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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서체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여, 캘리그래피
서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서체 디자인을 통해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했다.
서체는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한 사회의 시각문화 경관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책, 신문과 같은 출판·인쇄 매체부터 언론과
영상 매체, 거리와 생활공간에 배치된 구호와 친필 기념비서예까지 북한
주민들은 삶터 곳곳에서 서체와 마주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서체를 살펴보
는 것은 북한의 일상 속 시각문화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
북한의 서체는 김일성을 사회주의의 시조로, 항일혁명 전통을 시원
으로 하는 북한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의 서체 전문가들이 서술한 서체
담론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서체에는 백두산 명필체, 청봉체, 붉은기체,
평양체, 물결체, 궁체, 천리마체, 3.1월간체, 장식체 등이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서체는 서예서체와 활자서체를 포함해
약 700여 종이 넘는다. 연구자는 북한의 주요 서체와 더불어 서체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파악해 북한이 서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의 서체는 1980년대부터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분류되었고 이론이 정립되었다. 1980년대부터 북한의 서체
이론이 서예 이론서를 중심으로 정립되었던 것은 북한의 주요 핵심 사상인
‘ 조선민족제일주의’ 가 반영된 결과로, 새로운 민족문화예술로서 서예가 주목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예의 부흥은 각 대학의 서예 전공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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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판 관련 기관의 서예실 개설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서체 이론가들은 북한 서체의 이론을 서술하는 동시에 ‘ 손’
을 중심으로 서체를 나누는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다. 한 번에 쓰는 서체를
‘ 붓글씨체(서사체)’ 로, 여러 번에 걸쳐 그리는 서체를 ‘그린글씨체(도안체)’ 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서체 분류는 1988년 이후 활자서체와 디지털서체(font)
를 분류하는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체담론에서는 손으로 쓰는
캘리그래피 서체의 중요성을 계속하여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강조는
범 체제적으로 서예 강습과 서예 소조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필체의 중요성이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된 후,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필체를 지도자와 동일시하였으며, 이를 기념비화 하였다. 서체담론에서
특수한 필체로 분류되는 이른바 백두산 명필체는 김일성의 태양서체,
김정일의 백두산서체, 김정숙의 해발서체를 의미한다. 육필서체를 서사자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특성은 동아시아문화권에서 계승된 필체 문화이며,
이는 남한과 중국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육필서체를
유일사상체계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필체의 사선적 시각
성을 세습하며, 북한만의 독자적인 필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서체담론에 제시된 주요 서체들은 혁명민족 전통을 시원으로 하여
서술되었으며,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형상화되었다.
청봉체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캘리그래피 서체들은 구호와 선전물에 사용
되었고, 시각구술적인 특성을 통해 당의 사상과 이념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북한은 당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서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의 서체담론은 분단 이후 30여 년이 흐른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한다. 첫째는 서체담
론과 서체 디자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다양하게
나타난 실험적 서체들이 서체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이론적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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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연구자는 북한 서체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캘리그
래피 서체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서예 변체, 장식체, ‘ 산업미술’ 도안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캘리그래피 서체의
또 다른 특성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서체는 이념과 사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변용되며, 북한의 활자 문화경관을 조성하
는 매체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시차
없이 활용되며, 서체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자는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를 연구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시각문화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읽어내는 단초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주요어 : 북한 서체, 캘리그래피(손멋글씨), 타이포그래피, 서체담론, 시원성,
시각문화적 특성
학 번 : 2016-21341

iii

목차

Ⅰ. 머리말

1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3. 용어 정의

10

1) 캘리그래피 서체

10

2) 서체담론

13

3) 시원성(始原性)

14

Ⅱ. 관련문헌 검토

18

1. 북한연구방법론의 보편과 특수

18

2. 서체담론과 디자인의 역사·문화적 맥락

20

3. 북한 문화예술과 서체 연구

25

1) 북한 서체의 선행연구

25

2) 북한 문화예술(문학예술)과 서체

28

Ⅲ. 북한 서체담론과 디자인의 형성 과정

32

1. 북한 서체담론의 형성 배경

32

1) 분단 전후, 한글 서체의 형성과 전개

32

2)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성 구축과 서예의 대중화

50

2. 북한 서체담론의 전개와 캘리그래피 서체

59

1)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북한의 서체담론

59

2) 북한의 서체 분류와 캘리그래피 서체

65

v

Ⅳ.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1. 몸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육필서체

71
71

1) 백두산 명필체의 육필성

71

2) 사선의 속도감과 시각연속성

80

2. 혁명민족의 사상을 구현하는 구호서체

86

1) 청봉체로 대표되는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원성

86

2) 음성 언어의 시각화, 시각구술성

93

3. 서체담론의 한계와 실험적 서체

102

1) 서체담론과 서체 디자인의 시각적 차이

103

2) 북한 서체의 실험적 시도와 변화

108

4. 소결: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117

육필성과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성 강조

117

구호서체의 시각구술성

117

서체담론의 한계와 실험적 시도

118

Ⅴ. 맺음말

119

참고문헌

125

부록

133

Abstract

139

vi

표 목차
<표 1> 조선초기, 중기, 후기의 판본체 변화

35

<표 2> 북한 서체담론에 나타난 서체 분류 기준(연구자 작성)

66

<표 3> 남북한 서체 분류 기준(연구자 작성)

67

<표 4> 1988년 북한 인쇄체 분류(연구자 작성)

69

<표 5> 해발서체와 청봉체의 형성 과정( 연구자 작성)

91

vii

그림 목차
[그림 1] 『조선글서예』의 서체분류

5

[그림 2] 김일성의 ‘ 독립’ 과 김형직의 ‘ 지원(志遠)’

16

[그림 3] 만경대 고향집에서 서예 “김일성장군만세” 를 쓴

16

어린 김정일
[그림 4] 서사체와 도안체(연구자 편집)

31

[그림 5] 북한의 명조 계열 활자서체: 청봉체, 광명체, 맺힘체

39

비교(연구자 작성)
[그림 6]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에 시원을 두었다고 서체담론에서

55

선전되는 주요 서예서체(연구자 편집)
[그림 7] 서예 강습 중인 북한 사람들

57

[그림 8]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의 친필서한

73

[그림 9] 김일성의 태양서체가 새겨진 친필비, 친필현판, 기념비건축 75
[그림 10] 백두산에 새겨진 김정일 친필

76

[그림 11] 모택동이 쓴 「인민일보」 제호

79

[그림 1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현판 필체 비교

81

[그림 13] 스탈린과 김정일 필체

84

[그림 14] 김정은 필체와 김여정 필체(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85

개막식 때 김여정이 남긴 필체)
[그림 15] 반일인민유격대 깃발과 이를 시원으로 하여

87

형성되었다고 선전되는 붉은기체
[그림 16] 구호문헌을 남기는 김정숙과 항일대원들

88

[그림 17] 김정숙의 필체( 해발서체) 와 이를 시원으로 하여

89

형성되었다고 선전되는 청봉체

viii

[그림 18] 신지글자와 물결서체

92

[그림 19] 북한 일생생활 곳곳에 사용된 구호

94

[그림 20] 직관선동물이 게시된 모습과 명칭( 연구자 표시)

96

[그림 21] 백두혈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된 청봉체

98

[그림 22] 해발서체, 청봉 서예체, 청봉 활자체 비교(연구자 편집)

103

[그림 23] 청조체와 청봉체 시각 유사성 비교( 연구자 편집)

105

[그림 24]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1936)의 표지

107

[그림 25] 명조체, 광명체 디지털서체(font),

108

3.1월간체 비교( 연구자 편집)
[그림 26] ‘청봉체’ 변체에 해당하는 서예전람회 수상작

109

[그림 27] 다양한 장식체

110

[그림 28] 북한의 상표 도안들

111

[그림 29] 북한 상표 제호 디자인과 캘리그래피 서체

112

비교(연구자 편집)
[그림 30] 직관선동물에 나타난 다양한 서체와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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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입체고구마체, 장식솔잎체(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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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북한 서체의 담론과 디자인을 통해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서체가 지니는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하부문제를 설정하여 추적하고자 했다.
첫째, 분단 시기를 전후로 북한 서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
었는가? 둘째, ‘조선어문연구회’ 를 통해 정립된 북한 언어의 특성과 1980년
대부터 형성된 서체담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서체담론에 제시된
북한 서체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캘리그래피 서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시각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하부문제를 통해 연구자는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시각적 특성을 북한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안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서체는 글자의 형태를 의미하며, 서체를 연구하는 것은 글자의
형태가 지니는 특성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문자를 쓰고, 읽으며
독자적인 문자 공간과 사회를 구성해왔다. 한 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언어와 더불어 글자의 형태 즉, 서체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야 한다. 문자 언어는 형태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서체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은 문자를 보고, 읽는다. 하지만 문자를
‘ 바라보는’ 서체의 시각성은 몇몇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제외한 기호학과
언어학계에서 문자의 본질과 구조, 기능( 가독성)에 관한 논의에 비해 간과되
어왔다. 서체의 시각성은 문자의 기본적인 기능인 내용의 전달력과 가독성

