. 88 화평당의 상표는
‘팔보단’, ‘자양환(滋陽丸)’, ‘태양조경환(胎養調經丸)’ 등 다양한 상품 광고와
제품 포장에 꾸준히 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특히 꽃문양 가문이
기업상표의 주요 형식으로 정착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화평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디자인을 기업상표로 내걸었는데(그림 25), 이는 화평
당의 광고 캠페인과 상표 디자인이 하나의 모범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5. 화평당 상표와 유사한 조선 기업상표. 덕창호제화소(德昌號制靴所),
광서조단포목상(廣西綢緞布木商),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 장안양복점(長安洋服店),
한성약관(漢城藥館). (『매일신보』 1914년 1월 1일, 1918년 5월 9일, 1918년 9월 29일,
『동아일보』, 1920년 7월 22일, 1921년 2월 26일)

그런데 이 문양은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 이래 국가 상징의 하나였으
며, 1910년 이후로는 ‘이왕가(李王家)’의 문장으로 사용된 ‘오얏꽃 문양(李花
紋)’89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얏꽃 문양이 갖는 상징적
인 의미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이 상표가 ‘토산’을 보증하고 애국심에 호
소하는 시각적 장치이자,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친근하고 주목도가 높은 소
재로써 마케팅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90 오얏꽃 문장이 왕조(王

88 홍현오, 『韓國藥業史』,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1972, p. 19.
89 목수현, 앞의 글, pp. 188-194.
90 목수현, 「일제강점기 국가 상징 시각물의 위상 변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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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의 성씨에서 비롯했다는 1900년 <훈장조례>의 언급과 91 화평당 상표가
점주의 성을 따랐다는 설명이 일치하며, 실제로 대표적인 민족적 상징인 태
극기와 병치되어 광고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그림 26), 오얏꽃 문
양의 사용에는 민족성을 강조하려는 마케팅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볼 때, 이 상표 디자인에는 민족성의 강조라는 내용과, 일본적인 시
각상징 전통이라는 형식 사이의 괴리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좌) 화평당 광고에 실린 화평당 본점 이미지와 (우)상표 부분 확대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8일)

오늘날까지도 가장 오래된 상표 중 하나로 알려진 동화약방(同和藥房)의
‘부채표’ 또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그림 27). 기록에 따르면, 동화약방 상
표의 부채는 『시전(詩傳)』에 나오는 ‘종이와 대나무가 서로 합하여 맑은 바
람을 일으킨다(紙竹相合 生氣淸風)’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고, 많은 부챗
살이 한데 결속되어 있는 접선(摺扇)의 형태는 ‘일심동체(一心同體)’를 의미
한다고 한다. 또한 왕이 단오(端午)에 벼슬아치에게 하사하는 부채에는 옥추
단(玉樞丹)이라는 비상약이 매달려 있어 응급 처치용으로 사용되곤 했으므

381; 박혜진, 「개화기 신문 광고 시각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p. 53.
91 목수현,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p.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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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92

그림 27. 동화약방 ‘부채표’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10일, 『황성신문』 1910년 6월 21일,
『매일신보』 1912년 1월 1일)와 가문의 ‘오리메간기오기(折り目雁木扇)’ 형식 (森本 勇矢, 『日本
の家紋大事典』)

이렇듯 ‘부채표’의 의미와 내용은 전통문화와 중국 고전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었고 간접적으로 ‘민족정신’을 담고자 한 것이었지만, 디자인의 형식은
일본 가문의 ‘오리메간기오기(折 り 目雁木扇, 접은 자국 안목선)’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오리메(折り目)’란 종이가 접힌 자국을 뜻하고,
‘안목(雁木)’은 부채 외곽의 톱니모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1909년 9월 10일
자 『대한매일신보』에서 처음 확인되는 ‘부채표’는 부채를 정면에서 본 도상
으로, 종이가 접히는 부분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접선임을 알 수 있다.
『황성신문』 1910년 6월 21일자 광고부터는 디자인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同和’라는 한자를 써 넣어 상호를 강조했다. 또한 농도의 차이를 주어 부챗
살 사이의 음영을 나타냈고, 테두리의 톱니모양이 보다 뚜렷해짐으로써 부
채 가문과 형식적으로 더 유사해졌다. 동화약방의 ‘부채표’ 디자인에도 화평
당 상표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형식의 괴리가 발견되는 것이다. 더욱이 화평
당의 경우 민족성의 강조가 마케팅적 의도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지 확인되
지 않지만, 동화약방은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이었다는

92 ‘동화(同和)’라는 상호는 『주역(周易)』에 나온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예리하기가
쇠도 자를 수 있다(二人同心 其利斷金)’, ‘시절이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면 나라가 태평
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詩和年豊 國泰民安)’는 구절에서 한 글자씩 택했다. 부채와 ‘동화’의
의미를 더해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민족정신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동화약품
백년사편찬위원회, 『同和藥品百年史』, 동화약품공업, 1998,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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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디자인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93
상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를 담는 시각적 형식 사이의 이
러한 이질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선아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를
표방한 학교의 교표(校標)에 일본 가문 형식이 사용된 사례들에 대해 의도
와 형식이 어긋난 ‘역설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지적하 면서, 이것이
조선만의 독자적 시각상징어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배경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94 상표의 경우, 조선시대의 상무인과 같이 상업 영역의 시
각적인 형식이 존재했으며 일부가 상표로 계승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근
대적인 상표제도에 맞는 상징어법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상공업 전통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식민지 상
업체제는 일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과 함께 이식된 상표의 제도
및 디자인 형식은 지배적인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기
업가들이 민족적인 내용을 상표 디자인에 담고자 소재를 선택한다고 할지라
도, 그 시각적인 결과물은 가문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3. 중심상징이 강화된 상품상표 디자인의 정착
1) 도상 중심의 일본 상품상표
기업상표에 있어서 가문 형식이 디자인의 전형으로 자리잡아가는 한편,

93 동화약방의 민강(閔橿)은 상해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참여하고 3·1운동 당시에는 최남선,
함태영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등, 약업자로서 보다 독립운동가로서 더욱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약방의 제품은 북간도, 하와이, 일본 등지에 상당히
많이 수출되었으나 그 대금은 해외에서 독립운동기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강의
독립운동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강에 대한 일경(日警)의 탄압이 동화약
방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제품허가가 대폭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홍현오, 앞의 글,
p. 22).
94 정선아, 앞의 글,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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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표 디자인은 이전 시기보다 중심상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그런데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가문 형식이 지배적이었던 기업상표와
는 달리, 상품상표 디자인에 있어서는 일본과 조선 기업 사이에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 상품상표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도안화
된 도상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조선 상품상표의 경우 타이포그래피 위주
의 디자인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 조선에서 활발히 광고를 전개한 대표적인 일본 상품으로는
‘인단(Jintan, 仁丹)’, ‘대학목약(大學目藥)’, ‘라이온 치마(ライオン歯磨, 치약)’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모리시타난요도(森下南陽
堂)의 ‘인단’으로, 조선에서는 1910년부터 『매일신보』에 광고를 싣기 시작했
다. 콧수염을 기르고 서구식 대례복 차림을 한 남성의 상반신, 그리고 그 하
단의 사각형 틀과 ‘ 仁丹 ’ 이라는 글자로 구성된 이 상표는 창업자에 의해
1904년에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8). 이 인물상의 유래에 관해서
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발매 당시에는 일본의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伊
藤博文)의 장남 분키치(文吉) 혹은 창업자 모리시타 히로시(森下博)를 모델
로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시대의 선망의 대상이던 대례복(大禮服)
차림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Bismarck)에게 입힌 모습으로 도안화한 것
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창업주의 손자에 따르면, 이 디자인은 ‘건강
을 세계에 전하는 약의 외교관(薬の外交官)’이라는 의미를 담아 당시 일본의
외교관 복장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95
모리시타난요도는 광고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기업이었다. ‘인단’의

95 森下仁丹歴史博物館 홈페이지 인단상표 연혁 참조. (www.jintan.co.jp/museum/logo,
2015년 4월 17일 접속) 또한 ‘인단’이라는 상품명은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의 ‘인’과 ‘정련
(精練)된 약’, ‘장생(長生)의 약’ 등을 의미하는 ‘단’ 두 글자를 합친 것이라고 한다. (商標研究
会(편), 『日本商標大事典』, 中央社, 1959, p.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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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조선의 “신문과 잡지 지면에서, 잡화점 진열대와 촌 주막 벽상에서,
거리거리의 간판과 광고탑에서” 96 발견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인단’ 상표는
신문에 자주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화면 구성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소비
자들에게 상표를 각인하고자 하였다. 시기나 매체에 따라 인물의 세부 표현
이 변화하거나, 상표가 차지하는 비중, 레이아웃 등에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
지만, 신문에 ‘인단’의 광고가 실릴 때 이 ‘대례복 남성’ 상표는 항상 핵심적
인 요소로 취급되었다(그림 29).

그림 28. ‘인단’의 대례복 남성 상표 (『매일신보』 1910년 11월 29일)

그림 29. ‘인단’ 상표의 다양한 표현 (『매일신보』 1912년 3월 19일, 1912년 10월 4일, 1914년
11월25일, 1915년 2월 5일)

96 권보드래, 「仁丹-동아시아의 상징 제국」, 『사회와 역사』 제 81집, 2009,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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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다양한 약품 광고에서 ‘인단’과 유사한 상표가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인단’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상표였기에 ‘이카츠(胃
活)’, ‘고후쿠메구스리(五福目藥)’ 같이 유사한 디자인을 상표에 사용한 약품
들이 있었는데, 주로 남대문에 위치한 일본약품 수입상 아라이약방(新井藥
房)을 통해서 조선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카츠’의 경우 옷차림을 대례
복 대신 중절모와 정장으로 교묘하게 바꾸었지만, 인물과 글자의 배치, 콧수
염, 표정 등에서 ‘인단’과 상당히 유사한 인상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후
쿠메구스리’는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떨어지지만, 근대적인 예복의 하나인 군
복, 그리고 상반신상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발상이 비슷하다고 생각된다(그림
30).

그림 30. (좌) '이카츠' 상표(『매일신보』 1916년 8월 12일), (우) ‘고후쿠메구스리’
상표(『매일신보』 1912년 6월 21일)

한편, 조선 제약회사들이 ‘인단’의 상표 디자인을 차용한 사례들도 발견
된다. 화평당(和平堂)의 ‘팔보단(八寶丹)’, 보신당(普信堂)의 ‘선단(鮮丹)’은
직접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례복 차림의 남성 도상
을 광고에 넣어 보조적인 장치로 활용했다(그림 31). 이옥인(李玉仁)이 경영
하던 조선모범매약상회(朝鮮模範賣藥商會)의 ‘옥인단(玉仁丹)’ 상표는 ‘인단’
과 가장 유사한데, 모자의 형태를 제외하면 도상과 글자의 배치 등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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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동일하며, 상품명 마저 비슷하다(그림 32). 97 또한 제약업과는 무관
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춘양화점(長春洋靴店) 역시 이 상표를 모방한
디자인을 이 시기에 광고에 사용했다(그림 32). 이렇듯 다양한 유사상표의
존재를 통해서 ‘인단’이 사용한 ‘대례복 남성’ 디자인이 강력한 상징으로서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에 있어
서 보다 강력한 상징이 요구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에서, ‘인단’의 상표는
하나의 모범적인 예로서 모방되었던 것이다.

그림 31. (좌) '팔보단' 광고 (『매일신보』 1911년 8월 18일), (우) ‘선단’ 광고 (『매일신보』
1913년 2월 25일)

그림 32. (좌) '옥인단' 상표 (『매일신보』 1914년 7월 18일), (우) 장춘양화점 광고에 사용된
‘인단’ 유사 상표(『매일신보』 1918년 3월 1일)

97 ‘팔보단’, ‘선단’, ‘옥인단’ 모두 ‘인단’과 유사한 효능을 홍보하는 ‘단(丹)’ 형태의 약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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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 이외에 산텐도(參天堂)에서 판매한 ‘대학목약’ 역시 상표에 인물상
을 채택했다(그림 33). 이 인물은 덥수룩한 수염, 오똑한 코와 안경이 특징
적인데, 서구인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이는 일본의 과학이 아직 서양을 따
라가지 못하던 시기에, 의약품에 있어서 특히 선진국이었던 독일의 박사, 혹
은 대학교수를 연상시켜 약의 과학적인 효능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
다.98
또한 ‘라이온 치마’는 상품명이 말해주듯 사자 도상을 상표로 사용했는데
(그림 34), 코끼리표(象印) 치약, 사슴표(鹿印) 치약 등이 일본시장을 장악하
고 있던 상황에서, 남성적이고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동물로 사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사막 위에 혼자 당당하게 서 있는 사자를 표현한 것도 같은
의도로 설명된다. 99 이 두 상표도 ‘인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광고에 일관
되게 사용되면서 강력한 중심상징으로 작용했다.

그림 33. '대학목약' 상표와 광고에 적용된 예 (『매일신보』 1910년 12월 16일)

그림 34. '라이온 치마' 상표와 광고에 적용된 예 (『매일신보』 1911년 1월 17일)

98 商標研究会(편), 앞의 글, p. 623.
99 商標研究会(편), 앞의 글, p.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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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 중심의 조선 상품상표
중심도상을 사용해 강한 상징성을 띤 상표를 무기로 광고를 전개해 나간
일본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조선인 회사들도 정교한 상품상표를 사용하
기 시작했다. 주로 이 시기에 서울에 자리잡은 제약회사들이 이를 주도했는
데, 이들의 상품, 즉 다양한 종류의 약품들은 상표 디자인에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상징을 강화하고 정교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예로 소화제의 일종으로 제생당(濟生堂)의 주력상품이었던 ‘청
심보명단(淸心保命丹)’이 있다. ‘청심보명단’의 경우, 한자 다섯 글자로 이루
어진 상표명이 하나의 표현적인 타이포그래피로서 제품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5). ‘청심보명단’의 타이포그래피가 일종의 로고타입으로 기능했
다는 사실은 제생당에서 유사상품에 주의하라는 광고를 낸 데서도 드러난다.
이 광고는 시중에 ‘ 보명단’ 이라는 세 글자만 써서 판매하는 제품이 있으나
이는 제생당의 제품이 아니고, 제생당의 제품일 경우 반드시 다섯 글자로
‘淸心保命丹’이 쓰여 있다고 설명한다. 100 청심보명단 상표는 가로쓰기, 세로
쓰기 등 쓰기 방식, 배치 및 크기 등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광고에 쓰였으
며(그림 36), 인쇄광고뿐만 아니라 약을 팔 때 들고 다니는 가방 등에도 폭
넓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37). 특유의 예서체(隸書體) 한자 로
고타입은 매체를 불문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이는 제
생당의 경영진이 상표의 상징적인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100 『황성신문』, 190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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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청심보명단’ 문자 상표 (『매일신보』 1911년 3월 10일)

그림 36. ‘청심보명단’ 상표의 다양한 표현 (좌상)『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23일 (좌하)
1909년 4월 27일 (우)1910년 5월 24일

그림 37. ‘청심보명단’ 광고에 실린 제생당 점주 이경봉의 사진. 메고 있는 가방에 예서체 상표가
쓰인 것이 확인된다 (『매일신보』 1915년 5월 5일)

‘청심보명단’ 만큼 일관된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조선모범매약상회의 ‘삼
용보익수(蔘茸補益水)’ 광고에서도 동일한 상표가 꾸준히 제시되었다. 이 상
표 역시 붓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로고타입으로, 세부적인 획 처리에
54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유지했다. 1919년 9월 10일 광고
에는 제품 사진이 실려 있는데, 종이 포장에 ‘사슴+인삼’ 도상과 함께 인쇄
되어 있어 이 디자인이 광고 지면 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8).

그림 38. ‘삼용보익수’ 광고에 사용된 상표 (『매일신보』 1916년 2월 1일, 1916년 11월 18일,
1918년 9월 5일, 1919년 1월 1일, 1919년 9월 10일)

이 시기에 발견되는 조선 기업의 상품상표는 이렇듯 일본 기업의 상품상
표와 비교해서 대체로 재현적인 도상보다는 로고타입을 중심으로 제품을 상
징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101 기업상표에서와는 달리 일본 기업들이 제시한
상징 체계가 조선의 시각문화에서 쉽게 응용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체성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재현적인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도안화하는 것보다는, 특징적인 글씨체를 통한 시각적 차별화의 방
식에 조선의 광고 제작자들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조선
의 시각문화에도 동물이나 식물을 소재로 문양을 만들어 사용하는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최공호에 따르면 이러한 문양들은 주로 길상(吉祥), 초복(招

101 물론 일본 상품상표들이 특징적인 로고타입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
면에 동시에 배치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인물상, 동물상 같은 구체적인 도상
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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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 벽사(僻邪)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여망(輿望)을 표현하거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일부 했을 뿐, 특정한 대상을 표상하는 기능
을 가지지는 않았다. 102 그에 반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오랜 서예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정신과 인격’을 담는
형식으로서 ‘글씨의 모양’이라는 개념은 조선에 익숙한 것이었다. 103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특정하고 그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림보다는 글자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조선 기업의 상표 디
자인 초기에 로고타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서예의 전
통을 이어 붓의 흔적이 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102 최공호는 이를 각각 ‘ 여원(與願)기능 ’ 과 ‘계서적(階序的)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문양의
‘중세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최공호, 「한국 근대 문양의 시각문화적 성격」, 『한국근현대
미술사학』10, 2002, pp. 153-158).
1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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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비문화의 형성과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
1920년-1937년
1. ‘문화정치’ 시기의 소비문화와 상표의 대중화
1) 일제 통치 정책의 ‘문화정치’로의 전환
1919년의 3·1운동은 1910년 강점 이후로 줄곧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지
배정책으로 삼아온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물리력에 기반한 통제를 통해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조선 민족의 반감
을 억누를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대규모의 항일 항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104 이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정을 모색하게 되고, 조선을 일본 영토의 연장
선에서 파악하여 동일한 국가체제로 포섭하자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
義)’가 힘을 얻게 되었다.
내지연장주의에 기반한 식민통치를 실현할 인물로 일제는 사이토(齋藤實)
를 3대 조선총독에 임명했다. 그리고 1919년 9월 2일 사이토가 조선총독으
로 부임하면서 제시한 정책이 1920~30년대 조선 지배의 기본 정책이 된 소
위 ‘문화정치(文化政治)’였다. ‘문화정치’는 문관에 의한 문치, 일본인과 조선
인에 대한 무차별적 정책을 핵심기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
행 항목들이 제시되었다.105
1. 총독 무관제, 헌병경찰정치를 폐지한다.

104 이태훈,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 현
실』47호, 2003, p. 5.
105 이태훈, 앞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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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인 관리 임용, 대우개선을 도모한다.
3. 형식적인 정치의 폐단을 타파하여 법령은 간략하게 하며, 행정처분은 사태와
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사무정리를 간략 신속히 하는데 노력하여 관청의 위신을 지킨다.
5. 언론, 집회, 출판 등에 대해 고려하여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
6. 지방자치를 시행할 목적으로 조사연구에 착수한다.
7.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106

이렇듯 사이토의 ‘문화정치’는 조선인에 대한 대우 개선, 조선 문화 존중
등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친화적인 정치를 표방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
기적인 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방책에 불과했을 뿐, 조선의 독립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회유∙동화를 통해 식민지배에 동조하는 조선인 계
층을 창출하기 위한 분열정책으로서 ‘문화통치’의 기만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107 또한 통치의 기본방침에서는 조금
도 달라진 점 없이 외견상 억압적으로 보이는 제도들을 유화시키기 위해 통
치의 색조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화정치’의 실행은 향후 20여년 간 조선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상표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
제경책과 언론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20년대 경제정책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회사령(會社令)」
의 폐지이다. 회사령은 1910년 강점 직후 제정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시

106 『施政に関する諭告·訓示並演述』(大正8~11年), p. 2, 이태훈, 앞의 글, p. 8의 번역을 재
인용.
107 강창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 『역사와 현실』12, 1994, pp. 45-48.
108 김민환, 앞의 글, p. 213.

58

행된 법령으로, 조선 내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총독부는 회사의 설립, 지점의 설치에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정책에 어긋나는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이미 허가
받은 회사라 할지라도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었다. 109
전우용은 회사령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로 조
선인 자본, 조선 내 일본인 자본,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내 자본을 포함한
모든 민간 자본의 투자를 총독부의 정책에 맞게 통제하는 것, 둘째로 조선
의 기존 상업 관행을 분해하여 각종 이권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10 실제로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일본인의 회사 설
립은 허가해 준 반면 조선인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한
경우가 있으며, 조선인 회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남발한 예가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회사령은 1910년대 조선인 민족자본의 성장 억제에 상당한 역할
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111
그런데 1920년 4월 1일, 조선총독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회사령을 폐
지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경제력의 발전’, ‘회사기업에 관한 일반의
이해진보’, ‘조선의 사정이 내지 기업가에 주지’등을 폐지의 이유로 내세웠지
만, 112 경제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일본의 대내외적인 경제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회사령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유럽 국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몰두하는 사이 일본은 아시아 일대의
광대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고, 1915년부터는 급속히 호황국면에 접어들
었다. 수출 관련 산업, 해운업, 조선업 등이 이례적인 팽창을 기록하는 가운

10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p. 431-432.
110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326-327.
11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 439.
1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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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당한 자본이 축적되었고, 이는 일본 내의 기업열(企業熱)의 발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업열은 자연스럽게 조선에 대한 투자 욕구의 증대를 가
져왔고, 1910년대 말부터 조선에 대한 투자와 조선 내 회사 설립이 크게 늘
어났다. 113 그러나 정부에 의해 투자가 통제되는 회사령 체제는 일본의 민간
자본이 조선에 진입하는 데에도 중대한 장애가 되었고, 총독부는 이를 해소
하기 위해 회사령을 폐지하고 기업허가제를 기업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114
회사령 폐지와 더불어 일본인 자본의 조선 진입 확대를 촉진한 계기로
조선의 관세제도 폐지를 꼽을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강점 당시 ‘한국병합
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에 의하여 1910년대의 10년
간, 일본의 공산품이 조선에 들어올 때는 구미 각국의 제품이 들어올 경우
와 동일하게 관세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1920년 8월 29일 그 10년의 기
한이 지남으로써, 일본 또는 대만∙사할린 등 일본의 다른 식민지와 조선 간
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조선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쌀∙콩 등의 농산품,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입되는 일체의 공산품에 대
한 관세가 면제된 것이다. 이러한 관세제도 폐지는 조선경제를 일본 자본주
의에 예속시켰으며, 일본 자본의 조선 진입을 가속화했다.115
한편, ‘문화정치’의 실시는 조선의 언론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제는 1910년 강점 이후 무단통치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신문과 잡지 발행
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선어로 발행된 신문은 총독
부의 기관지 『매일신보』가 유일했다.116 그런데 ‘언론, 집회, 출판 등에 대해

113 전우용, 앞의 글, pp. 334-335.
114 전우용, 앞의 글, pp. 336-338.
1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 462.
116 정진석, 『韓國言論史』, 나남, 1990, p. 337

60

고려하여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앞선 인용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정치’ 실시를 기점으로 언론의 허용영역이 확대되게 된다. 일간지로는
민영신문을 3개 정도 허용한다는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1920년에 『동아일
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이 창간되었고,117 이들 조선어 신문의 등장,
발행 부수의 증가로 인하여 1920년대 이후로 신문을 접촉하는 계층이 꾸준
히 확대되었다.118
회사령과 관세의 폐지, 언론 허용의 확대는 ‘문화정치’ 실시 이후 나타난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정책들은 1920년대 초에서 1930년대 후반
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소비문화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상표 디자인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쳤다.

2) 근대적 소비문화의 형성
회사령과 관세 장벽이 사라진 조선에서 일본의 자본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유롭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시장에는 일제(日製) 소
비재 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일본 자본과 상품이 주도하는 소비문화의 상황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은 서울 청계천 이남의 진고개 119 일대였다. 일본인의 크고 작은 상점들이
운집한 이 지역 상권은 일본인의 위세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근대

117 김민환, 앞의 글, pp. 213-214.
118 김영희,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韓國 言論學報』46(1), 2001, pp.
55-57.
119 조선인은 전통적인 생활중심지인 종로를 중심으로 한 북촌(北村) 지역에 거주하였고, 일
본인은 그들이 서울에 들어와 처음 자리잡았던 남산 아래 진고개(지금의 충무로) 혹은 남촌
(南村)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남촌은 전차∙전기∙수도 등 공적 소비재가 우선적으로 공
급되었고, 일본식 가옥과 고층건물, 가로등이 늘어서는 등 이국적인 풍경을 이루었다고 한다.
(허영란, 근대적 소비생활과 식민지적 소외」, 『역사비평』49, p. 372).

61

적 경관을 대표하고 있었다. 120 특히 근대적 소비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백화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백화점 사업은 1920년대 일본에서 대
량생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량소비를 위한 유통 경로가 요구됨에 따라 본
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1905년을 전후로 영업을 시작했던
일본계 상점들인 히라타(平田), 조지야(丁子屋), 미나카이(三中井), 미츠코시
(三越)가 백화점 사업에 진출했다. 이들은 1920년대 후반 주식회사 전환, 증
자(增資), 건물 증축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했으며,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대형 백화점으로 자리잡아 갔다. 121 비슷한 시기 이들의 공격적인
상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설립했던 동아(東亞), 화신(和信) 등
유통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경영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122 조선으로의 자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총독부의 경제 정책이
일본계 백화점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화점을 비롯한 진고개의 상점가에 채워진 것은 주로 일본제 상품들이
었고, 조선의 소비문화는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다. 황종연에 따르면