1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다. 무엇보다 서체의 디자인과 시각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체가 서체를 만든
디자이너의 개성, 도구적 환경, 만들어진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서체
디자인은 한 사회의 문자문화와 미감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연구자가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북한
시각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관계가 있다.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남북한의 관계는 긴장과 완화 속에
서 계속 변화할 것이고,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평화체제가 도래했을 때
남북한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연구에서는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논의에서는 북한 연구의 인식론, 방법론,
이론적 틀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점차 연구 분야의 범위도 넓어졌다.
하지만 분단 이후 냉전과 반공이라는 정세의 흐름과 통제 아래 북한 문화
예술 분야의 연구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연구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그중에서 산업·출판 미술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출판 디자인을 비롯해 북한의 시각문화를 살피는 연구는
북한 삶의 단면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디자인은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과 같기 때문이다. 1 문맹률이 낮은 북한에
서 문자는 당의 이념을 이미지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전 수단으로 사회
곳곳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자 환경에 노출된다. 이를테면 아침 뉴스의 영상과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문화
·
·상징의 변증법』, 서울: 그린비, (1997, 2016 개정
판),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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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에서, 출근 혹은 등교하는 도로와 지하철의 벽신문에서, 출판물의 표지
와 본문에서, 집과 학교, 도시와 농촌, 작업장 곳곳에 배치된 구호와
속보판에서, 혁명사적지의 현판과 자연경관에 새겨진 기념비서예2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북한의 서체와 디자인을 마주한다.
북한 주민은 사상을 뜻과 획으로 구현한 북한의 서체를 바라봄으
로써, 당의 이념과 사상을 읽어낸다. 그리고 서예 강습을 통해 서예 이론가
들이 정립한 서체를 배우고, 소조 활동을 통해 눈과 손에 익힌다. 북한의
디자이너는 학습을 통해 익숙해진 서체 미감을 바탕으로 상표 도안과 상품
포장을 디자인하고, 북한의 주민은 이 제품을 장마당에서 구매한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그려본다면, 북한의 서체 디자인은 다른 어떠한 시각
매체보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한층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체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서체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대적 배경과 도구적 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개인의 개성이 아닌 전체의 부분으로서 작품을 만드는 북한 창작자의
역할과 미술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자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북한 서체의 명칭과 체계의 정립이 1980년대 서예 이론가들에 의해 구체적
으로 이루어진 점과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서체의 육필성이 주목받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북한 서체 중에서도 육필성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캘리그래피 서체와 그 시각문화적 특성을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하였다.

2 “기념비서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한 혁명적서예의 기본형식으로서 정치사상성을 뚜렷이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힘 있는
서예형식이다.” 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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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의 시기적 범위는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3이 만들어진 1945년부터 백두산 명필체가 언론매체에 선전되기
시작하는 2010년대까지이다. 1945년부터 북한은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각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 연구에서는
캘리그래피 서체를 한층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북한에서
캘리그래피 서체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1980년대를 주요
연구시기로 설정하였다.
연구자가 북한 서체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를 1980년대
이후로 추정한 근거는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서예가후비(후진
後進) 육성사업’ 4이 추진되며, 서예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의 서예 개념과 서체의 이론을 체계적
으로 정립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의 서체는 서예서체와 디지털서체(font)를 포함해 총 700
여 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하지만 오광섭이 집필한 『조선글서예』
(2014) 를 살펴보면 북한 서체의 종류는 크게 서사체 여섯 가지, 도안체
세 가지로 총 아홉 가지[그림 1]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최근 700
여 종으로 알려진 북한 서체의 대부분은 주요 서체에서 파생된

3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지시(1945. 9. 20.)를 내렸다.
이에 김일성을 필두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10. 13.)’이 설립되었다. ‘조선공산당 북조
선 분국은
’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통일부 통일교
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통일교육원, 2017. 참조.
4 오광섭, 앞의 책, 2014. p. 37.
5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리용되고 있는 서체들은 지금까지 700여종에 이르고 있다.” 평양인쇄공
업대학 교수, 박사 김사득, “글씨체와 우리생활”, 「로동신문」, 2013. 6.

4

[그림 1] 『 조선글서예』 의 서체분류
출처: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 4.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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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이거나, 새롭게 디자인된 활자체( 디지털서체) 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북한의 서체 중에서 연구자가 캘리그래피 서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의 특수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기인한다.
북한에서 한 번에 손으로 쓴 지도자의 육필서체는 단순한 서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북한의 3대 표준 서체중 하나인 청봉체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필체(해발서체) 를 원형으로 하는 서체라 선전되
고 있다. 여기서 김정숙의 해발서체는 2001년에 김일성의 태양서체,
김정일의 백두산서체와 함께 ‘ 백두산 명필체’6로 명명되었다. 백두산 명필체
는 북한의 서예 이론가 및 서체 전문가에 의해 북한의 특수 필체로 대대적
으로 선전된다. ‘ 육필성’ 을 강조하는 북한 서체의 특성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서체담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북한의 서체 이론은 관련 대학의 교수와 박사, 서예 이론가, 서예
가들의 저술7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서예 이론서에서 ‘손’ 을 중심으로 나눈 서체의 분류 기준은 북한 활자서체·
인쇄체의 명칭과 분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체의 기원과 명칭, 분류
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북한 서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육필성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연구자는 손으로 쓴 ‘캘리그래피 서체’ 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캘리그래피 서체는 첫째, ‘ 손으로 쓰인’ 백두산 명필체와 서예서체,
둘째, ‘손으로 쓰인 필체’ 에 기반을 두고 도안화 및 디지털화 된 활자서체
를 의미하며, ‘ 캘리그래피 서체 디자인’은 서체가 적용된 디자인 사례를