120 황종연, 「3∙1운동과 모던 라이프」, 김윤수 외, 『한국미술100년』, 한길사, 2006, pp. 199200.
121 오진석,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pp. 127-128.
122 1920년대 말 서울에서는 최남의 동아부인상회와 신태화의 화신상회가 백화점 수준에 근
접한 조선인 대형상점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 대형상점들은 아직 취급상품 수도 적었고 매
장이나 설비, 서비스도 낙후하여 근대적인 백화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근대적 백화점의 기초
요건을 갖춘 일종의 ‘준(準)백화점’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상점들은 1930년대
들어서 백화점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먼저 동아부인상회의 최남은 종로에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동아백화점이라 명명하고 1932년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한편 당시 동아부인상회와
자웅을 겨루던 신태화의 화신상회는 백화점 진출을 위한 무리한 사업 확장과 노사분규,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하여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이에 선일지물(鮮一紙物)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재계의 주목을 받았던 박흥식은 화신상회를 인수하여 근대적인 백화점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동아와 화신은 같은 곳에 나란히 위치했고 또 조선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방침이 동일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이 과열되자 결국 동아는 견디지 못하고
1932년 화신에 흡수·합병당하고 말았다. (오진석, 앞의 글,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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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소비 사회의 양상을 뚜렷
하게 드러냈다. 123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그 소비를 통해 자기
를 연출하는 기술을 습득한 ‘근대적인’ 소비 대중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화장품과 옷을 사고,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카페를 다니면
서 외래의 식음료를 즐길 줄 아는 이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소비대중은 어
디까지나 도시의 상류층으로, 전체 인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상점가와 백화점에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에는 몰락한 조선인 소상
인, 식민지 농업정책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도시빈민, 일거리를 찾아 헤
매는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근대적 소비문화가 도시에 확산되어 가는 이면
에 이로부터 소외된 도시민의 일상적 소비생활이 공존하는 현상을 허영란은
‘ 이원화 ’ 된 식민지적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 상품이 상호작용하는 소비의 체계는 실재했으며, 그 순환을 매개하는
장치로서 광고가 작동하고 있었다.
백화점을 필두로 한 근대 상점들이 상품 진열을 위한 3차원의 공간을 제
공했다면, ‘문화정치’ 하에서 확대된 언론매체는 상품이 소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2차원의 광고 공간을 증폭시켰다. 발행되는 신문의 종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 신문의 발행 부수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1929
년 6만 1천부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부수 합계는 1939년에는 88%
증가하여 11만 5천부가 되었다. 『매일신보』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경성일
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만 6천부에서 6만 1천부로 증가했다. 125 나아가
1920년 창간 당시 하루 4면 발행으로 시작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23 황종연, 앞의 글, p. 200.
124 허영란, 앞의 글, pp. 372-376.
125 신인섭·서범석, 앞의 글,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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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에 이르러 하루 8면으로 증면했고, 다시 1930년대 후반에는 12
면을 조석간으로 발행할 정도로 지면이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1931년에
서 1939년 사이 3개의 조선어 신문의 총 광고량은 행수 기준 약 2~3배 증
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126 이렇듯 이 시기에는 광고 지면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광고의 전략이나 디자인에서도 질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광고사에서
는 1920~1930년대가 근대 광고의 ‘성장기’이자 ‘전성기’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127

3) 상표에 대한 인식의 대중화
늘어난 광고 지면의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유명 상표의 소
비재들이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이미 이전 시기부터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으며,
각각의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들이었다. ‘광고 디자인의 발전’ 역
시 이 대형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정립한 최신 디자인을 조선에 도입하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아지노모도(味の素)’ 조미료, ‘구
라부 백분(クラブ白粉)’(그림 39), ‘가오비누(花王石鹸)’, ‘미츠와 비누(ミツワ
石鹼)’(그림 40) 등이 있었다. 128 이들의 물량 공세는 조선 광고계를 압도했
는데, 이전 시기부터 가장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던 ‘인단’의 광고가 상
대적으로 위축된 것처럼 나타날 정도였다.

126 신인섭·서범석, 앞의 글, pp. 102-106..
127 신인섭·서범석, 앞의 글, p. 137.
128 그 외에도 ‘주조토(中将湯)’ 여성 강장제, ‘헤루푸(ヘルプ)’ 위장약, ‘부루도제(ブルドー
ゼ)’ 강장제, ‘와카모토(わかもと)’ 두통약, ‘오리지나루(オリジナル)’ 향수, ‘모리나가(森永)’ 캐
러멜, ‘아카다마 포트와인(赤玉ポートワイン)’ 등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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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아지노모도’ 광고 속 상표(『매일신보』 1926년 5월 10일)와 '구라부 백분' 광고 속 상표
(『매일신보』 1921년 1월 18일)

그림 40. '가오' 광고 속 상표와(『매일신보』 1923년 5월 28일) '미츠와' 광고 속 상표
(『매일신보』 192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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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現代紳士의一日」, (『매일신보』, 1922년 5월 25일)

일본의 유명 상표들이 이 시기의 소비문화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사가 『매일신보』1922년 5월 25일자에 실려 있다(그
림 41). 「현대 신사의 일일(現代紳士의一日)」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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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산(物産)회사의 고급사원(高級社員) 운노(運野)를 가상의 주인공으로
설정해 그의 하루를 묘사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 신사’인 운노는 일어나자
마자 ‘라이온(ライオン)’ 치약으로 이를 닦고, 면도 후에는 ‘레토후도(レート
フード)’ 화장품을 바르며, ‘오리지나루(オリジナル)’ 향수를 뿌린다. 그는 ‘동
경가스전기주식회사(東京瓦斯電氣株式會社)’의 특제품 자동차를 타고 출근
해, 혈색이 좋아 보인다는 동료의 말에 ‘헤루푸(ヘルプ)’ 위장약과 ‘카오루
(カオル)’ 청량제를 복용하노라고 답한다. 분주히 일하는 그에게 있어서 ‘제
일 외경(畏敬)하는 문우(文友)’는 ‘스완(スワン)’ 만년필이다. 저녁에 귀가하
여 그의 부인이 ‘아지노모도’ 조미료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사이 그는 고급
맥주 ‘가스케도(カスケード)’ 한잔을 즐긴다. 식후에는 하녀가 부인에게 ‘주
조토(中将湯)’를 권하고, 아이는 ‘ 모리나가(森永) ’ 캐러멜을 달라고 조른
다.129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인과 일본 가정의 상황이지만, 조
선어로 번역되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실려 있다는 점에서 이 기
사는 당시 조선의 소비문화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치’ 실시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상이 조선에서 보편화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기사는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상(理想)
으로서 각종 유명 상표에 둘러싸인 ‘현대신사’의 삶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대중소비사회가 형성되고 있던 조선에서 일부
대중은 이러한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기사, 나아가 여기에
묘사된 상표들은 그 지점을 공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삽화 안에서 각각의 상표가

129 「現代紳士의一日」, 『매일신보』, 192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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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방식이다. 앞서 서술한 하루의 일과에 맞추어, 기사에는 인물들의
상황을 그려낸 여덟 개의 삽화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모든 삽화에는 해당하는 상표명이 표
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표명을 자세히 보면, 모두 그 상표 특유의 서체,
즉 로고타입 형식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부인의 앞치마 부분에 ‘아지노모도’ 로고타입이 그려져 있
거나(그림 42), 운노가 동료와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가 언급하는 ‘헤루푸’와
‘카오루’의 로고타입이 그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 쓰여 있는 식이다(그림 43).
이 삽화의 제작자는 각각의 로고타입이 가지는 서체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굳이 도상화된 상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그 상표를 인식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상표들의 로고타입은 충분히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글자만으로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수용자들 역시 민
감하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좌) 「現代紳士의一日」 아지노모도 부분 확대 (우) 아지노모도 로고타입

68

그림 43. (좌)카오루 로고타입 (중)「現代紳士의一日」 카오루, 헤루푸 부분 확대 (우)헤루푸
로고타입

이렇듯 일본의 유명 상표가 유입되고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서, 기업과 상품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매개로서 상표에 대한 인식은 서서
히 대중화되어 갔다. 가령 1922년 11월 매일신보사는 ‘상표전람회(商標展覽
會)’를 열고 기사를 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상표전람회
“본사에서는 경성의 저명한 회사와 상점의 희망에 의지하여 마크(상표휘장) 전
람회를 열고 그 상표를 맞추는 현상모집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에 본사 ○
○래청각에서 행할 것인데 그 해답은 래청각으로 보내고 또한 진열 투표용지는
본사 입구에서 드릴 것이며 해답종수를 투표하여 맞춘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이
상품을 줄 것인데 경관의 엄중한 입회로 개표한 결과는 23일에 본사에 발표하기
로 정하였습니다.
一等 十八金腕時計[십팔금 손목시계] 壹個 壹人
二等 衣次[옷감] 壹疋 二人
三等 坐鐘[자명종] 壹個 三人
四等 家庭石鹸[가정비누] 參個入 四十人”(연구자의 현대어 편집)130

‘상표전람회’란 결국 전시된 상표를 보고, 그 이미지가 상징하는 대상을
구별해서 맞추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행사의 존재
는, 당시 대중들이 상표를 ‘읽어내는’ 일에 익숙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성

130 「商標展覽會」, 『매일신보』, 19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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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명한 회사와 상점의 희망에 의지하여” 전람회를 연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 상표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
고자 했던 광고활동의 핵심적인 시각요소였다.

그림 44. 동아부인상회 「마크禮讚」 기사 (『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

1927년에는 상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을 것으로 짐작하
게 하는 기사가 『매일신보』에 등장했다. 「마크禮讚」 혹은 「各商店마크紹
介」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이 기사 시리즈는, 조선에서 영업중인 다양한 상
점들의 ‘마크’, 즉 상표의 디자인을 싣고, 각각의 상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디자인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27년 1월 5일의 기
사에는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의 상표를 다루었는데, “京城 鍾路 2丁
目 31蕃地 東亞婦人商會의 마크. 지구에 ‘동亞’라 한 것은 東半島되는 朝
鮮에서 東亞婦人商會가 자라난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그림 44).131 또한 1
월 10일에는 화신상회(和信商會)에 대해 “鍾路 2丁目 3番地 和信商會 ‘마
크’ 平和와 信用이라는 和信을 略한 者”라고 설명했다. 132 이런 식으로, 1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29개 회사의 상표를 소개하는 기사가 연재되었다.

131 「마크禮讚」, 『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
132 「마크禮讚」, 『매일신보』 192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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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로 서울에 소재를 둔 상회사(商會社), 제약회사, 서점 등이었는데,
천일약방(天一藥房), 화평당, 조선매약회사(朝鮮賣藥會社)처럼 광고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사가 연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소비대중이 유명한 상표 디
자인의 의도·의미를 궁금해 할 정도로 상표에 대해 민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자인이 단순하고 설명이 단편적인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에는 기업들 역시 상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내
용을 참신한 형식에 담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
된다.133

표 3. 『매일신보』에 연재된 「마크禮讚」∙「各商店마크紹介」 상표 디자인과 해설. (『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2월 11일)
날짜

상호

1월5일

동아부인상회
(東亞婦人商

상표

설명
지구에 ‘동亞’라 한 것은 東半島되는 朝鮮
에서 東亞婦人商會가 자라난다는 뜻

會)

1월7일

1월9일

덕원상점(德

丸에 德이라 한 것은 丸은 即 元字를 略하

元商店)

야 그린 것이외다

한영공사(漢
英公司)

諺文의 하字를 略한 것

133 근대 시기의 상표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디자인의 의도와 방
법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매일신보』
의 마크 연재는 상표 디자인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점
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모든 사례를 이 글에서 다룰 수
는 없지만, <표 3>을 통해 각 기사에 실린 상표 이미지와 설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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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화신상회(和
信商會)

平和와 信用이라는 和信을 略한 者

1월11일

사우양화점
(四友洋靴店)

四海皆友라는 義로 友字를 取

1월12일

박가 제분본
포(朴家 製粉

朴家에서 製粉하는 故로 丸朴을 取한 것

本鋪)

1월13일

백상회(白商
會)

白商會인 故로 白字를 取한 것

1월14일

윤광상회(潤
光商會)

潤光商會인 故로 光을 取한 것

1월15일

세창양화점

世八昌의 義인데 八은 八道을 指稱하고 昌

(世昌洋靴店)

은 繁昌을 意味한 것

1월16일

천은당약방
(天恩堂藥房)

天下에 信用을 傳한다는 義로 天字를 取한
것

1월18일

문화상회(文
化商會)

商會의 名稱과 같이 文化인데 社會에 文化
的 奉仕를 한다는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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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우조당(友助
堂)

W字는 友助라는 ‘友字’의 冠音을 英語로
取音한 것이오 羅列한 橫文字는 友助堂이
라는 店名을 諺文으로 鮮字한 것

1월20일

동양염직회사
(東洋染織會
社)

東洋이라는 東字와 染織이라는 染字의 冠
音을 英語로 取音하여 TY 二字로써 意匠
하야 構成한 것인데 同社는 染織界의 元老
인 金德昌氏가 經營하는 東洋木의 元祖이
다

1월21일

면사포상흥일
사(綿絲布商
興一社)

O一을 取함은 圓滿의 意와 興旺第一의 義.
綿絲布貿易과 東洋染織會社에서 純全히 朝
鮮人의 手로 織出한 東洋木의 朝鮮總販賣
元

1월22일

동양서원(東
洋書院)

京城의 書○로 第一老鋪이며 市外書籍具備
出版所로 第一이다. ’마크’의 三圓은 天時,
地理, 人和요 三角은 德育, 智育, 躰育을
表徵한 것이다

1월23일

천일약방(天
一藥房)

趙膏藥이라 하면 三尺童子라도 다 아는 老
鋪 ‘마크’ 梅花는 天香이라 落不泥로 梅花
를 取한 것이다

1월25일

유재명포목상

柳字를 圖形內에 入하여 만든 것은 柳在明

(柳在明布木
商)

의 商店이라 함을 널리 宣傳하는 同時에
圓形을 取한 것은 圓은 圓滿을 意味함이요
商人은 圓滿하여야 成功함으로 卽 成功을
○圓한다는 意味

박문서관(博

博物書館이라는 博字를 朝鮮文으로 取音하

文書館)

여 만든 것인데 圓形內에 二線을 두른 것
은 書館 이름이 두루 널리 宣傳되라는 意
味로 繁昌을 뜻함

화평당약방
(和平堂藥房)

和平堂이라는 和字와 同店主人 李應善氏의
姓二字를 取하여 作成한 것인데 深究하면
病患者에 對한 中和라는 뜻을 表한 것이라
고

1월26일

1월27일

73

1월28일

조선매약회사
(朝鮮賣藥會
社)

回春二字를 混劃하여 作成한 것인데 藥의
精良과 偉效가 能히 萬病을 回春시킬 수
있다는 뜻

1월29일

금운상회(金

權性淵氏의 經營하는 商會인데 商會名中에

運商會)

서 運字를 取하여 作成한 것으로 各種 金
銀細工을 顧客本位로 運用하는 同時에 運
數大通하야 成功을 期한다는 뜻

1월30일

양화상점(洋
靴商店)

天下가 太平하면 各商 取引도 勿論 繁昌하
게 되는故로 如斯 意味下에서 太字를 特히
取한 것이라 한다

2월1일

장영락상점

張永樂이란 張字와 永字를 C와 Y로 만든

(張永樂商店)

것인데 C를 半月形으로 한 것은 卽 半月이
漸次 둥그러져서 滿月로 圓滿하야지는 것
과 같이 營業의 漸進的으로 圓滿하게 繁昌
된다는 뜻

2월2일

제중원약방
(濟衆院藥房)

項羽를 상징하여 만든 것인데 本房製藥代
表가 되는 ‘回春片’을 服用하면 項羽와 如
히 力은 能히 拔山을 함에 足하고 氣는 優
히 蓋世를 할 수 있다는 뜻

2월3일

대성상회(大
成商會)

大成이란 大字의 冠音을 英語로 取音하여
T字를 用하여 만든 것인데 T字를 三字를
入한 것은 三代以上 代代孫孫이 成功하라
는 뜻

2월4일

곡조상점(谷

詩經에 出自幽谷하여 遷于嶠木이라는 句를

鳥商店)

引用하여 將來 大成을 目的하고 谷字를 圓
形內에 入하여 만든 것

한남서림(翰
南書林)

本 마크는 翰南書林의 四字를 象徵하여 紋
章을 成한 것인 바 書林의 光榮이 三光(日
月星辰)과 같이 顯掦한다는 義를 包한 것

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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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

조선상회(朝
鮮商會)

太陽의 光이 六大洲에 照○하고 太極의 理
가 六合에 ○○하여 光明正大한 商權으로
써 陰陽의 理에 和合하여 大衆의 疾苦를
平安케 한다는 意를 取합니다

2월11일

선일지물포

自己商店의 紙物이 朝鮮紙物界를 代表한다

(鮮一紙物鋪)

는 뜻으로 鮮字를 取하여 만든 것

2.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
일제의 통치 정책 전환 이후 일본 기업·상품의 유입이 촉매가 된 소비문
화의 발달은 조선에서 상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
고,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한층 정교하게 상표를 디자인하는 배
경이 되었다. 상표에 대해 민감해진 조선의 소비 대중을 공략하기 위한 상
표 디자인의 정교화 과정에서 특히 조선식으로 변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
데,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1920년대 초반 물
산장려운동의 발흥과 함께 ‘우리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민족적 도상을 차용하
는 사례들이 나타났고, 일본에서 그대로 이식되었던 가문 상표에 대응되는
독자적 상징 형식이 모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글 상표의 사용이 확대되
었다.

1) 물산장려운동과 ‘우리 것’의 상징
‘문화정치’의 실시로 일정 부분 유연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식민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조선인의 생활안정·경제자립은 끊임없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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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이에 대응한 조선인의 저항과 투쟁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34 그
가운데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奬勵會)의 창립과 함께 발흥한
물산장려운동(物産奬勵運動)은 민족주의 세력이 전개한 대표적인 경제자립
운동이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내·외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
나, 이 운동은 민족 경제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조선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
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135
물산장려운동은 시작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침체에 빠지기는 했지만,
발흥 초기에는 전국적 규모의 호응과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가령 운동에 참여한 조선청년연합회는 현상 모집을 통해 ‘내 살
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를 제시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고취했고, 『동아일보』는 물산장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그와 관련된
기획 및 취재 기사, 사설과 논설을 수시로 내보냈다.136
‘토산’과 ‘애국’을 연결 지어 상품 판매에 동원하는 논리 자체는 대한제국
기 이후부터 존재한 것이었으나, 137 물산장려운동으로 토산 애호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 상인·제조업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 감정을 의식한
광고를 내보냈으며, 그 경우 상표 역시 ‘우리 것’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제
시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은 침체기를 맞은 이후에도 조선물산장려회가 해산
하는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토산을 강조하는 마케팅
역시 이 시기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우리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도, 거북선, 태극 등 익숙한 민

134 방기중,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 경제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 33.
135 이승렬, 「일제파시즘기 조선인 자본가의 현실 인식과 대응 -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민족
관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67, 2005, p. 180.
136 이승렬, 앞의 글, p. 173.
137 목수현, 「일제강점기 국가 상징 시각물의 위상 변천」,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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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도상들이 상표에 이용되었다. ‘삼성화(三成靴)’는 ‘全鮮의 遍滿한 唯一
의 우리 것’이라는 카피와 함께 한반도 지도 위에 ‘三成靴’라고 상품명을 쓴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와 같은 역할을 부여했는데, 한반도 지도는 나
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진 대한제국기 이래 지켜야 할 국토를 환기하는 애국
의 표상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138 특히 태극 도상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
고, 지도 위에 글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애국계몽의 논조를 폈던 잡지들의
표지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상표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상징으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45).

그림 45. (좌) ‘삼성화’ 광고(『매일신보』 1925년 5월 24일) (우)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4호, 1908 (서유리, 「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

또한 서울고무공사는 1929년부터 ‘거북선표’를 상표로 내세웠는데, 위에
서 조감한 거북선의 모습을 단순화해서 표현하고 테두리에 원을 두른 디자
인이었다(그림 46).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李舜臣)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한 ‘민족적 은인’으로 여겨졌으며, 거북선은
충무공 업적의 상징이자 ‘민족문화의 선구’로 평가되었다. 139 따라서 거북선

138 서유리, 「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pp. 27-35.
139 「民族的羞恥-債務에 시달린 忠武公 墓所」, 『동아일보』 193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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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표로 내세우는 것은 고무신이 토산이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생산하는 서울고무공사가 외세 자본에 맞서고 조선 경제를 지지하는 ‘우리’
기업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140

그림 46. ‘거북선표’ 광고와 상표(『동아일보』 1930년 9월 10일, 1935년 4월 2일)

이 외에도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한 여러 조선인 기업들이 애국심을 자극
하는 상표를 광고에 활용했지만, 가장 지속적·적극적으로 ‘토산’을 강조한 사
례로는 경성방직(京城紡織, 이하 경방)을 꼽을 수 있다. 경방은 이 시기 대
자본가였던 김성수(金性洙)가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와 함께 경영했던 방
직회사로,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인 기업 중 하나였다. 1923년 영등포에
방직공장을 세우고 광목 생산을 시작한 경방은 ‘삼성표(三星票)’와 ‘삼각산
표(三角山票)’ 두 가지 상표의 제품을 출시했다. 1923년 9월 2일자 『매일신

140 실제로 서울고무공사는 물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었다. 물산장려회에서
주최하는 ‘염매시(廉賣市)’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고(『동아일보』1931년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2일), ‘조선경제진흥책 좌담회(朝鮮經濟振興策 座談會)’ 같은 행사에도 서울고무공사 경
영진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동아일보』1932년 1월 22일). 이 외에 거북선과 관련해서,
채무로 인하여 충무공의 위토(位土)와 묘소(墓所)가 경매에 처해지는 ‘민족적 수치’가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자, 서울고무공사는 가장 먼저 성금 오십 원을 보냄으로써 모금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忠武公 墓所 問題로 擴大되는 社會的 反響」, 『동아일보』 1931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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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고에는 “조선을 사랑하시는 동포는 옷감부터 조선산을 쓰십니다. 처음
으로 조선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은 삼성표, 삼각산표 광목”이라는 카
피와 함께 두 제품의 상표가 제시되었다(그림 47). 경방 사사(社史)에 따르
면 ‘삼성표’는 경방이 인수한 경성직뉴(京城織紐)에서 사용하던 ‘직녀성(織
女星)’의 ‘별표 백목(星印白木)’에서 착안하였고, ‘삼각산표’는 서울의 진산
(鎭山)인 북한산 삼봉(三峯-白雲·國望·仁壽)에서 따온 것으로 ‘서울을 상징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혼으로 만든 광목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진 이
름이었다고 한다.141

그림 47. 경성방직 광고의 ‘삼성표’와 ‘삼각산표’ (『매일신보』 1923년 9월 2일)

141 경방팔십년 편찬위원회, 『경방 八十年』, 경방, 1999,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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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경성직뉴 ‘별표 백목(星印白木)’ 광고 (『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여기서 ‘삼각산표’가 서울의 지리적 상징을 끌어와 민족성을 표현한 것이
라는 설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삼성표’의 별표와 민족성의 연결은 경성
직뉴 ‘별표 백목(星印白木)’ 광고를 통해서만 그 연원을 이해할 수 있다(그
림 48).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21년부터 경성직뉴는 이미 ‘우리’
를 강조하는 광고를 펼친 바 있었다. 2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는
“들으시오 이천만 형제들은”이라는 호명과 함께 시작하여 “조선에서 生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제조한 ‘우리의 옷감’을 입을지어다”라는 요청으로 애
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織女星’, ‘京城織紐株式會社’, ‘우리의 옷감’이
라고 쓰인 단어 상자의 가운데에 별 이미지를 배치하고, “명칭은 星印白木이
나, ‘우리의 옷감’이라고 칭합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상징으로서 ‘별표’를 사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표’의 별은 이러
한 맥락에서 민족적인 도상으로 상표에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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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별표 고무신' 광고의 상표 (『매일신보』 1925년 3월 1일)

별과 ‘우리 것’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별표 고무신’에서도 발견된다.
‘별표 고무신’은 고무공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 김연수(金秊洙)142 가 주도
하여 경방의 계열사라 할 수 있는 경성직뉴에서 1923년부터 생산하기 시작
한 제품이다. 이 상표는 별 도상 중앙에 한글로 ‘별’이라는 글자를 꽉 차게
배치하고, 테두리에는 퍼져나가는 빛을 화살 깃 모양으로 형상화했다(그림
49).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방의 ‘삼성표’와의 연관성을 의식하여 만든 상표라는 점에서 볼 때, 143 ‘별
표 고무신’ 상표에는 ‘별표 백목’을 계승하여 ‘토산’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경방은 설립 이후 줄곧 자사의 상품과 민족을 연관 짓고자 한 것
을 알 수 있는데, 상품명에서부터 상표, 광고 카피에 이르기까지 가장 직접
적으로 ‘애국 마케팅’을 활용한 것은 ‘태극성 광목(太極星 廣木)’이었다(그림
50). ‘삼성표’와 ‘삼각산표’ 광목의 판매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경방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새 상표 개발에 착수했다. 경방 사사
에 의하면 태극무늬를 상표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김성수가 제시한 것이라

142 김성수의 동생.
143 “1923년 봄에 ‘별’이 찍힌 첫 제품이 나왔는데, 이 상표는 경성방직에서 같은 시기에 생
산하기 시작한 첫 광목제품인 ‘三星’표와 연관을 두고 지은 이름이었다.” (경방팔십년 편찬위
원회, 앞의 글,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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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는 태극이 민족·나라의 상징이므로 회사의 설립정신과 부합한다
고 생각했고, ‘우리 것’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토산 장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조선의 광목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144

그림 50. ‘태극성 광목’ 광고와 상표 (『동아일보』 1928년 1월 15일)

상표 디자인은 좌우로 나뉜 태극 무늬를 중앙에 배치하고 테두리에 8개
의 별을 둘렀으며, ‘태극성’이라는 문자도 함께 상표로 등록했다. 8개의 별은
우리나라의 팔도(八道), 그리고 태극기의 팔쾌(八卦)를 상징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145 지속적으로 별을 사용해 ‘우리’를 상징해 왔던 경방의 디자인 계
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144 경방팔십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p. 74.
145 ‘태극성’의 착안과 등록 과정에 대해서는 경방팔십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pp. 74-7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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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태극성 광목’ 광고의 상표와 카피 (『동아일보』 1933년 11월 14일)

태극무늬를 상표에 활용하는 발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개항
이래로 구미나 일본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혹은 한국
기업이 국적을 알리기 위해 태극무늬를 상표에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
문이다. 146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태극은 검열의 대상이 되어 적극적
으로 사용되기 어려웠고,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신경과민’이라고 할 정도
로 태극무늬에 대한 일본 순사들의 단속이 심하였다. 147 그렇기 때문에 경방
은 조선총독부가 아닌, 태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일본 내 관청에서 상
표등록을 접수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영어로 ‘방적(紡績)’을 뜻하는
‘spinning’의 머리글자 ‘S’에 원으로 선을 두른 디자인이라는 설명으로 이 상
표에 대한 등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48 그런 정도로 태극무늬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와중에 태극을 상표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이 商標 이것은
우리의 옷감 우리의 자랑”과 같은 카피(그림 51)로 직접적으로 민족 의식을
자극한 것은 대담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149 실제로 ‘태극성 광목’은 의도

146 태극무늬가 상표에 사용된 사례는 박혜진, 앞의 글, pp. 47-50; 목수현, 앞의 글, pp.
378-383 참조.
147 「太極에 神經過敏」,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
148 경방팔십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p. 74.
149 그런데 태극무늬에 대한 일제의 검열·탄압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경방의 ‘태극성 광목’이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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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것’이라는 인식을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150
물산장려운동은 일본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로 파괴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물산장려회의
‘토산장려’ 요구에 조선의 대중이 부응한 결과 조선산 물산의 수요가 급증하
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특히 외국산 옷감에 대한 수요
가 줄어들어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조선 기
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양상은 뚜렷했다.151
그러나 애초에 표명했던 대로, 물산장려운동이 민족의 경제적 자립이나
실력 양성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성수,
김연수 등 ‘민족자본 상층(上層)’은 초기에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였으나,
분위기가 침체되자 운동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를 좇아 총독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일제와의 타협성을 강화해 나갔다고 지적된다. 152 즉, 신문에 광
고를 내고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 특
히, 어느 정도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와 ‘토산’을 강
조하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물산장려는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 때 상표는 효과적인 시각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민족이