6 백두산 명필체는 북한에서 ‘백두산 3대장군 명필체’ 혹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명필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백두산 명필체로
’ 통일하여 칭하고자 한다.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오광섭, 앞의 책, 2014. 참조.
7 김석철, 『우리붓글의 기초』, 동경: 조선청년사, 1981; 최원삼, 『서예』,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4,
1989 번각판); 최원삼, 『붓글씨』,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5; 최원삼, 『미술』, 교원대학용교과서,
교육도서출판사, 1987; 리광섭최원삼
·
, 『조선글자쓰기』, 평양 :조선문예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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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기존 서체 연구의 대상 선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서체 연구에서는 서예(calligraphy)와 활자(type) 를 분리해 하나의 분야만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면, 연구자는 북한 서체의 전체적인 지형도
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서예(calligraphy)와 활자(type) 두 가지 분야를
모두 살폈다. 즉, 연구자는 서예와 활자라는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북한 서체(letter style)의 형성 과정과 전개 양상을 파악한 후, 그 안에서
‘ 캘리그래피 서체’ 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서체와 관련된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국한되지만, 연구자는 청봉체와 북한의 서예 및 서체를 연구한 선행
연구 및 이차자료를 참조하여 북한 서예술의 큰 흐름을 파악했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체의 담론( 북한의 서체 이론서)8과
캘리그래피 서체의 이미지, 활자서체, 매체에 적용된 사례[기념비서예, 인쇄
매체( 출판·상품), 영상매체(언론)]의 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서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에 관한 수용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의 직관물,9 선전·선동과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법’에 기초해 북한
새터민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의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일·이차자료가 지니는 한계를 북한
새터민과의 면담10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8 김석철, 『우리붓글의 기초』, 평양: 조선청년사, 1981; 최원삼, 『서예』,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4,
1989 번각판); 권종성, 『문자학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오광섭, 『주체서예』,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9 북한에서 당의 이념과 사상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방식. 직관물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사진, 그림, 도표와 같은 시각자료 전반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수자료를 뜻하기도 한다.
10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번호 : IRB No. 1803/003-008.
면담 일시: 2018. 5. 14. 월. 14:00 ~ 16:18(총 2시간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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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의 서체와 시각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문헌자료는 지도자와 당의 교시를 바탕
으로 작성되는 북한 문헌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층 더 객관적인
연구의 분석틀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북한연구방법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
어 온 자료 분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경험적으로 대상의
특성을 도출하는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분석틀로 참조하였다.
근거이론은 1967년 글레이저(Barney G. Glaser)와 스트라우스
(Anselm L. Strauss)가 창시한 이래 두 사람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학파를 이루며 발전해왔다. 연구자는 글레
이저와 스트라우스에게 사사한 제자 캐시 차마즈(Kathy Charmaz)의 저서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11에 제시된 방법을 주요 연구방
법론으로 참조하였다. 차마즈는 저서를 통해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연구
에서는 간과되었던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절차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는 북한의 서체담론을 비롯한 문헌 자료를 차마즈가 제시한
절차를 통해 분석했다. 문장 단위 분석을 통해 초기코딩(Initial Coding)을
하고, 초기코드들의 특성과 관계를 파악해 초점코딩(Focused Coding) 을
진행했다. 12 또한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를 그대로 발굴하고
자, 기본 코딩방법 이외에 내생코드(In Vivo Codes)를 부여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연구의 귀납적 과정은 자칫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을 이중적
잣대13 로 해석하는 연역의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면담 장소: ○○하나센터 상담실, 면담 인원 : 1명 (북한 직관물, 서체 전문가, 북한 새터민)
(이 연구에서 북한 새터민은 ‘취약한 연구참여자 군에
’ 속하므로,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숨김표(○)로 표시한다.)
11 Charmas, Kathy,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서울: 학지사, 2013.
12 도출된 코드는 인용 형식을 취해 내용과 함께 작성되었으며, 코드분석표의 일부는
<부록 2>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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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시각자료( 캘리그래피 서체, 디지털서체(font), 매체 적용 사
례)의 분석은 크게 서예서체의 필법 분석, 활자서체의 형태와 구조 분석으
로 나뉜다. 서예서체의 필법 분석14 은 북한 서체의 시원 이미지가 되는
캘리그래피 서체를 서예 필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활자서체의 형태와
구조분석15은 활자의 조형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다. 이 중에서 백두산
명필체는 필적을 생리학·심리학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필적학(graphology)
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서예서체와 활자서체의 개별사례 전체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청봉체를 포함한 대표 캘리그래피 서체16를 중심으로 서체담론과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북한 서체의 특성을 북한의 서체담론과
구소련 및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이념과 사상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
대상의 문헌과 시각자료에서 산출된 근거만을 바탕으로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에 나타난 시각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3 “북한은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공존·공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생략) 이러한 ‘상황의
이중성과
’ 연구자들의 이념 정향차이가 북한연구에 대한 시각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
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
론』, 파주: 한울, 2003. pp. 31~32.
14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서울사회평
:
론, 2014. pp. 399~433; 배옥영, 『서예 이론과 실기』, 서울:
다운샘, 2003. 참조.
15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서울미진
:
사, 1992; 유정숙, “한글 디지털 바탕체 조형 요소의 변화
와 타이포그래피 특징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타이포그래피 학회, 『글짜씨』, 파주: 안그라픽
스, 2010. pp.389~427. 참조.
16 서예서체 : 청봉체, 붉은기체, 평양체, 물결체, 활자서체 : 청봉체, 천리마체, 3.1월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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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캘리그래피 서체

캘리그래피 서체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 와 서체(書體)의 조합어로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용어이다. 이 연구의 서체 관련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 기준은 ‘손’이다. 이는 북한 서체에
나타난 육필적 특성을 다루기 위함이며, 백두산 명필체를 연구대상에 포함
시키기 위함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캘리그래피 서체라는 용어는 ‘서예를
포함하여 손으로 쓴 필체’ 와 ‘손으로 쓰인 필체를 원형으로 하여 도안화된
활자체 혹은 디지털서체(font)’ 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 캘리그래피 서체 디자인’은 다양한 매체에 적용된 사례(기념비서예, 출판·
인쇄, 구호·선전화, 서예 등)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손으로 쓰인 글씨체’ 를 원형으로 할지라도 도안화된 활자
체와 디지털서체(font), 이러한 서체가 적용된 사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막고, 주된 연구 주제인 ‘캘리그래피 서체’ 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의
주제어로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17 이는 타이포그래피
라는 용어가 점차 넓은 영역의 서체와 디자인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활자(type) 에 기반을 둔 용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캘리그래피 서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이 연구에
서는 ‘ 손으로 쓴 필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예서체, 활자서체, 디지털서
체’ 모두를 ‘캘리그래피 서체’ 로, 다양한 매체의 결과물을 ‘캘리그래피 서체

17 다만 다른 연구자의 책을 인용해야 하는 사례에서는 저자가 사용한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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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캘리그래피와 관련한 서체 용어는
남한에서도 정확한 정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한과 북한의 서체 관련
용어 정의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서예’와 남한의 ‘캘리그래피’
북한의 서예(書藝)는 “글씨에 관한 기술이나 예술을 이르는 말” 18로
정의되고 있으며 붓글, 펜글, 도안체를 포괄한다. 반면 남한의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19로 정의하여 도구의 범위를 ‘붓’ 에 한정한다.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남한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는 용어20는
‘ 단필로 한 번에 쓴 서체’를 의미하는 북한의 ‘ 서예’ 혹은 ‘ 서사체’ 에 해당하
는 용어이다. 남한 『타이포그래피 사전』(2012)에 수록된 ‘캘리그래피’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자와 글의 모양을 손으로 그려서 디자인하는 일 또는 결과물. 타이포그래피에
포함되는 분야이지만 손으로 직접 글자를 그린다는 면에서 구분되며, 글의 형태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한다는 면에서 일상의 쓰기와도 구분된다. 그리스어로
‘아름답다, 필적’을 뜻하는 칼로스(kallos)와 그래피(graphy)가 합성된 단어인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운 필적, 서예, 능서를 의미한다. (생략) 넓은 의미에서
캘리그래피는 도구에 관계없이 즉흥적으로 쓴 육필로, 글자를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기술 혹은 그렇게 묘사된 글자를 말한다.21

1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평양종합인쇄공장, 2007. p. 690.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 ‘캘리그래피라는
’
용어는 서예의 외래어로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캘리그래피를 주제어로 사용하고, 북한 원전의 내용을 설명할 때
‘서예라는
’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21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타이포그래피 사전』, 서울: 안그라픽스, 2012. p. 462.
밑줄은 연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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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에 따르면 ‘ 캘리그래피’ 는 손으로 직접 쓴 육필서체로
타이포그래피와 구분되고, 글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쓰기
와 구별된다. 또한 ‘ 필적, 서예, 능서’를 포괄한다. 연구자가 ‘서예’ 혹은
‘ 서사체’가 아닌 ‘캘리그래피’라는 용어를 연구의 주제어로 사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연구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백두산 명필체가 북한의 맥락에서는
‘ 서예’22의 범주에 속하지만, 남한에서는 ‘캘리그래피’23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남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기본적인 용어
사용에 있어 남한의 기준을 따르고자 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서체’
북한의 『조선말사전』(2007)24 에서는 ‘서체’를 ‘ 글씨체’ 로 정의하고
있으며, ‘글씨체’를 ‘ 써넣은 글씨의 모양새나 형식’ 혹은 ‘ 붓글씨, 철필글씨’
로 정의하고 있다. 남한 『한글글꼴용어사전』(2011)25에서는 ‘ 서체’를 ‘글자의
체제’ 라 정의하고 있으며, ‘ 공통적으로 성격을 갖춘 글자의 양식, 체제,
서풍’ 이라 덧붙여 설명한다. 또한 박병천은 ‘ 서체’가 “ 필사적인 면에서나
인쇄적인 면에서나 공용” 26으로 쓰이는 용어라 설명한 바 있다.
즉, ‘서체’는 남북한 모두에서 ‘ 글자체’ 혹은 ‘글씨체’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되고, 서예와 활자 글씨체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서예서체, 활자서체, 디지털서체(font)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 서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22 펜과 같이 붓이 아닌 도구로도 쓰인 백두산 명필체태양서체
(
, 백두산서체, 해발서체는
) 북한에서
서예의 범주에 속한다. 오광섭, 『주체서예』,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 30. 참조.
23 남한에서 캘리그래피 서체는 ‘손멋글씨라는
’
용어로 순화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24 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2007. 참조.
25 박병천 외 공저, 『한글글꼴용어사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1. 참조.
26 박병천, 앞의 책, 2014.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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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체담론