1928년부터는 식민지 상황에서 반감을 일으킬 만한 ‘우리’, ‘동포’, ‘국산’이라는 문구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상표의 일부분으로 태극무늬를 사용하던 일본축음기 회사
가 이를 ‘와시표’로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목수현, 앞의 글, p. 383). 또한 ‘불온한’ 무
늬인 태극상표를 각각 양말과 사이다 병에 사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洋襪에 大極旗商號 不穩타고 全部沒收 평양 영신양말공업소의 양말 工業所主人
까지 取調」, 『매일신보』 1928년 7월 6일; 「사이다瓶에 不穩商標 구한국시대 태극기를 상
표로 出處를 嚴重調査」, 『매일신보』 1930년 5월 30일).
150 경방팔십년 편찬위원회, 앞의 글, p. 76.
151 이승렬, 앞의 글, pp. 174-175.
152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민족운동을 잠재우려고 한 총독부의 민족분열정책에 순응한
개량주의 운동이며,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방기중, 앞의 글, pp. 3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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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라를 상징하는 익숙한 소재들을 상표에 소환함으로써 상품과 기업은
애국의 의미를 입을 수 있었고, 이는 그 만큼 상표라는 시각적 상징에 대해
대중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2) 독자적 상징 형식의 모색
Ⅳ장에서 서술했듯, 일본식 가문은 1910년대에 조선에서 기업상표의 전
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시기의 디자인은 ‘이게타’, ‘야마가타’, 원
혹은 꽃문양 같은 일본 가문의 시각요소에 반듯한 해서체(楷書體) 한자를
더한 단순한 구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1920년대로 접어들고 상표 디자
인이 전반적으로 성숙하면서, 조선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상표는 조선의
시각문화에 보다 익숙한 형식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도
상보다는 문자 중심의 디자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의 전통적인 시각요
소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상징 형식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변형된 한자를 사용한 상표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형된 한자란, 해서·명조(明朝) 등 필기 혹은 인쇄
시에 가독성(可讀性)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체가 아닌, 기하학
적 형태 안에 배치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의 글자를 말한다. 이
러한 형태의 한자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1915년경부터 사용이 확인되는
조선매약회사의 상표이다(그림 52). 『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상표는
‘藥의 精良과 偉效가 能히 萬病을 回春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회춘(回春)’
두 글자를 채택한 것이라고 한다. 153 ‘回’자는 마름모꼴의 겹선으로 변형되어
테두리 역할을 하고, 중앙에는 원형의 틀 안에 들어차도록 변형한 ‘春’자가
위치해 있다. 두 글자 모두 한자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

153 「마크禮讚」, 『매일신보』 1927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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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자보다는 문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좌) 조선매약회사 상표(『매일신보』 1927년 1월 28일) (중) 직물에 적용된 단수자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우) 직물에 적용된 단복자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그런데 이와 같이 변형된 문자 디자인은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된 문자문
(文字紋)의 하나인 길상문자(吉祥文字)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길상문
자란 오복(五福)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삶을 기원하기 위해 복을 상징하는
문자들을 도안화하여 도자기, 의복 등 생활 주변의 기물에 적용한 것을 말
한다. 특히 많이 사용된 글자들이 ‘壽’자와 ‘福’자로, 이를 일컬어 수복문자
(壽福文字) 혹은 수복무늬라고 하기도 한다(그림 52). 대체로 둥글게 도안된
윤곽 속에, 혹은 길게 장방형으로 도안된 테두리 속에 들어간 형태로 사용
되었는데, 둥근 원 속에 넣은 것을 단수자(團壽字)·단복자(團福字)라 하고,
장방형에 넣은 것을 장수자(長壽字)· 장복자(長福字)라 하였다.154
조선매약회사 상표 속 ‘春’자는 특히 단수자나 단복자의 형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길상문자의 시각적 어법을 차용한 이
상표는 1920년대에 비슷한 유형의 상표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1919년 화평당의 이응선이 조선매약회사를 인수하면서 광고 담당자
최찬식이 이적했고, 155 조선매약회사는 한층 활발한 광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상표가 자주 신문 지면상에 등장했는데, 이후로 문자문 형식의 상표가

154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질박하면서도 화려한 상징과 은유의 세계』, 대원사, 2004,
pp. 198-199.
155 홍현오, 앞의 글,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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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발견된다.

그림 53. 경성직뉴, 경성제피, 광동지물포 (『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매일신보』 1921년
10월 26일, 1929년 6월 16일)

예를 들어 경성직뉴는 ‘京’자를, 경성제피(京城製皮)는 ‘皮’자를, 그리고
광동지물포(廣東紙物鋪)는 ‘廣’자를 각각 변형하여 원 안에 배치한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했다(그림 53). 여기서 길상을 의미하는 글자 대신 각 기업명에
서 한 글자가 선택되기는 했지만, 둥근 윤곽 속에 글자가 채워지는 방식은
길상문자에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자문 상표는 두 글자가 하나의 도형 안에 도안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령 평안제혁사(平安製革社)는 원형의 외곽선을 설정하고, 상하로 나뉜 반
원을 ‘平’과 ‘安’자가 각각 채우는 방식으로 상표를 디자인했다. 반면에 평안
백화점(平安百貨店)의 경우 ‘平’자는 상표 상단을 기준으로 가로획을 길게
뽑아 테두리를 감싼 환(環) 형태로 변형되고, ‘百’자가 그 안에 형성된 원형
의 공간을 채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림 54). 두 글자가 사용된 상표는
많은 경우 이와 같이 테두리와 중앙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는데
(그림 55), 단수자와 같이 원형으로 문자를 변형하는 방식이 조선의 시각문
화에 보다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54. 평안제혁사와 평안백화점 상표 (『매일신보』 1936년 7월 2일, 193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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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약종무역(藥種貿易), 동서피혁(東西皮革), 대륙(大陸)고무, 대창공업사(大昌工業社) 상표
(『동아일보』 1921년 10월 13일, 1922년 1월 1일, 『매일신보』 1925년 1월 1일, 1937년 4월
16일)

그림 56. ‘天’자가 반복된 상표. (상) 천일상회 (『동아일보』 1922년 1월 2일) (하) 천은당약방
(『매일신보』 1927년 1월 16일)

문자문 상표의 또 다른 특징적인 디자인은 같은 글자가 방사형(放射形)
으로 반복되면서 일종의 패턴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상호(商
號)에 ‘天’, ‘中’, ‘大’ 등 대칭적이고 획이 단순한 한자가 포함된 기업상표에서
자주 나타났다. 천일상회(天一商會)와 천은당약방(天恩堂藥房)의 상표는 동
심원 안에 각각 삼각형과 오각형이 자리한 디자인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
면 중앙을 기준으로 ‘天’자가 세 번, 다섯 번 반복적으로 배치되면서 만들어
진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6). 156 대동(大同)고무, 서경(西京)고무,
합성양화점(合成洋靴店), 세계(世界)고무 등 다수의 조선 기업들이 이러한

156 천은당약방의 경우 “天下에 信用을 傳한다는 義로 天字를 取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매일신보』 192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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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문자문을 상표로 사용했고, 구체적인 글자 구성 방식도 다양하게 나
타났다(그림 57).

그림 57. ‘大’와 ‘同’을 반복한 대동고무 상표 (『동아일보』 1924년 4월 9일). ‘京’ 주변에 ‘西’를
배치한 서경고무 상표(『동아일보』 1926년 5월 7일). ‘合’을 사방으로 중첩시킨 형태의 합성양화점
상표(『매일신보』 1928년 6월 3일). ‘界’를 중앙에, ‘世’를 주변에 중첩되도록 배치한 세계고무
상표(『매일신보』 1936년 9월 1일).

그림 58. ‘西’자와 ‘中’자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일본 가문(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그런데 전통적인 문자문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문자 사용이 확인되지 않
는 반면에, 일본 가문에서 유사한 형식이 발견되어 이러한 형태의 상표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58). 다만 문자반복형 가문
은 가문 체계 안에서 상당히 희소한 형식이며, 157 일본 기업의 상표로 사용
된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158 조선에서 유독 이러한 상표가 많이 나타
난 것은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게 볼 때, 조선의 문자반복형
상표는 문자문의 전통에 기반한 가운데 일본 가문의 특정 형식을 취사선택
하여 적용한, 일종의 절충적인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1920년대에 변형·반복된 문자를 이용한 기업상표 디자인이 늘어
났지만, 그것이 기존의 기업상표 형식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

157 森本 勇矢, 『日本の家紋大事典』, 日本実業出版社, 2013 참조.
158 商標研究会(편), 『日本商標大事典』, 中央社, 19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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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은 기업들은 일본 가문의 시각화 방식을 충실히 따른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했으며, 문자문 상표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자인의
확산은, 조선의 시각문화에 보다 적합한 상징 형식의 모색이라는 의의를 가
진다.

그림 59. 세창양화점의 상표 변경 (좌) 1918년까지 사용 (『매일신보』 1918년 9월 29일) (우)
1921년부터 사용 (『매일신보』 1927년 1월 15일)

문자문 상표가 갖는 이러한 시각문화적 의의를 잘 설명해 주는 사례로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의 상표 변경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세창양화점의 기
업상표로 1918년까지는 화평당과 유사하게 ‘사쿠라(桜)’ 도상 중앙에 상호의
첫 글자 ‘世’를 배치한 디자인의 상표가 사용되었는데, 1921년의 광고부터는
문자반복형 상표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그림 59). 새로운 상표의 중앙부에
는 ‘世’자, 그리고 ‘昌’자 상단의 ‘日’이 동심원 형태로 변형되어 있고, 테두
리 부분에는 ‘昌’자 하단의 ‘日’이 8번 반복되면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는 “世八昌의 義인데 八은 八道을 指稱하고 昌은 繁昌을 意味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159 세창양화점이라는 이름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전 상표의 ‘사쿠라’, 즉 벚꽃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꽃문양 대신 의미를 시각화할 수 있는 문자 중심으
로 상표를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9 『매일신보』1927년 1월 15일.

90

일본식 가문은 1910년대에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 기업상표의
형식으로 정착했지만, 꽃, 나무, 산, 우물 등 자연물이나 건축 구조를 추상화
한 가문의 시각요소는 의미 체계로서 조선의 대중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표를 디자인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각요소는 부차
적이거나 장식적인 것인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는 어
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감도가 한층 높아진 192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인들에게 의미 소통이 어려운 가문 고유의 시각요소들이 탈락함으로써
디자인이 조선식으로 변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편으로 ‘평범한’
서체의 문자로는 상표의 식별 기능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문자만을 사용
한 상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형이 가해짐으로써 특징이 더해져야
했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시각적인 기법인 문자문을 차용하거나, 이를 가
문의 형식과 절충하는 디자인은 그런 맥락에서 유효했고, 이는 조선의 상표
문화에서 독자적인 상징 형식이 시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글 상표 사용의 확대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은 한글 상표 사용의 확대에서도 나타났다.
이전 시기까지 한글은 <그림 23>의 예처럼 조선인 기업의 가문 상표에서
한자를 대신해 사용되는 정도였지만, 1920년대부터는 기업상표와 상품상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도 사
용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한글은 민족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1
절에서 설명했듯 ‘우리 것’을 표상하는 기표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예
를 들어 경성직뉴의 ‘별표 고무신’ 상표에서 민족적인 도상으로 ‘별’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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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에 대한 문자 표현으로써 한글이 사용된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
다(그림 49).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 ‘거북선표 고무신’의 서울고무공사
등 물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 역시 상표에 한글을 사용함
으로써 기업의 정체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60). 이 외에 동양염직
소(東洋染織所)는 ‘동양저(東洋苧)’ 광고에서 ‘태극성 광목’과 마찬가지로 ‘우
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우리 옷감’ 같은 카피를 강조하면서 한글 상표를
사용했다. 160 세부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하
는데, ‘동양져’라는 세 글자를 변형하여 원 안에 배치한 점이 문자문 상표의
발상과도 유사하다고 생각된다(그림 61).

그림 60. (좌) 동아부인상회 상표(『매일신보』 1927년 1월 5일) (우) 서울고무공사 상표
(『동아일보』 1925년 2월 17일).

그림 61. 동양염직회사 ‘동양저’ 상표(『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1929년 5월 3일, 1929년
5월 9일).

160 『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1929년 5월 3일, 192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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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고무공업 관련 기업들의 한글 상표. 육합상회 ‘고리표 고무’(『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 만세고무(『매일신보』 1927년 10월 22일), 대륙고무(『매일신보』 1925년 7월 23일),
상평고무 (『동아일보』 1926년 5월 6일).

한편, 한글 상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유독 1925년 이후
고무공업 관련 기업들의 상표에서 한글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서울
고무공사 외에도 ‘고리표 고무’의 육합상회(六合商會), 만세(萬世)고무가 한
글 상표를 사용했고, 특히 상평(常平)고무, 대륙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를 전후해서 한글 상표를 ‘추가’했다는 것이 광고에서 드러난다(그림 62).161
이러한 현상은 조선 내 조선인 고무공업의 위상 변화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의 고무공업은 고무신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고무신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1920년대부터 급성장하게 된다. 162 초기에는 상
대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일본제 수입 고무신이 시장에서 우세했으나, 제조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조사하여 그에 맞춘 상품을 생산함으
로써 조선인 고무공업은 1920년대 중·후반부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161 대륙고무는 『매일신보』1925년 1월 1일 광고까지는 문자문 상표만을 사용했지만, 1925
년 7월 23일부터는 광고에 두 개의 상표를 병치했다. 문자문 상표 위에는 ‘제1등록상표(第一
登錄商標)’, 한글 상표 위에는 ‘제2등록상표(第二登錄商標)’라고 표시해 한글 상표가 추가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상평고무의 경우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좌측의 가문 상표가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보편화된 형식이라는 점에서 한글 상표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62 이승렬, 「일제하 조선인 고무공업자본」, 『역사와현실』3호, 1990,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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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63 식민지배하 산업으로서는 드물게 공장 수, 자본 규모, 제품의 품질
모두 조선인 기업이 우세하였으므로, 고무공업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상품의
국적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도덕
적 가치에 호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적 우위를 재확인하는 수단으로써
한글 상표가 이 시기의 조선인 고무 기업들 사이에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글 상표는 이렇듯 민족적 기표, 산업적 우월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한
편으로, 고유의 조형적 가능성을 확장하여 상품상표로서 ‘로고타입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1910년대의 흐름을 이어, 특징적인 한자 서체로 로고타입의
기능을 하는 제약업계의 상품상표는 1920년대에도 유효했다. 그런데 ‘령신
환(靈神丸)’과 같이, 그러한 가운데 한글 로고타입으로의 전환을 통해 특징
적인 디자인을 확립한 사례들이 새로이 등장했다.
‘령신환’은 1910-20년대 조선매약회사가 제약업계에서 선전(善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표 상품이었다. 영신환이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한의학에
서 사용되는 소화제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조 후에 곰팡이가 잘
생기고 금방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매약의 ‘령신환’은 제조
과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맛까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164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완벽히 통일된 형식이 존재하지는 않
았지만 광고에서 ‘령신환’은 대체로 예서체의 한자로 표현되었으며, 제품 포
장에도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그림 63). 그런데 ‘령신환’의 인기가 워낙

163 1927년을 지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1933년의 수입액은
1926년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제 고무신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승렬, 앞의 글, pp. 237-238).
164 홍현오, 앞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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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했기에 여타 제약회사들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영신환을 제조∙판매했고,
상표 역시 유사한 디자인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64).165

그림 63. 광고와 제품 포장에서 예서체 한자로 표현된 ‘령신환’ (상)『매일신보』 1916년 10월
18일), (하좌)『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 (하중)『매일신보』 1921년 8월 13일,
(하우)『동아일보』 1921년 2월 23일).

그림 64. 천일약방 ‘천일영신환(天一靈神丸)’ (『매일신보』 1915월 5월 29일),
만수당약포(萬壽堂藥舖) ‘침향영신환(沈香靈神丸)’ (『동아일보』 1920년 7월 7일),
홍제당약방(洪濟堂藥房) ‘홍제영신환(洪濟靈神丸)’ (『매일신보』 1922년 1월 1일),
세일양행(世一洋行) ‘사향영신환(麝香靈神丸)’ (『매일신보』 1922년 6월 25일).

165 조선매약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천일약방은 ‘천일영신환(天一靈神丸)’을 발매하여 ‘영
신환’을 꺾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경쟁업체들은 ‘영신환’의 제조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걸고 조선매약회사의 기술자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기
도 하였다. (홍현오, 앞의 글, pp. 1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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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령신환’ 상표 변경 광고와 카피 부분 확대. (『동아일보』 1922년 9월 20일).

그렇게 유사 제품들이 늘어나자, 조선매약회사는 1922년에 ‘령신환’의 상
표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함으로써 변화를 꾀했다.
전단(全段) 형태로 게재된 이 대형 광고는, 우측에는 기존의 ‘靈神丸’ 한자
로고타입 위에 가위표를 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표시하고, 중앙에는
새로운 외포(外包)의 디자인을, 좌측에는 ‘령신환’이라는 새로운 한글 로고
타입을 배치했다(그림 65). 이러한 상표 변경에 대해 광고에서는 “우리의 알
기 쉬운 글자를 쓰려 함”, “조제남조(粗製濫造)의 유사품(類似品)이 족출(簇
出)하는 중(中)에서, 애용가(愛用家) 여러분의 새 기억(記臆)이 생기도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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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설명을 달았다. 166 즉 이것은 유사품∙유사상표가 난무하는 가운데 새로
운 형식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며, 그 방법으
로 한글을 채택한 것은 문자의 대중적인 해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한글 서체는 일정한 굵기의 수직∙수평
획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고딕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획의 돌출이나 굵기
변화 등 붓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기존의 예서체와 조형적으로도 구별
되는 것이었다.
한글 상표를 제시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조선매
약회사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영신환 제품이 경쟁하
는 가운데서도 ‘령신환’은 ‘언문(諺文) 영신환!’, ‘조선매약 영신환!’, ‘회춘표
영신환!’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시장을 압도했다고 전해지
며,167 특유의 상표 디자인은 1931년의 상공행진의장심사(商工行進意匠審査)
에서 전체 3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어 당시 상공계(商工界)에서 그 참신함을
인정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8 그런데 경쟁관계에 있던 업체들이 모두 조
선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한글 상표의 사용에 특별히 민족성을 강조하려
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글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 ‘언문’이라
는 표현169 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것을 보면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투영하고

166 “여러분의 애용(愛用)하시는 건위소체약(健胃消滯藥) ‘령신환(靈神丸)’은 이제부터 사시
상비의 건위소체약(四時常備之健胃消滯藥) 령신환이라고 고쳐서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
러 말씀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알기 쉬운 글자를 쓰려 함이오, 또 조제남조(粗製濫造)의
유사품(類似品)이 족출(簇出)하는 중(中)에서, 애용가(愛用家) 여러분의 새 기억(記臆)이 생
기도록 하여 어느 때던지 안전(安全)하게 ‘령신환’을 ○용(○用)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료약품(原料藥品)을 더욱 택(擇)하여 더할 수 없이 정제(精製)하는 동시(同時)에 외
포(外包)의 모양(模樣)까지 일신(一新)하게 개량했으니 이로부터 더욱 믿어주시고, 많이 애용
(愛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의 현대어 편집. 『동아일보』 1922년 9월 20일).
167 홍현오, 앞의 글, p. 18.
168 「商工行進意匠審査 榮譽의 各 入賞者 決定」, 『매일신보』 1931년 6월 22일.
169 「‘한글’의 새로운 빗 오늘이 “가갸날”」, 『동아일보』 19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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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디자인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스스로 광고에서 밝히고
있듯이 ‘알기 쉬운’ 글자인 한글의 파급 효과에 주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며, 당시에 경영의 논리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한글 상표 디자인이 유효
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글 상표라는 형식이 이렇듯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되곤
했다는 사실은 조선 기업들만큼이나 일본 기업들이 한글 로고타입 사용에
적극적이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한글 로고타입은 대개 광
고의 ‘현지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조선에서 광고 제작∙인쇄 기술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던 이전 시기부터, 일본 광고주들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광고
의 도안을 그대로 가져와 그 속의 문장만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조
선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문장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적인 소재 대신 조선인
의 외모, 조선의 생활풍습 등을 반영하여 디자인 자체를 변경하는 광고의
현지화 전략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 때 ‘아지노모도’나 ‘인단’처럼 삽화의
내용은 조선인에게 친숙한 것으로 바꾸면서도 상표는 그대로 유지한 기업들
도 있었던 반면에, 많은 기업들은 점차 일본어로 되어 있던 상표 디자인 역
시도 ‘번역’하여 제시했다.
예를 들어 1921년과 1925년에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에 게재된 ‘구라
부 크림’의 광고를 비교하면, 광고의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기모
노를 입은 여성 대신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고, 중앙에 배치된 상품명
은 가타카나에서 한글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6). 광고주인 구라부
화장품의 ‘디자인 현지화’는 여기서 나아가 한층 정교해졌는데, 크림, 백분
(白粉), 비누, 치약 등 자사의 제품 상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도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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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案文字)’ 170 로고타입을 1925년부터 한글로 새로 디자인해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다(그림 67). 여기서 새로운 한글 로고타입은 기존의 가타카나 로고
타입이 가지고 있던 서체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ㄱ’과 ‘ㄹ’에서 대각
선 획이 내려오는 각도와 굵기변화의 정도가 ‘ク’ ‘ラ’ ‘ブ’에서와 동일하고,
‘白’의 가장 하단의 획이 아래쪽으로 둥글게 돌출되는 특징적인 모양은 ‘부’
자의 ‘ㅂ’에 재현되었다.

그림 66. ‘구라부 크림’ 광고의 현지화 (『매일신보』 1921년 1월 12일, 1925년 8월 4일)

170 ‘도안문자’란, 전전(戰前) 일본 상업 디자인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 생겨난 용어로, ‘표
현적(expressive)’이고 ‘손으로 그린(hand-drawn)’ 새로운 문자의 형태를 가리키던 것이다.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가 상품의 가치를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당
시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더해 문자의 표현적인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체의 디자인화(字体の図案化)’를 시도했다. (Gennifer Weisenfeld, ‘Japanese Typographic
Design and the Art of Letterforms’, Jerome Silbergeld, et al(eds), Bridges to Heaven: Essays on
East Asian Art in Honor of Professor Wen C. Fong, PY and Kinmay W. Tang Center for East
Asian Art, Department of Art and Archaeology, Princeton University, 2011, pp 8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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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가타카로 된 ‘구라부 백분’ 도안문자 로고타입과 한글로 된 ‘구라부 비누’ 로고타입
(『매일신보』 1925년 2월 22일, 1925년 10월 3일)

그림 68. (좌) ‘카오루’ 로고타입의 한글화 (『매일신보』 1923년 4월 23일, 1930년 9월 30일)
(우) ‘라이온 치마’ 로고타입의 한글화 (『매일신보』 1930년 4월 22일, 1931년 1월 5일)

‘구라부’의 사례를 뒤이어 1930년대부터는 더 많은 일본 기업들이 로고
타입을 한글화하기 시작했다. 쐐기 모양의 날카로운 서체가 특징적이었던
‘카오루’ 상표 역시 한글화 되는 과정에서 타이포그래피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디자인되었고, 서체의 조형적 유사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라이온
치마’ 또한 한글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그림 68). 이 외에도 ‘부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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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ブルドーゼ)’, ‘로도안약(ロート目薬)’, ‘대학목약’ 등 ‘문화정치’가 시작되
면서 유입되었던 많은 일본 상표들 사이에서 점차 한글 로고타입이 일반화
되어 갔다.
그런데 일본 상표들의 로고타입 한글화라는 변화는 앞서 ‘령신환’의 사례
에서처럼 독해 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1930년대에 한글 해독률은 대략적으로 남성 25퍼센트, 여성 6퍼센트 정
도였으며, 일본어와 한글 모두를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은 남성 15퍼센트, 여
성 2퍼센트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다. 171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한글
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고,
광고 수신자를 조선어 신문 독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
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기리는 일본 상품의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식민지 조선에서 ‘현지화’
되는 현상에 대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172 마찬가지로 일본어
상표의 한글화 과정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잠시 유보되고, 궁극적으로 더 많
은 소비 대중의 눈과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디자인의 모색이 최우선 과제
가 되었다.
또한 ‘령신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인에게 친숙한 디자인의 형식
이 반드시 민족 정체성의 강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가의 경제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었다. 오히려
민족적인 도상을 통해 ‘애국’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물산장려의 상표 디자인
에서, 정체성의 논리는 표면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

171 노영택, 「日帝時期의 文盲率 推移」, 한국인문과학원, 『韓國史硏究論選』, 韓國人文科
學院, 1997, 권창규, 『상품의 시대』, 민음사, 2014, p. 172에서 재인용.
172 이기리, 「일제시대 광고와 제국주의」, 『美術史論壇』 12, 2001,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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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정책과 타협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런 의미에서 식민지배 시기에 ‘기업이 필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소비자’라
는 권창규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173
그렇게 볼 때, 1920, 30년대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은, 근대적인 상표
형식에 익숙해지고 한층 예민해진 조선의 소비 대중을 공략하기 위한 시각
적 정교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물산장려운동에서 ‘우리 것’의 상징이 개
발되는 데에도, 일본 가문을 대신할 독자적인 상징 형식이 탐색되는 데에도,
나아가 한자나 가나 대신 한글 상표의 사용이 확대되는 데에도 그 근저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경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시기의 상표 디자인은 그러한 논리가 시각화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173 권창규, 앞의 글,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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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총동원체제 돌입과 상표 디자인의 변모:
1938년-1945년
1. 국가총동원체제하 사회통제와 광고의 쇠퇴
1937년 7월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본격적인 전쟁 체
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총독부는 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자원으로써 조선
을 활용하기 위해 지배정책의 변화를 꾀했고, 조선과 조선인은 ‘물심양면의
총동원’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대륙병참기지화(大陸兵站基地
化)’를 위해 강력한 통제 경제가 실시되었고, 한편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의 슬로건 아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졌다. 174 1938년 4월부터 실시된 지원병제도나 1940년 2월부터 시행된 창씨
(創氏)제도, 그리고 일본어 보급 정책 등은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희석하여
천황을 내세운 팽창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75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물자와 자금의 투입이 필요했고, 일제는
1937년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輸出入等臨時措置法)」, 1938년 「국가총
동원법(國家總動員法)」등 각종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무역과 자금, 물자수급
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선의 경제를 통제했다. 176 특히 1940년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발발 전후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통
제는 한층 극심해졌고, 일반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총독
부는 1940년 7월 24일에 「사치품 등 제조판매제한 규칙」, 이른바 ‘7.24 금