‘ 서체담론’ 은 넓은 의미로 북한 서체의 역사와 문화적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모든 종류의 북한 문헌자료를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수집한 글 중에서 북한 서체에 관한 이론과 관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글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글의 발행지는 북한을 기준으로 하며,
북한의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중국의 연변과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발행도서를 주요 서체담론 자료로 선택하였다. 또한
서체담론은 북한의 서예학, 문자학, 출판·인쇄과학, 산업미술(디자인)과 관련
된 분야에 종사하는 이론가와 전문가에 의해 쓰인 문헌자료를 뜻한다. 연구
에서는 그 이전의 자료도 두루 살피되, 1980년 이후 집필된 서체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서체담론 단행본 자료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섯 권의 책이 있다.(김석철, 『우리 붓글
의 기초』, 평양: 조선청년사, 1981; 최원삼, 『서예』,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4, 권종성, 『문자학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오광섭, 『주
체서예』,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
사, 2014.).
또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디지털아카이브(digital archive)27와
연속간행물에서 확보한 서체 관련 담론도 주요 연구 자료로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서체담론을 복수적 층위에서 이해하고자, 중국 연변 연구자들에
27 신문: 「로동신문」(1946~2015), 「문학신문」(1956~1967), 사전/연감: 『조선대백과사전』(1995~2004),
『조선문학예술년감』(1994, 1998~2003), 저널: 『과학원통보』(1960~2009), 『문화어학습』(1980~2009),
『민족문화유산』(2001~2009), 『아동문학』(2005~2009), 『역사과학』(1977~2009), 『조선문학』
(1946~2009), 『조선어문』(1988~2009), 『조선예술』(2005~2009), 『천리마』(1977~2009)에 연속간행물
『예술교육』을 추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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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루어진 북한 서예서체 연구를 주요 이차자료로 삼아 북한의 서체담
론을 교차 분석했다.

3) 시원성(始原性)

시원(始原) 은 앞에서 언급했던 근거이론 연구방법 중 내생코드의
방법으로 도출된 용어이며, 남한에서는 ‘ 사물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 28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는 기원(起原) 과 유사하다. 북한의 서체
이론가들은 서예서체부터 활자서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체의 원형을
혁명민족 전통29의 ‘ 시원’ 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
을 시원적 특성, ‘ 시원성’ 이라 표현하고자 하였다.
‘ 시원성’ 은 비단 북한의 서체뿐만 아니라 북한 전 분야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의 시원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30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기점은
김일성의 역사적 행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사회주의 조선’ 의 역사는
‘ 위대한 지도자’ 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북한의 역사관은 다른 기초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9 여기서 ‘전통은
’ 분단 이전의 고전 문화를 뜻하는 ‘민족전통과
’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과
항일혁명을 뜻하는 ‘혁명전통을
’ 포괄한다.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주체서예의 시원과 고귀한
전통”과 같은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이라는
’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영도, 앞의 책, 2008.
p. 15;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파주: 한울, 2006.
p. 235. 참조.
30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선집> 13권, pp.
427~428”, 림학성 외 공저, 『백두산3대장군 혁명력사연구론문집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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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의 역사 시대 구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미술사도 예외
가 아니었다. 김교련이 집필한 『주체미술총서1: 주체미술건설』에서는 주체
미술의 ‘ 시원’ 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주체미술의 시원을 밝힌다는 것은 주체미술의 력사적 흐름이 언제 어디서 시작
되였으며 주체미술의 면모를 갖춘 첫 원형이 어디에 있고 그 혁명전통이 언제
마련 되였는가를 밝힌다는 것을 말한다. (생략) 주체미술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되었다.31

또한 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주체서예의 서체담론에서도 혁명역사
의 전통을 계승하는 ‘시원성’이 강조된다. 책의 저자인 박영도는 주체서예의
시원적 특성을 활용해,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존재를 부각하고, 백두
혈통의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그림 2].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서예로 형상하심으로써 사상적대가 튼튼히 선 주체서예의 력사적 시원을 열어놓으
시었다.32

김형직에서 김일성으로 이어진 주체서예의 시원은 김정일로 이어
졌다.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김정일의 백두산서체가 김일성의 태양서체의
“위대한 계승”33이라 칭송된다[그림 3].

31 김교련, 『(주체미술총서1) 주체미술건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p. 5.
밑줄은 연구자 표시.
32 박영도, 앞의 책, 2008., p. 15. 밑줄은 연구자 표시.
33 “위대한 장군님의 명필체백두산서체
”, 「로동신문」, 2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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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일성의 ‘독립’과 김형직의 ‘지원(志遠 )’
그림 중앙에는 김일성이 “ 독립” 이라는 글을 서예로 작성하고 있고, 뒤의 벽에는 김형직이
썼다고 전해지는 ‘지원(志遠)’이라는 필체가 적혀있다.
출처: 림병옥, 『 주체미술 교육의 빛나는 5 0년』,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7.

[그림 3] 만경대 고향집에서 서예 “ 김일성장군만세”를 쓴 어린 김정일
출처: 김철민, 『 영원한 태양의 해발』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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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서체담론에서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의 시원적
특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북한의 주요 서체인 청봉체, 붉은기체, 물결체,
궁체, 굽은체, 천리마체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청봉체는 백두산
명필체 중 하나인 김정숙의 필체(1936)에 시원을 두고 만들어진 서체라
선전된다. 또한 단군릉이 발견된 1993년 이후 북한의 서체담론을 살펴보면,
‘ 훈민정음’ 이 단군시대 형성된 민족고유 글자인 ‘ 신지글자’ 34를 시원으로
창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특정 서체의 시원 혹은 원형을 설정하고,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서체가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체의 시원과 관련된 내용은
Ⅳ장의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필체를 비롯한 서체가 구체적으로 혁명민족 전통의
‘ 시원’과 결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서체담론에서 서체의
시원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의 권력이 공식화된35 198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북한의 이러한 서체이론 형성 과정과 서술 방식
에 주목해 북한 서체의 ‘ 시원성’을 연구의 주요 용어로 채택하였다.

34 “특히 우리 나라 서예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전부터 써온 신지글자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다듬고 발전시켜 창제한 훈민정음이 나오게 됨으로써 자기의 민족성을 더욱 뚜렷이 하게
되었으며 새롭게 발전할수 있게 되었다.” 오광섭, 앞의 책, 1997. p. 19.
35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통일교육원, 2017. 참조.

17

Ⅱ. 관련문헌 검토

1. 북한연구방법론의 보편과 특수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설정이 중요하다. 북한 연구에서 북한연구방법론에 관한 구체적
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36 1980년대부터는 북한 연구
자료에 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높아
진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의 성찰로 이어졌다.
1988년 송두율이 발표한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은 북한연구방법론에서 ‘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37
이후 강정인, 강정구, 이종석, 김연철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 연구
의 ‘ 내재적·외재적·선험적’ 논쟁에 가담하였다.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이란 지나친 반공의식과 반북의식으로 점철되어온 냉전의 시각을 걷어내고,
북한 사회를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 38하는
관점을 말한다. 강정인을 필두로 하는 내재적 접근 반대론자들은 내재적
접근법의 문제점39을 조목조목 비판하였고, 이에 다시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36 “1970년대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속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
접근이 이루
어지면서 북한 연구의 개념과 방향, 연구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항구
의 「북한연구(1973)」, 고영복의 「북한연구 방향 설정에 관하여(1975)」등이 있고, 각 분야별 북한
연구의 이해와 방향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북한연구학회,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파주: 한울, 2015. p. 12.
37 위의 책, 2015. p. 14.
38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앞의 책, 2003. p. 15.
39 강정인 교수는 이에 대해 1)내재와 외재를 가르는 이분법적 관점 2)무비판적으로 긍정적인 측면
만을 부각하는 점 3)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묵인하는 점 4)내재적 접근만으로 최근 북한의 시장
경제 도입과 정치 다원주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송두율은 내재의 반의어가 외재가 아닌 ‘선험에
’ 있음을 설명하며, ‘내재적 접근법의
’ 핵심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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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며 논쟁이 장기화되었다. 북한을 안에서 볼 것인가, 밖에서 볼 것인
가에 관한 논쟁은 그 승패보다, 기존에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북한의 시각
을 복수적 층위로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논의는 내재와 외재를 넘어, 보편과 특수의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흐름
은 비교사회주의 논의로 연결되었다.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환경에 놓인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모습에
서 같음보다 다름을 발견하기 쉽다. 하지만 서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다름
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쉽게 놓치는
문제점이 생긴다. 북한 연구를 진행하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북한의 다름을 남한의 기준에서 가늠한다고 하여 북한 사회의
기저에 있는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
서 북한의 특성을 오로지 북한만의 독자성으로 오인하여 북한을 이론적으
로 고립시키는 오류를 막고자 했다.
북한 연구에서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은 북한체제
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간과한 북한의 특수성론40
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구갑우에 따르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비교를
하는 것은 “ 사회현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사회에
내재된 “ 인과관계” 41를 찾아 설명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
의 일상을 살펴 북한을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 일상생
활 연구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부터
북한을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북한 연구자들의 성찰과

험적으로
’
북한 사회의 내부를 본다는 점이라 강조하였다. 위의 책, p. 18~19. 참조.
40 “그동안 많은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국가성격을 신정체제,
유일지도체제, 유격대국가체제, 수령체제, 조합주의적 체제, 군사국가 체제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해 왔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앞의 책, 2003. p. 27.
41 위의 책.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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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원적인 연구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인식론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
써 북한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연구의 관점을 교정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의 내부로 들어가 “북한 사회주의가 스스로 제시한 이념( 서체담론)” 과
“경험적 성과(서체)”42를 비교하는 내재적 접근방법론의 일부 관점을
수용하고자 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보편성 속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내재와 외재, 내재와
선험을 가르는 이분법적 제약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북한의
안과 밖을 두루 살피고자 했다. 연구 시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생각의
출발선’ 43을 바로잡고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헌을 읽어내는 방식에서
경험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차용하였으며, 다원적인
방법론을 병행하고자 했다.

2. 서체담론과 디자인의 역사·문화적 맥락
서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체가 형성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회와 역사의 문화적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서체 이론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 서체와 관련된 문헌의 가치는 종종 서체
의 다른 요소에 비해 간과되어 왔다. 연구자는 북한의 서체담론이 서체
연구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기존 타이포그래피 및 디자인 역사 서술 방식에
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비평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체 연구에서 몇몇
42 (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 작성,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앞의 책, 2003. p. 19.
43 “우리를 이해하려면 생각의 출발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
의 사회입니다.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은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하는 것입
니다. (생략)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 사회를 인식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광동, 『더디 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2. pp. 14~15. 위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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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이론가들은 서체의 조형 혹은 개인의 능력과 감각이라는 몇
가지 요소만을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혹은 이론을 서술한 바 있다.
또한 이전의 역사 서술 방식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답습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예컨대 1969년에 초판이 발행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저서 『근대 타이포그래피의 선구자들( Pioneers of modern typography)』은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펜서의 책에서는 엘 리시츠키(El
Lissitzky), 테오 반 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 H.N. 베르크만(H.N. Werkman),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 라슬로 모호이- 너지(Laszlo Moholy-Nagy), 헤르베르트 바이어
(Herbert Bayer),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등을 선구자(pioneers)44 로 명명하
고 있다. 문제는 스펜서가 명명한 타이포그래피 선구자들 대부분이 후속
타이포그래피 연구에서도 반복하여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스펜서는 타이포그래피의 근원을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인쇄사, 서지사, 문화사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기보다, 20세기의
아방가르드 미술 혹은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미술사 혹은 결과
물의 양식에 의존해 타이포그래피 혹은 디자인의 역사를 서술했던 이러한
방식은 비슷한 시기의 타이포그래피사뿐만 아니라 디자인사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서구의 특정 양식에 속
하지 않는 타이포그래피 혹은 디자인 결과물을 ‘ 주’가 아닌 ‘부’ 로 구분 짓
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체와 관련된 생각과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의 저술45은 기존의 조형 양식과 인물 중심으로

44 Spencer, Herbert, Pioneers of modern typography, London: Lund Humphries, c1982 [reprinted 1982].
참조.
45 Kinross, Robin, Modern typography , an essay in critical history, London: Hyphen Press, c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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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되어 오던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킨로스는
식자공과 타이포그래퍼의 역할이 분리되는 17세기부터 현대까지의 타이포
그래피가 지니는 계몽적 특성과 근대성(Modernity)46에 관해 서술하였다.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 관련 저술이 결과물에 관한 얄팍한 감상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며,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다루어야 할 대상에 전환이 필요함
을 강조했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인쇄물과 그 디자인 혹은 활자체
가 아닌, 다자이너의 생각과 담론을 의미한다.
사물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디자인된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자신
이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47 디자인된 서체는 그 자체의 표현
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나 자신이 왜 그렇게 디자인되었는지 말할 수
없다. 결과가 산출된 이유와 배경은 사회적 맥락과 사람의 생각을 읽음으로
써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생각에 더해 킨로스는 모든
형태의 토론, 서술, 논의를 타이포그래피의 근대성을 구축하는 ‘담론’이라
강조한다. 48 이는 결과물을 통해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자 했던 기존의
타이포그래피 서술 방식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물론 킨로스의 저서와 이 연구는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다. 49 킨로스는 철저하게 ‘ 활자(type)’ 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활자의

[reprinted 2004].
46 송명진은 ‘Modernity’를 합리성과 계몽의 기획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근대성으로
’
, ‘Modernism’을
포괄적인 맥락 안에서의 특수한 경향 즉, 20세기 초반의 특수한 문화적, 예술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주의로
’ 해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Modernity를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성질로서,
‘근대성으로
’
번역하고자 한다. 송명진, 「1920-30년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근대성의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참고.
47 “시대는 그 시대가 낳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을 타이포그래퍼에게 부여한다,”
에밀루더, 『타이포그래피』, 서울: 안그라픽스, 2001. p. 20.
48 Kinross, Robin, 앞의 책. 2004. p. 19.
49 킨로스의 저서에서는 명확한 창작자가 드러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체의
’ 원형을 창작한 최초
의 서사자와 도안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 미술에서 창작의 원형과 창작자가 잘 드러나지 않
는 것은 북한 미술 대부분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 ‘개작되며
’
, 변화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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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퍼(typographer)’ 50와 관련 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킨로스의 저서를 비평
적으로 검토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디자인 역사의 ‘서술 방식’ 때문이다. 킨로스는 활자의 담론
을 활자의 결과물과 동등하게 혹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었다. 디자인 결과물
이 아닌 ‘ 담론’ 을 통해 활자의 역사를 비평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비평하고
자 하는 ‘ 대상’ 은 다를지라도, 연구자는 킨로스의 이러한 디자인 역사 ‘서술
방식’ 을 연구에 참고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타이포그래피사 혹은 디자인
사가 지녔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자
는 북한의 서체를 연구하기 위해 북한 서체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헌
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서체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그러므
로 킨로스가 제시한 역사 서술 방식은 북한 서체 연구의 접근 방식과 관점
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근대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비고정적인 하나의 ‘성질’ 로 해석했다. 그는
서문에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글로부터 지금의 저서가
나올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근대성이 지니는 “지속성” 51을 강조했다. 성질
로서의 근대성은 특정 시기와 지역,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은 선구적인 디자인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서체 디자인의
가치를 수면 위로 드러낸다.

다.” 홍지석, “북한미술의 시대구분: 시기별 전개양상,” 서울시립미술관,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
한프로젝트』, 서울: 시립미술관, 2015. pp. 148~149. 김민수 외 공저,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
술 교과목 개발연구: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연구결과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 p. 54. 재인용.
50 활자를 단순히 식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쇄 공정 전반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51 Kinross, Robin, 앞의 책. 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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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서술에서 서체와 ‘ 수용자’ 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자신의 책을 포함한 대부분
의 타이포그래피 역사 서술에서 이러한 지점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한다. 52
연구자는 킨로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에서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 서술의 한계점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체가 북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자는
수용자의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 서체의 일·이차자료를 조사한 후,
북한의 서체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노출되었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북한의 일·이차자료가 지니는 한계를 북한 새터민 인터뷰
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 서체와 수용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킨로스는 필체가 ‘ 활자’ 형성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활자’ 의 역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연구자는 킨로스가
타이포그래퍼의 생각을 포함한 다양한 ‘담론’53 을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를 서술했던 ‘서술 방식’과 ‘ 근대성’ 에 접근하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킨로스의 책에서 간과된54 혹은 다루지 않은 캘리그래피 서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52 “for the major absence, in this book as in all works of typographic history, is the reader or
user of printing.” Kinross, Robin, 앞의 책. 2004. p. 18.
53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퍼의
’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이포그래피의 근대성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이를 테면, 전통적인 캘리그래피의 가치를 중시했던 에드워드 존스턴(Edward
Johnston), 헤릿 노르트제이(Gerrit Noordzij)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문헌자료 전반을 정교하
게 살폈다. 킨로스가 필체에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문헌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한 것은 그가 타이포그래피의 근대성 형성에 미친 인물들의 ‘역할을
’ 중요
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4 킨로스는 영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필사체 부흥 운동(The revival of formal writing)이 타이
포그래피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에드워드 존스턴과 헤릿 노르트제이가 강조했던 ‘필체의
’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소 비평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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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존의 타이포그래피와 역사 서술이 지니는 문제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 연구에서 서체의 담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타이포그래피를 포함한 디자인 연구
에서 제기되어온 조형 위주, 인물 중심, 편향된 디자인 사관의 문제를 넘어,
북한 내부에서 형성된 서체담론을 통해 북한 서체 디자인의 시각문화적
특성을 해석하고자 했다.