174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방기중(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
과 민중생활』, 혜안, 2004, p. 66.
175 전상숙, 앞의 글, p. 59
176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방기중(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
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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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을 제정하여 옷감, 장신구, 문방구, 의류, 신발, 가구, 필기구, 과일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에 이르는 사치품목을 열거하고 일체의 생산∙판매를 금
지했다. 이에 따라 정장 복장이라는 것이 없어져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뻬’라는 이름의 작업복이 일반화되고, 여자들의 화장품도 없어졌다. 사치
품이라는 이유로 거리의 광고탑 등을 금지시키고, 각종 소매상들이 폐업을
하면서 거리의 풍속은 삭막해졌다. 사치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비국민
(非國民)’ 혹은 ‘매국노(賣國奴)’로까지 매도되었고, ‘석유 한 방울, 피 한 방
울’,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길 때까지는’, ‘사치는 적이다’ 같은 표어들이 유
행하게 되었다.177
전쟁 체제 하에 사회가 경직되면서 언론 매체 역시 위축되었다. 신문통
폐합 방침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8월 10일에 강제 폐
간되었다.178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와 조선어
기관지 『매일신보』도 조석간 6면으로 지면을 줄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직전에는 모든 신문이 타블로이드 2면으로 줄어들었다.179
신문지면이 줄어드는 한편으로 광고에 대한 갖가지 규제가 생겼으며, 일
본에서 시작된 ‘헌납광고(獻納廣告)’가 조선에도 등장했다. 헌납광고란 기업
이 광고료를 내고 광고 내용은 전쟁과 관련된 정부 시책을 선전(宣傳)하는
것이었다. ‘짐승과 같은 적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 학생이 군에 입대하는
것에 만세를 부르자’, ‘공습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쌀 공출은 천황을

1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p. 503-518.
178 두 신문의 강제 폐간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표면적으로는 물자 부
족에 따른 신문통폐합이 원인으로 설명되지만, 김성준에 따르면 민족의식의 탄압이라는 의도
도 작용했다고 한다. 검열을 통해서 논조를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지(民族誌)
를 자임한 이들 신문의 존재 자체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강화하는 데 저해가 된다는
총독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
구』, 景仁文化社, 2010, pp. 157-158).
179 신인섭·서범석, 앞의 글,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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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농사를 짓는 정신’, ‘몸을 바쳐 증산하자’ 등 갖가지 전쟁 선전문구가
담긴 광고들이 지면을 채웠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상품 광고는 더욱
작아지고, 헌납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광고에도 전쟁 선전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 상품경제와 언론매체가 정체되고, 몇 개 안 되는 광고조차 전쟁 일
색이 되었기 때문에 광고사에서 이 시기는 ‘쇠퇴기’로 평가되어 왔다.180

2. 전쟁정책과 상표 디자인의 조응 및 충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통제가 강
화된 가운데 침체된 경제와 언론은 자연스럽게 상표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
었다. 폐업하는 회사가 늘고 매체가 축소되면서, 소비문화의 전성기였던 이
전 시기에 비해 광고 지면에서 볼 수 있는 상표의 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
다. 또한 전쟁선전과 상품광고가 중첩되는 과정에 상표가 포함되면서 전쟁
정책과 상표 디자인이 직·간접적으로 조응(照應)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기에 돌입했다고 해서 상표와 광고의 디자인, 그리고 거
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전쟁정책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으
며, 그와는 독립적으로 전개되거나, 오히려 충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1) 전쟁정책에 조응하는 상표 디자인의 변경
먼저 일제의 전쟁정책과 기업의 상표 디자인이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구라부 치약(クラブ煉歯磨)’이 있다. 본격적인 총동원 시기
이전에 처음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상표의 디자인은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군국주의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시대 상황과 관련이

180 신인섭·서범석, 앞의 글, pp. 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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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 ‘구라부 화장품’의 계열 상품으로서, ‘구라부 치약’은 192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타카나 로고타입과 더불어 ‘쌍둥이표(双子印)’를 상표로
사용했다(그림 69).

그림 69. 1920년대 ‘구라부 치약’의 ‘쌍둥이’ 상표. (『매일신보』 1927년 8월 1일).

그런데 1932년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대남공표(大楠公印)’라는 새
로운 상표를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대남공’이란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무
장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1294~1336)를 일컫는 표현이다(그림 70).
그는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을 도와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를 멸망시
키는 데 공을 세운 인물로, 일본에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는 존
재이다. 181 상표에 사용된 도상은 실제로 도쿄의 황거(皇居) 앞 광장에 설치
되어 있는 구스노키의 동상(銅像)을 모델로 한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또
다른 상징인 ‘욱일승천(旭日昇天)’ 무늬가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어 이것이

181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1336년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의 명에 따라 세쓰 미나토가와
(摂津湊川)에서 700여명의 소수 부대를 이끌고 3만이 넘는 아시카가(足利)의 군사와 대결하
게 된다. 고스노키는 적은 수의 병사로 마지막까지 분전하나 결국 수세에 몰려 자결하게 되
는데, 이때 ‘일곱 번 다시 태어나도 천황을 위해서 역적을 물리치겠다’라는 ‘칠생멸적(七生滅
賊)’의 다짐이라는 것을 했다고 전해진다. ‘대를 이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
하는 ‘칠생멸적’은 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다’는 ‘칠생보국’의 정신으로 변형
된다. 또한 태평양전쟁 오키나와 전투 당시의 ‘가미카제’ 특공작전을 일명 ‘기쿠스이(菊水) 작
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기쿠스이’라는 것은 구스노키 집안의 가문(家紋)이다. 이렇듯 구
스노키는 ‘천황에 대한 충성’, ‘나라를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기능했으며, 전시하 국민동원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李忠澔,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의 ‘칠생멸적(七生滅賊)’과 천황
중심 사생관의 탄생과 전개」, 『일어일문학』64, pp. 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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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하는 의미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표를 포장 디자인에 사
용하고 나아가 광고에 널리 적용한 것에는, 구스노키와 ‘구라부 치약’을 지
속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쟁 수행에 협조적인 브랜드임을 표방함과 동시
에, 구스노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는 이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간접적
이나마 자발적인 전쟁 참여를 독려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
다.

그림 70. (좌, 중)1932년 이후 ‘구라부 치약’의 ‘대남공’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월 31일),
(우) ‘구라부 치약’ 광고에 실린 구스노키 동상의 사진 (『매일신보』 1938년 5월 1일)

총동원 정책의 영향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조선 기업의 상표에서도 나타
났다. 천일약방(天一藥房)의 기업상표는 1913년에 처음으로 지면에서 발견
되는데,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5개의 꽃잎 형태가 둘러싼 원형 중앙에 한글 ‘됴’자가 자리잡고 있는 모양으
로, 이 디자인은 1910년대에 보편적이었던 가문 형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71). 1927년 1월 23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마크禮讚」에서는
이 상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趙膏藥이라 하면 三尺童子라
도 다 아는 老鋪 ‘마크’ 梅花는 天香이라 落不泥로 梅花를 取한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테두리의 꽃무늬는 매화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중앙의 ‘됴’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천일약방의 대표 상품인 종기 치
료제 ‘조고약(趙膏藥)’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조고약’이란 조선시대
부터 조씨(趙氏)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전비약(家傳秘藥)이었는데,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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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腫醫) 출신의 조근창이 1913년에 이를 근대적으로 상품화하면서 세운 기업
이 천일약방이었다. 182 ‘됴’는 당시 한자 ‘趙’에 대한 한글 표기로서, 창업주
의 성이 조씨인 동시에, 대표 상품이 ‘조고약’이기 때문에 중앙에 이 글자를
상징적으로 채택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 71. (좌) 1938년 이전 '조고약'에 사용된 천일약방 상표(『매일신보』 1930년 4월 10일) (우)
1938년 변경된 상표(『매일신보』 1938년 6월 7일)

그런데 총동원기에 접어든 1938년의 ‘아리신(アリヂン)’ 광고부터, 천일
약방의 모든 제품광고에 다른 상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변경된 상표
디자인의 연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호의 첫 글자
인 ‘천(天)’자를 변형하여 원 안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1). 그렇다면
천일약방은 왜 굳이 20년 이상 사용하던 상표를, 더군다나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유명 상표를 폐기하고 새로운 상표를 고안한 것일까?
기존의 상표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상표의 폐기는 일
제의 ‘일어상용화(日語常用化)’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제
는 국권 침탈 이후 꾸준히 조선어 사용을 억압하고 일본어 사용을 확대시키
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내선일체’ 사상의 심화와 ‘황국신민화’가 시
급해진 1930년대 후반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 예를 들
어 1938년 3월 총독부는 제 3차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개정을 단행하는데,
이를 주도한 학무국장(學務局長) 시오하라(塩原時三郞)는 ‘조선인으로서 몸

182 홍현오, 앞의 글,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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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니고 있는 조선의 전통, 풍습, 문자 등의 특색을 불식하고 태어나면서
부터 일본인과 같이 일본의 전통, 풍습, 문화 등을 완전히 몸에 지닌 국민으
로 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며 보통교육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
본어 사용을 강요했다. 183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도 이
른바 ‘국어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 184 을 실시해, 정책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 시기 일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독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조선 기업이었다면, 강
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한글 상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리신’
을 비롯하여 1930년대 후반 이후 출시한 ‘에이지정(エージ錠)’, ‘로쿠민(ロク
ミン)’ 등 신제품의 제품명과 상표 디자인에 모두 가타카나를 사용했다는 것
을 통해 볼 때, 천일약방은 전반적으로 조선어 사용에 부담을 가졌으며, 일
본어 사용에 적극적인 기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동원기 일어상용화
정책이 상표 디자인과 조응하는 양상이 천일약방의 기업상표 변경에서 나타
나는 것이다.

2) 상표 디자인의 독립적 전개 및 전쟁정책과의 충돌
일제의 전쟁 정책과 조응하는 상표 디자인의 변경이 일부 발견되는 반면
에, 대다수의 상표는 그와 무관하게 유지되었고, 오히려 정책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우선 전쟁기에도 상표 디자인이 일관적이었던
예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미 유명 상표의 지위를 오래도록 확보하고 있었던

183 김성준, 앞의 글, pp. 148-149.
184 1942년 조선인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실시됨에 따라 ‘영예로운 황군’을 만든다는 표어가
활발하게 나붙으며, 그 준비를 위해 일어를 빨리, 또 널리 배워서 익혀야 한다는 ‘국어(일어)
전해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제는 이 운동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어 강습회에 참가
하지 않은 사람은 물자·식량 배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경찰에 호출하여 징계를 가하
기도 하였다. (김성준, 앞의 글, pp. 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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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노모도’나 ‘인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들은
전쟁을 의식한 광고를 신문에 싣곤 했지만, 그 속에서 상표 디자인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도, 또 광고의 내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역강(力强)
한 흥아(興亞)의 고동(鼓動)’이라는 카피로 전쟁 분위기를 북돋을 때나, ‘(가
방에) 아지노모도를 넣어만 두면 산(山)엘 가거나 바다엘 가거나 맛있는 음
식은 끊이지 않지요!’라고 경쾌하게 제안할 때나, ‘아지 노 모토(味の素)’라고
쓰인 상표의 디자인은 여전했다(그림 72). 마찬가지로, ‘필승귀(必勝鬼)’라는
결연한 카피 아래에서도, ‘여행(旅行)에는 인단(仁丹)’이라는 소비주의적인 카
피 아래에서도, ‘대례복 남성’의 상표는 그대로 유효했다(그림 73). 1920년대
이래로 오랜 기간을 거쳐 이미 조선에서 시장성을 획득하고 있던 상표들과
그 회사들의 경우, 전쟁 선전에 일조하는 광고를 제작하기는 했지만, 국가
정책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상표 디자인을 변경할 정도로 전쟁의 수행이 절
실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림 72. 전쟁기 ‘아지노모도’의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2월 7일, 1939년 7월 7일)

그림 73. 전쟁기 ‘인단’의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44년 4월 12일, 1939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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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앞선 천일약방의 사례와는 반대로, 전쟁기 ‘내선일체’ 강화의 중
요한 수단 중 하나였던 일어상용화 정책과 충돌하는 상표 디자인의 사례들
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Ⅴ장에서 설명했듯, 독해 가능성의
측면에서 유리한 한글 상표는 ‘문화정치’ 시대에 조선의 소비자들을 사로잡
기 위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고, 기업의 민족성을 불문하고 확산되는 경향
에 있었다. 전쟁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기에, 기
존에 한글 로고타입을 사용해 왔던 회사들은 계속해서 한글을 활용했고, 이
시기의 새로운 상품을 위한 새로운 한글 상표들도 등장했다. 단순히 한글을
채택했다는 것 외에,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적인 변화가 감지
된다는 것도 이 시기 한글 상표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74. ‘라이온 치마’ 한글 로고타입의 변화 (『매일신보』 1931년 1월 5일, 1938년 5월 19일)