3. 북한 문화예술과 서체 연구
1) 북한 서체의 선행연구

북한 서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서예서체,
디지털서체(font) 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서예서체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박병천의 「북한 서예술의 동향분석과 전망」(2001)55, 오명남
의 「북한의 한글 서체 형성과정과 서체 특성: 청봉체를 중심으로」(2001)56 ,
서영근의 「중국 조선민족 서풍형성에 관한 연구」(2008)57가 있으며, 서예서
체와 디지털서체(font) 를 함께 다룬 연구로는 박병천의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한국·북한·중국 우리 민족의 문자를 대상으로」
(2004) 58가 있다. 북한의 디지털서체(폰트)를 다룬 연구로는 박병천의 「남북
한글폰트의 글꼴용어와 조형성에 대한 비교고찰」(2005) 59, 이기성의 「인쇄출

55 박병천, 「북한 서예술의 동향분석과 전망」, 『동양예술』, 제3권, 2001.
56 오명남, 「북한의 한글 서체 형성과정과 서체 특성: 청봉체를 중심으로」, 『동양예술논총』,
제5집, 2001.
57 서영근, 「중국 조선민족 서풍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58 박병천,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한국
-북한-중국 우리 민족의 문자를
대상으로」, 『동양예술』, 제9권, 2004.
59 박병천, 「남북 한글폰트의 글꼴용어와 조형성에 대한 비교고찰」, 『한국어정보학』,
제7권 1호, 2005.

25

판용 한글 코드와 한글 폰트디자인에 관한 연구」(2005)60 등이 있다.
북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서체와 관련된
북한 연구의 일차자료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자료 접근의 제약이 크다.
특히 북한의 디지털서체(font)와 관련된 일차자료는 2000년대 초반에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 및 글꼴 교류 당시 직접 연관된 전문가나 관계자가 아니
고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매하거나 소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남북폰트디자인교류연구회 활동에 참여했었던 박병천은
서예가이자 서체학 전문가로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서체를
함께 조사하여 방대한 양의 서체를 연구하고 정리한 바 있다. 한글 글꼴의
전개 과정을 살핀 박병천의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2004) 은 한글 판본서체의 조형성과 출판서체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선행연구는 불모지에 가까운 북한 서체와 디지털서체
(font)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기성은 남한의 인쇄출판용 한글 코드와 함께 북한의 한글
코드를 설명하고, 1995년과 1996년에 이루어진 남북 한글 코드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명남과 서영근은 북한의 서체가 중국 연변의 한글
서풍 형성에 미친 영향 관계를 서예학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넘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연변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서체를 연구하였다. 특히 오명남의 청봉체
연구는 북한 내부 서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서체사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예학의 측면에서 북한의 서체를 충실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수집할 수 없는 1980년대 북한의 서체담론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주요 이차자료로 검토했다.
서영근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국 조선민족의 서풍이 형성된 배경을

60 이기성, 「인쇄출판용 한글 코드와 한글 폰트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어정보학』,
제7권 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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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영향 관계를 살펴 파악했다. 서영근은 조선민족
서풍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으로 북한의 서예와 서체를 다루었는데, 역사
서술과 함께 서체가 매체에 적용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아울러 서예서체가 디지털서체(font)로 변환된 사례도 간략하게 소개
하고 있다. 박병천(2001), 오명남(2001), 서영근(2008)의 연구는 북한의 서풍
형성 과정을 서예학 측면에서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위의 연구들
을 통해 제한적인 북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북한 서예와
서풍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북한 서예 이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백두산 명필체는 남북한의 상이한 서체 분류
체계61 의 영향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서체를 분과 학문의 범위 내에서만 다루는 일반적인 흐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 연구의 주제를 대상 범위에 한정해 밀도 있게 진행한
결과이겠으나, 서체가 북한의 기준이 아닌 남한 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이를테면, 서예(calligraphy)와 활자(type) 혹은 폰트(font) 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영역 안에서만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함께 다루는 연구에서도 한 서체의 영역이
다른 영역의 서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피기보다는, 각 영역 내에서의
특성을 분리하여 다루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연구에서 북한 서체
의 특성을 대상의 범주를 넘어 북한 사회 혹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서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서체 전문가가
제시한 서체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 서체 연구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61 북한에서 서예는 펜으로 쓰인 서체와 도안체를 범주에 포함하지만, 남한에서 서예는 ‘붓으로
’
쓴
글씨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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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북한의 서예서체, 활자서체, 디지털서체를 명확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북한만의 서체 이론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집필된 북한의 다양한 서체담론을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현 시점에
서는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북한 활자사( 출판·인쇄)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
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북한 서체 관련
이론이 다수 발간된 문자·서예 이론서와 기관지에 실린 서체 전문가들의
글을 바탕으로 북한 서체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체가 형성된 배경을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2) 북한 문화예술(문학예술)과 서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서체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예술(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남한
과 다른 북한만의 서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자는 북한 문화예술(문
학예술)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역사, 민족예술, 미학, 미술 분야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서체의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
의 언어, 서예, 디자인(산업미술), 출판·인쇄과학, 선전물(직관물), 정보통신
분야의 문헌 자료를 조사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남한에서 문화예술이라고 칭하는 시, 소설,
영화, 연극, 미술, 체육과 같은 분야의 예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의 직접
적인 관할 대상에 속한다. 62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이념을 대중에게 전달
62“내각의 문화성과 출판지도국은 물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출판사, 민주조선, 공업출판사 등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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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인간
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의 주체는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한명의 작가로 미적
욕구를 실현하는 것보다, 창작 집단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당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문화예술정책(문예
정책) 은 곧 당의 령도와 정책, 행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3 1970년대 이후
김정일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다양한 문예이론서를 집필하며, 북한에서
는 ‘ 주체문예이론’ 이 정립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
서의 자립, 정치와 국방에서의 자주64 를 표명하는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정립된 문화예술 이론이다.
북한 ‘주체문예이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회주의와 차별화되는 북한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체성(주체성) 은 “사회주
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결합”65함으로써 구현된다. 또한 문화예술의
특성은 ‘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으로 대표된다. 여기서 ‘ 당성’은 당을
향한 충실성을, ‘ 로동계급성’ 은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문화를,
‘ 인민성’은 인민들의 사상에 맞는 예술을 뜻한다. 66 표현의 기법은 사상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그려내는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따른다.67
‘ 문학예술’ 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올바르게 계승 및 발전해야
하며, 방대하고 어려운 문화예술 과업을 빠르고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집체적 역량과 지혜” 68를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창작을 ‘ 빠르게’ 하는 것
소, 만수대창작사 등 주요 문학예술기관단체도 전부 선전선동부 직속이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63 한중모,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참조.
64 통일부 통일교육원, 앞의 책. 2017. p. 35.
65 한중모, 위의 책, 2000. p. 86.
66 한중모, 위의 책, 2000. p. 112.
67 한중모, 위의 책, 2000. p. 177.
68 한중모, 앞의 책, 2000.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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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의 창작원칙인 ‘ 속도전’에 해당한다. ‘속도전’ 은 질이 높은 사상
예술 작품을 단시간에 만들어내는 것이며, ‘ 종자론’ 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작품의 핵”69 으로 통일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창작에서 중요한 핵심은
‘ 인민대중’ 이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어, 문화예술 창작을 대중화하는 데
있다.
북한의 서체 연구와 창작에 관여하는 주체로는 언어와 문자학,
서예, 디자인(산업미술), 출판·인쇄과학, 선전물(직관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당중앙위원회의 전문부서, 국무위원회의
내각에 소속되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필체연구실 혹은 미술부 내에서 서체
연구 및 창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서체 연구와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서예’와
‘ 산업미술’ 분야는 주체미술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의 서체는 기본적으로
북한 ‘ 문학예술’ 과 ‘주체문예이론’ 의 기본적인 원칙과 특성을 따른다. 또한
미술이 아닌 언어, 언론(인쇄공업, 정보통신) 과 관련된 분야도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당의 사상과 이념을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북한의 서체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한 결과, 각 분야별로 북한의
서체를 다루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언어학에서는 문자의 모양(서체) 과 유형을, 서예학에서는 서예의
기초 이론과 서체의 서식, 종류, 필법, ‘ 서사체’ 의 서법, 백두산 명필체를,
산업미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주로 상표 및 포장미술, 마크도안 등에서 사용
되는 ‘ 도안체’ 를, 출판·인쇄 분야에서는 인쇄·공업기술과 활자체, 디지털서체
(font)를, 선전선동(직관물) 분야에서는 직관물에 서체가 쓰인 사례를, 정보통
신 분야에서는 문자입력 프로그램과 디지털서체(font)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여기서 정보통신 분야는 1986년에 설립된 ‘평양정보쎈터’와