예를 들어 1930년에 이미 로고타입을 한글화 했던 ‘라이온 치마’는 1938
년부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새롭게 고치고 이것을 1941년까지 사용했다
(그림 74). 새로운 로고타입은 이전에 비해 획이 확연하게 굵어졌으며, 각각
의 글자가 사각의 틀을 채우도록 자모(字母)의 비율이 설정되었다. 또한 ‘ㅇ’
과 ‘ㅁ’의 속공간을 가로 세로로 가늘고 길게, 일부 획의 끝 부분을 쐐기 모
양으로 처리함으로써 서체의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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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굵게 하고, 획의 끝 부분을 변형해 시각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이 시기 한글 상표에서 유행처럼 나타났는데, 일본생화
학연구소(日本生化學硏究所)의 ‘단(Dan)’(그림 75), 닛토제약(日東製薬)의
‘겐고루(ケンゴール)’(그림 76) 등과 같은 상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5. 일본생화학연구소 ‘단’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월 25일)

그림 76. 닛토제약 ‘겐고루’ 광고와 상표 (『매일신보』 1939년 12월 31일)

조선어 및 한글 사용을 억제하여 조선인을 일본인에 ‘동화(同化)’시키려
했던 총독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상표 디자인은
국가 정책에 비협조적인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매체 상에 지속적으로 나
타나는 한글의 존재는 결국 조선에서는 한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
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시각적으로 드
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지화’ 전략으로서 한글 상표와
함께 한복 차림의 인물 삽화를 실은 일본 상품 광고들은(그림 77), ‘조선인으
로서 몸에 지니고 있는 조선의 전통, 풍습, 문화 등의 특색을 불식’하겠다는
시오하라의 언급과는 대치되는 기업가의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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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요우모토닉구’, ‘스마이루’ 광고의 한글 상표와 한복 차림의 인물 삽화 (『매일신보』,
1939년 9월 19일, 1941년 2월 19일)

‘한글 상표 디자인’이라는 현상 자체는 ‘문화정치’ 시기나 국가총동원 시
기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조선에 대한 일제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그것
이 갖는 사회적인 함의는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였다면, 한글 상표는 정부의 주도 아래 형성된 유연한 사회 분위기
와 소비문화의 융성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물적∙인적
역량을 전쟁에 집중해야 했던 1930년대 후반, 한글을 호출하는 디자인은 조
선 문화의 차별성을 상기시키고 천황 중심의 ‘통합’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업들은 대개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으며, 상표 디자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업이 필
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원리는 국가총동원기에도 작동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민족’을 ‘국가’로 치환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했다. 그런 면
에서 ‘戰爭과 頭髮’이라는 제목 아래 자사 제품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오 샴
푸(花王シャンプー)’의 1939년 광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185 표면적으로 전
쟁선전에 참여할 때조차, 기업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상품의 홍보에 있었고,
전쟁선전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 국가총
동원체제 하에서 상표 디자인이 전쟁정책과 조응하는 한편 충돌하는 현상의

185 “戰爭과 頭髮. 억지로 모양내지 않는 自然의 美! 이것이야말로 戰時日本이 求하는 참된
女性美입니다. 아무렇게나 매만진 머리라도 늘 花王샴푸로 손질을 해두기만 하면 潤이 흐르
고 말쑥하여 氣品을 돋웁니다.” (연구자의 현대어 편집, 『매일신보』 193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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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는, 상품과 기업의 시각적 상징으로서 고유의 경제적·문화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상표의 특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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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이 연구는 기업 아이덴티티로서 상표 디자인이 한국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
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의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광복 이전 상표 디자인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시대별로 각각의 현상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근대적 상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구 상
표의 역사를 개관한 결과, 상표는 산업혁명 이후 성립된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상품에 정체성과 매력, 권위를 부여하는 시각상징으로서 의의
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상표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문화 현상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으나, 구미 모델의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본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상표 제도와 형식이 정착하
였다. 여기에는 일본 근대화 정책의 ‘상부하달적’ 성격, 그리고 일본의 상업
전통 및 시각상징문화가 반영되었으며, 한국의 근대 상표 성립과 전개에 강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한국 근대 상표 디자인의 변천 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시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는 개항(1876-1907), 상표령
시행(1908-1919), ‘문화정치’의 실시(1920-1937), 국가총동원체제의 돌입
(1938-1945)이었다.
1876년 개항 이후의 첫 번째 시기는 상표 디자인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구미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자본주의 대량생산 상품이 당시 조
선의 시장 안에서 경쟁하게 되자 근대적인 상품 상징 기술로서 상표도 유입
되었고, 신문을 비롯한 시각 매체의 등장은 그 확산을 유도했다. 이 시기의
상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표현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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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동일한 상표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시각적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기
업 상표와 상품 상표 사이의 위계가 모호한 예들이 다수 있었다. 이는 ‘등장
기’였기 때문에 나타난 초기적 특징들로 볼 수 있다. 아직 상표 경쟁이 치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꾸준히 ‘각인’되어 그 상품의 가치를 소통
하지 못하더라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 자체의 ‘ 시각적 돌출 ’
효과에 의존하는 디자인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상표령 시행을 기점으로 하는 두 번째 시기에는 상표 디자인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1908년 상표령 실시 이후 기업들은 제도적인 등록과정을 마치
고 이를 상표에 명시함으로써 그 권위를 강조했으며, 점차 기업상표와 상품
상표의 위계가 나뉘면서 각각에 적합한 형식이 정착되는 과정이 있었다. 먼
저 기업상표의 경우, 전통적인 시각 형식이 상표로 일부 계승되기도 하였으
나, 그것이 근대적인 상표제도에 맞는 상징어법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상공업 전통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식민지 상업
체제는 일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과 함께 이식된 상표의 제도
및 디자인 형식이 지배적인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민족성의 강조라
는 내용과, 일본적인 시각상징 전통이라는 형식 사이의 모순이 나타나는 현
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상품상표 디자인에서는 일본과 조선 기업 사
이에 경향성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인물이나 동물 도상을 활용한
중심 도상을 강화한 반면에, 조선 기업들은 문자를 중심으로 제품 상징을
정교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떤 대상을 특정하고 그 정체성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도상의 재현보다는 문자의 조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조선의 시각문화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일제의 ‘문화정치’ 실시에 해당하는 시기로, 상표 디자인
에서는 조선식 변용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확장된 언론 매체와 광고
는 대중의 소비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했으며, 이는 근대적인 소비문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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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표에 대한 인식의 대중화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한층 정교하게 상표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상표에 대해 민감해진 조선의 소비 대중을 공략하
기 위한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은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첫
째로, 1920년대 초반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지도, 거북선, 태극 등 민족적 도상을 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때 민족이나 나라를 상징하는 익숙한 소재들을 상표에 소환함으로써 상품과
기업은 애국의 의미를 입을 수 있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이는 자본의 논
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로, 일본식 가문 상표에
대응되는 독자적 상징 형식이 모색되었는데, 변형∙반복을 통해 기하학적 형
태 안에 배치된 문자문 상표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인들에게 의미
소통이 어려운 가문 고유의 시각요소들이 탈락하고, 대신 전통적인 시각문
화의 기법이 응용되거나, 그것이 가문의 형식과 절충된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상표 디자인의 조선식 변용은 한글 상표 사용의 확대에서도
관찰되었다. 한글 상표는 조선 기업 일본 기업을 불문하고 널리 사용되었는
데, ‘알기 쉬운’ 글자로서 한글의 독해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주목한 ‘실용적
인’ 선택이었다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표 디자인 변용의 세 가지 방향 근
저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의 마음
을 사로잡고자 하는 경제의 논리였으며, 이는 근대적인 상표 형식에 익숙해
지고 한층 예민해진 조선의 소비대중을 공략하기 위한 시각화의 방식이 규
정된 것이었다.
근대 상표의 마지막 시기는 전쟁에 따른 국가총동원체제로의 돌입과 함
께 시작되었으며, 경제적∙문화적 통제정책과 상표 디자인이 조응하거나 충돌
하는 양면적인 현상이 확인되었다. 먼저, 전쟁선전과 상품광고가 중첩되는
과정에 상표가 포함되면서 전쟁정책과 상표 디자인이 직·간접적으로 조응하
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일례로 ‘구라부 치약’은 천황제 하의 전쟁영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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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키 마사시게를 상표의 소재로 삼았고, 천일약방은 일어상용화 정책에
순응하여 한글상표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기에 돌입했다고 해서
상표와 광고의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전쟁정책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이 이 시기에
한글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내선일체’ 정책의 방향과 정면으
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
에서 기업들은 대개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으며, 상표 디자인은 자본의
그러한 속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매체로써 기능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각각의 시기별로 구별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기
는 했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상표는 한국의 상업적 아이덴티
티 디자인에 있어서 ‘첫 단추’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상품 생산과 소비의 체계가 이 시기를 거치며
형성되었으며, 그 체계 안에서 상품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소통하는 디자인
의 언어 역시 이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대 상표의 디자인 문화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 주
도되었던 식민지의 상황은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조선 후기 이
후의 내재적 근대화 동력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의해 억압된 가운데, 상표의
전개 및 변천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자극, 특히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
했다. 일제가 강요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조건에 의해 상표 제도와 지배적인
형식이 규정되었고, 조선에 대한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표가 놓이는 사
회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표가 익숙한 시각문화의 형식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상표 디자인은 다양한 동인(動因)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거듭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정책에 더해 조선의 시각문화 전통, 소비
대중의 인식, 조선인∙일본인 기업가의 이윤동기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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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나타난 혼종적(混種的) 양상은 한국
근대화 과정의 특성이 상표 디자인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Ⅴ장과 Ⅵ장에서 드러났듯, 상표 디자인은 기업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지 못했으며, 이 때 자본의 논리란 원활한 식민지배를
위해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인장이나 문자문, 한글 같은 요소들이 활용됨으로써 문화적 특성이 반영
된 상표 디자인이 존재했지만, 이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시각상징 체계를 이
루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자본의 열세에 있
는 상황에서 조선 기업들이 적극적인 상표 디자인을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고, 일본 기업들에 의해 정립∙이식된 상표 디자인의 체계가 지배적인
전형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단추’에서 정형화된 상표 디자인의 문법이 결코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
만, 해방 이후에도 하나의 관습으로서 한국의 시각문화를 강하게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1910년대에 한번 자리잡은 일본식 가문의 문법은 80
년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업상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효한 원리로 작
용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이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 또한 ‘미국식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전형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늘날까지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 ‘사대주의’ 혹은 ‘철학의 부재’ 186 로 지적되는 현상들이 지속된 것은
상표 디자인 성립 초기의 한계가 극복되지 못한 채 영향을 미친 결과라 생
각되며, 해방 이후의 상표 디자인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
분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반 세기 이상에 걸친 근대 상표 디자인의 현상을 다룬 것으로,

186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pp. 2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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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짚어내는 것을 우선시한 탓에 상대적으로 개별 현
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다. 특히 상표 디자인의
고안∙제작에 대한 당시의 문헌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단편적인 언급에
의존하거나, 디자인의 표면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의도를 유추할 수 밖에 없
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면 상에 드러나지 않는 제작
자의 문제, 제작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
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디자인사의 일부로서 근대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
해가 증진되기를 바라며, 보다 깊이 있는 후속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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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and Cultural
Traits of Trademark Design in
Modern Korea
Yongkeun Chun
Design History and Cul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rademark design, as
commercial symbols which constituted the everyday life, during different
periods in modern Korea. While focusing on the cultural traits, it also pays
attention 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phenomena. By spotlighting
abundant examples hitherto neglected within the field of design studies and
explaining their meanings, the goal is to locate modern trademark design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design history.
Trademarks, in the modern sense, emerged as visual symbols which granted
identity, charm, and authority to the merchandise within the capitalist massproduction system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ast Asia, Japan, who
actively pursued the Euro-American way of modernization,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system and designs of modern trademarks. It also had
a strong influence i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rademarks in Korea.
During the second period which began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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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Law, the ‘establishment’ of trademark design was observed while
corporate and merchandise trademarks became distinguishable. By then
Korea was colonized, and the commercial system was led by Japanese
companies. Therefore in the case of corporate trademarks, the Japanese
trademark system and design, especially the kamon (family crest) style became
dominant in Korea. On the other hand, while Japanese firms mainly utilized
iconic figures and animals in merchandise trademark design, their Korean
counterparts tended to symbolize products with designs focused on
typography.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expressive letters, rather
than representational icons, was a form familiar within the Korean visual
culture.
The third era accords with the so called “Cultural Rule” period of the
colonial government, which saw a ‘Korean transformation’ in trademark
design. First, there were examples of trademarks that adopted national icon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the Geobukseon (or the Turtle Ship) and the

Taegeuk, in order to emphasize the nationality of a product or company.
Second, an original form of symbolization was sought as a counterpart to the
Japanese kamon, which resulted in the use of munjamun, that is to say
letterform patterns distorted or repeated within geometric figures. Finally,
Hangeul became frequently used in trademark designs. Under these three
directions of ‘Korean transformation’ lay a logic of commerce, and the designs
defined a visualization strategy that could attract the consumer public, now
familiar with and interested more to modern trademarks.
The final period started along with the initiation of th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in wartime. Trademark design correspon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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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ed at the same time with strong economic and cultural control policies.
While some trademarks and their messages conformed to the war policy of
the colonial state, many companies, even the Japanese, continuously used
Hangeul trademarks, which directly collided with the “Integration of Japan
and Korea” policy. When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nd corporations
competed, enterprises faithfully followed the logic of capital, and trademark
design of this time acted as a medium revealing the nature of commerce.
Trademark design in modern Korea appeared as a complex and hybrid
phenomon, where multiple agents such as policies of the colonial government,
traditions in Korean visual culture, perception of the consumer public, profit
motive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entrepreneurs. However, because
trademark naturally follows the logic of capital, the distorted colonial
capitalism defined the boundary of its design, and such situation seems to
have been influential to the development of identity design in Korea even after
the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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