69 김정웅,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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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완공된 ‘조선컴퓨터쎈터’를 의미한다. 북한의 중요한 디지털서체
(font)는 두 과학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서체는 크게 서사 방식 즉, 쓰는 방식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손을 이용해 단필(單筆) 로 쓰는 ‘ 붓글씨체(서사체)’ 와 손을 이용해
복필( 複筆)로 그린 ‘그린글씨체(도안체)’ 로 나뉜다[그림 4]. 북한 서체담론에
제시된 서체 분류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Ⅲ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자는 위와 같이 북한의 체제와 주체미술의 특성, 북한 서체의
분야별 개념과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한
의 서체담론과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림 4] 서사체와 도안체(연구자 편집)
(왼쪽 서사체: 청봉체, 오른쪽 도안체: 상표 도안 장식체, 천리마체)
출처: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 4. 김사득, “장식서체의 직관성과
풍만한 정서적표현력”, 「조선예술」, 2003. Nicholas Bon ner, Made in North Korea : Gr aphics From
Eve ryd ay Life in the DPRK, NY: Phaid on, 2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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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서체담론과 디자인의 형성 과정

1. 북한 서체담론의 형성 배경
1) 분단 전후, 한글 서체의 형성과 전개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서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 전후, 한글 서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절에서 연구자는 분단 이전의 한글 서예서체, 활자서체와 인쇄술, 한글
어문 운동의 전개 양상을 두루 살펴 북한의 서체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한글 서체의 역사적 배경을 조망하고자 한다.
한글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창제되었으며,
1446년(세종 28년)에 반포되었다. 다양한 필사체로부터 형성된 라틴알파벳
과 달리, 한글은 하나의 자형(字形) 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활자서체와
서예서체로 파생되었다. 한글은 백성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글자이기에 단순한 조형으로 표현되었으며, 각각의 요소가 동양적
우주관과 자연관을 형상화하였다.
낱소리를 구별해 적을 수 있는 한글은 ‘ 낱소리 글자’ 이고, 초성,
중성, 종성의 글자를 쌓아서 낱글자를 만드는 ‘모아쓰기 글자’이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는 특성은 ‘ 초성+중성’, ‘초성+ 중성+종성’ 과 같은 다양한
모임꼴을 만들어 낸다. 한글 서체가 조형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낱글자의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가 모임꼴 안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띠도
록 다듬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디지털서체(font)를 만들
때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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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전후, 한글 서예서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형성된 한글 서예서체의 종류는 크게 판본체
류, 궁서체류, 일반체류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70 여기서 판본체(版本體)
는 붓글씨로 쓴 서체와 목활자체, 금속활자체 모두를 아우르는 서체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용비어천가』(1445), 『월인천강지곡』(1447), 『오륜
행실도』(1797) 등에 사용된 서체를 뜻한다. 궁체, 궁중서체라 불리는 궁체는
“흘려 쓴 정도에 따라 하위분류로 바른체( 정자체), 반흘림체, 흘림체( 진흘림
체)” 71 등으로 나뉘며, 궁중을 비롯한 장소에서 여성(서간체)과 남성( 등서체)
이 썼다고 알려진 서체를 의미한다.72 일반체는 “판본체, 궁체 이외에 민체,
봉서, 판본필서체, 정음필서체, 선비언필체, 언간체” 73 등의 다양한 서체를
뜻한다. 조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한글이 궁중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도 사용되며, 한글 서예서체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졌다.
분단 이후 문교부에 의해 관전(官展) 의 형태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1949~1981)74가 창립된 남한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에서 ‘ 서書’ 부가 폐지된 것에 대한 “반작용” 75으로 서예부가 공식 부서로
자리 잡았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글 전용정책과 더불어 한글 서예부가 별도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에서
서예는 동양화부와 함께 “ 전통의 수호 혹은 복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76
판본체와 궁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남한의 서예와 달리, 북한에서는

70 박병천, 앞의 책, 2014. p. 62.
71 박병천, 위의 책. p. 46.
72 “궁체는 여성궁녀만이
(
)
썼다는 설, 여성서간체과
(
) 남성등서체이
(
) 동시에 썼다는 설로
양분되어 있다.” 박병천, 위의 책. p. 62.
73 박병천, 위의 책. p. 54.
74 1981년 이후부터는 민전(民展)으로 전환되었다.
75 권영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상아카데미즘”, 『2018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기억매체로서의
이미지: 역사의 재구성』, 서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8. p. 130.
76 권영진, 위의 논문.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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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청봉 숙영지의 구호목과 김정숙의 필체( 해발서체)를 원형으로
한 청봉체가 대표 서예서체로 자리 잡았다. 또한 남한의 판본체( 板本體)와
구별되는 형태의 서체로는 굽은체77가 형성되었다[그림 1]. 궁체는 조선시대
(리조시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닌 부르주아 계급만이 향유했던 고급
문화의 전유물로 여겨져 비판받았으며, 김일성의 필체를 원형으로 하는
붉은기체는 주요 서체중 하나로 널리 선전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북한의
주요 서체는 1980년대 이후 각종 서예전람회와 서예 강습, 소조 활동을
통해 대중화되고 확산하였다.

분단 전후, 한글 활자서체와 인쇄술
활자서체를 중심으로 한글 서체의 형성 과정을 서술한 활자사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부터 대부분의 활자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 1907년까지의 시기를 ‘ 옛활자 시대(1447~1907)’ 78로, 서구식 신식활
자 주조기술인 전태법이 도입된 시기를 ‘새활자 시대(1880~1950 년대 초)’ 로
구분한다. 활자사에서 말하는 ‘옛활자 시대’ 의 서체는 곧 서예학에서의
‘ 판본체(版本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옛활자 시대의 활판 서체들은
목활자와 금속활자 혹은 도자기로 만든 도활자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체
의 형태는 점차 손으로 쓰는 필체의 영향을 받아 창제 초기의 기하학적
형태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다<표 1>.
신식 활자주조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 새활자 시대(1880~1950년
대 초)’ 는 최초로 전태법79을 활용해 제작된 최지혁 서체를 기점으로 한다.

77 “파임획글씨체는 한자의 예서를, 굽은 획글씨체는 한자의 전서체를 본 뜬 서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의 판본체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본다.” 박병천, 「북한 서예술의
동향분석과 전망」, 『동양예술』, 제3권, 2001. p. 20.
78 이용제 외, 『활자흔적: 근대 한글 활자의 발자취』, 서울: 물고기, 2015. 참조.
79 씨자자본가
(
) 찍힌 밀랍틀오목판을
(
) 황산구리 용액으로 채운 전해조(電解槽)에 넣고 전기분해하
여 자모볼록판를
(
) 완성하는 자모 제작 방식.

34

<표 1> 조선초기, 중기, 후기의 판본체 변화
출처: 박병천, 『 한글서체학연구』 , 서울: 사회평론, 2014. p. 78.

최지혁체가 사용된 『한불자전』(1880)은 당시 가톨릭 조선교구장이었던
리델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프랑스
신문사 ‘ 레코 듀 쟈퐁( L’Écho du Japon) ’에서 출간되었다. 천주교인이었던
최지혁은 『한불자전』(1880) 에 쓰인 서체의 원도를 그렸으며, 활자는 일본의
히라노활판소(도쿄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전신)에서 제작되었다.80 이때
서체의 형태는 나무나 금속에 글자를 그리고, 조각한 씨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전의 궁체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지혁체는 1880년부
터 1930년대까지 다양한 출판물에서 활용되었으며, 전태법은 남한에서
80 류현국, 『한글 활자의 탄생 : 1820~1945』, 서울: 홍시, 2015.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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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까지 계속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81
18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근대식 활자는 이후 일본인 상인단
체의 기관지였던 「조선신보」(1881)82 를 비롯해 「한성순보」(1883), 「한성주보」
(1886), 서재필이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신문인 「독립신문」(1896)
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선교 활동 출판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 때 사용된 서체는 각각
사용된 활자본(책) 의 이름이나 제작자의 이름 혹은 활자의 호수83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같은 시기에 근대식 인쇄시설을 갖춘 최초의 인쇄소로는
정부기관인 박문국(博文局,1883)이 그리고 민영 인쇄소로는 광인사(1883),
이문사(1896), 회동서관(1897) 등 다양한 인쇄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1900년 3월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설립된 ‘인쇄국’ 은 1901년에
조폐기관인 전환국(典圜局)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1904년 재무행정 기관
인 탁지부( 度支部) 의 고문이 메가타 수타로(目賀田種太郞)로 바뀌면서 전환
국이 폐지되고,84 전환국 내의 인쇄시설은 모두 탁지부로 옮겨졌다. 일본은
을사늑약(1905) 이후 탁지부에 순검(巡檢)까지 파견하며 철저히 관리·감독하
였다. 이는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쇄물 제작( 주권, 수
입인지, 계획안 및 보고서)85 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일본의 철저한
준비 절차 중 하나였다.

81 “원도활자 시대에 들어서도 부족한 글자는 전태법으로 제작했다.” 이용제, 앞의 책, 2015. p. 28.
82 이종국, “한국의 근대 인쇄출판문화 연구신서적과
그 인쇄출판 인식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편), 『인쇄출판문화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논문집』,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6, p. 99. 송명진, 앞의 논문. p. 63. 재인용.
83 “서양 활자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근대식 조판에서는 초·2·5·8, 1·4·7, 3·6호 등, 배수관계로 이
루어진 활자 크기 체계를 정리했다. 한국에서도 새활자 시대에는 호수제를 사용하였다.” 이용제,
앞의 책, 2015. p. 20.
84 목수현,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 89.
85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인쇄조합사 제 1집 : 1962-1992)』, 서울: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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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영 인쇄소를 비롯한 민영 인쇄소의 인쇄기술과 제반 설비
는 모두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일병탄 이전부터 인쇄업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의 인쇄소는 점차 늘어났고, 조선인 민영인쇄소는 1919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이 시기 남한에 남아있던 인쇄소는 약 25곳이었으며
대부분이 경성에 위치했고, 북한에 남아있는 인쇄소는 평양, 원산, 신의주에
있는 인쇄소 3곳 이었다. 또한 1920년대가 되면서 인쇄소는 남한 21곳,
북한 2곳으로 줄어들었다. 86
1919년에는 일제에 항거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3·1운동은 일본이 무단통치기에 자행했던 민족억
압정책의 일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출판물이 재간행 되거나 새로 제작되었으며,
활판, 석판 이외 “ 콜로타이프와 오프셋이 점차 보급” 87되는 등 인쇄·출판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이 발행되고,
1929년 「동아일보」는 국내 최초로 한글 활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원모는
이 공모에 당선되어 신문사 서체인 「동아일보」 활자 세트를 제작하였으며,
이 서체는 1933년부터 신문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원모체는 신문이
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가독성과 판독성이 뛰어나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명조체에 남아있던 한글 궁서체(혹은 해서체)의 흔적을 지우고,
한자 명조체가 지닌 획의 굵기 대비, 부리의 특성을 한글 서체의 모습으로
완성도 높게 표현했다.
이원모체는 남한에서 1950년대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86 류현국, 앞의 책, 2015. p. 381. 참조.
87 류현국, 위의 책.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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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져 ‘ 순명조’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원모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북한의 3.1.월간체(혹은 명조체)가 1956년 4월 16일부
터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본문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몇몇 글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이원모체를 북한으로 가져가 이를 참고해 노동신문
체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며,88 혹은 이원모의 월북 사실에 관해 언급한
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와 유사한 서체가 1936년 잡지의 제호에서 처음
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서체 유입 경로와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3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원모체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박경서체(혹은 백학성체)는 이후 남한 한글 명조
활자체의 계보89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시기에 오늘날
남한의 대표 본문 서체로 쓰이고 있는 ‘명조체(바탕체)’ 의 명칭이 유입된 것
으로 추정된다. 명조체 명칭의 유입 경로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수입한 사진식자’ 90의 서체를 통해 유입되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명조체’는 1991년에 ‘ 바탕체’ 로 명명되기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한글 대표 본문 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바탕체와 더불어 대표 본문 서체로 사용되는 돋움체(고딕체) 의
원형은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자형이라 할 수 있다. 훈민
정음에 나타난 한글 서체는 오늘날 우리가 설명하는 돋움체와 같이 부리가
없고 획 대비가 거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 형태를
서구식 고딕서체로 표현한 사례로는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에서 간행된
『Nippon』(1843) 과 핸리 새비지-랜도어(Henry Savage-Lendor)가 쓴 『고요한

88 이용제, 앞의 책, 2015. 참조.
89 「월간디자인」, 2003. 10호, pp. 214~215.
90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류현국, 앞의 책, 2015; 이용제 외 공저, 앞의 책, 2015; 유정숙, “한글 디
지털 바탕체 조형 요소의 변화와 타이포그래피 특징에 관 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타이포그래피
학회, 『글짜씨』, 2권, 파주안그라픽스
:
,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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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나라 조선』(1895) 등이 있으며, 한국인에 의해 신식 고딕체가 사용
된 것은 『공산주의 독본』(1920), 『사회주의적 혁명의 건설적 방면』(1920) 등
이 있다. 91 고딕체가 본격적인 활자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본문에서부터이며, 이 시기의 고딕체는 ‘고깃구
체’ 로 불렸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1950년대에 ‘꼬직체’, ‘고직체’, 1970년대
에 ‘ 고딕체’ 로 불리다가 1993년에 ‘ 돋움체’ 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되는 활자서체를 살펴보면, 남한의 대표 본문
서체인 바탕체(명조체) 92에 해당하는 서체가 청봉체이며[그림 5], 남한의
돋움체( 고딕체)에 해당하는 서체가 천리마체(혹은 고직체)이다.
서체 이름

서체 이름

서체 이미지

북한

중국

청봉체

방정 해서체

북한

중국

광명체

방정 명조체

북한

중국

맺힘체

방정 송조체

서체 이미지

[그림 5] 북한의 명조 계열 활자서체: 청봉체, 광명체, 맺힘체 비교(연구자 작성)
출처: PI C폰트집(200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안상수 외, 『 한글디자인교과서』 , 파주: 안그라픽스, 2009.

북한의 명조 계열 서체에는 청봉체와 광명체, 맺힘체 등이 있으며,
이중 청봉체가 남한의 명조, 한자의 해서체와 유사하고, 광명체가 남한의
순명조, 한자의 명조체와 유사하다. 맺힘체는 한자의 송조체와 유사하다.

91 류현국, 앞의 책, 2015. pp. 449~455. 참조.
92 최근 북한의 디지털서체(font)중에서도 남한의 바탕체와 형태가 유사한 ‘명조체가
’ 발견되지만,
남한의 바탕체와 같은 쓰임과 인지도를 가진 서체는 청봉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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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부터는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이 일어나고, ‘ 내선
일체’ 를 강요하는 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되면서 인쇄·출판업계가 점차 크게
위축되었다. 1938년에는 ‘ 국어( 일본어)상용화’ 정책이 시행되며,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에 1940년대의 인쇄물에서는 한글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직공들은 대부분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1930년대 이전
까지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났던 민영인쇄소는 대부분 파산하기에 이르렀
다. 93 1945년 이전까지 한국에 남아 있던 인쇄소는 36곳이었으며, 이 중
북한에 남아있던 인쇄소는 황해도 해주의 교본인쇄소, 십자당, 신흥인쇄소,
계명사, 수문당, 황해도 신천군의 신천인쇄소,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 삼향동
의 동광인쇄소, 함경남도 북청읍의 제일인쇄소, 함경남도 원산의 덕원수도
원 인쇄부 등 9곳이었다. 94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한글 서적과 출판물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인쇄업계도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분단이 기정사실로 되자, 새로운 체제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인쇄업계에서는 급증하는 출판 수요를 충족시킬
인력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고충을 겪었다. 당시 남한에서 가장
시급했던 일은 원부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일제 때
부터 운영되었던 ‘북선제지화학군산공장’의 가동이 늦춰지며 용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분단 이전에는 신의주 제지공장(현 신의주화학섬유공장으로 추정)
의 인쇄용지가 남한으로 공급되었으나, 1946년95을 기점으로 중단되며 남한
의 용지수급난은 갈수록 심해졌다. 남한에서는 차츰 인쇄 기반시설을 갖추
고 안정을 찾아가던 중,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93 류현국, 앞의 책, 2015. p. 376.
94 류현국, 위의 책, 2015. pp. 384~385.
95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앞의 책, 1992.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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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 대부분의 인쇄시설은 파괴되었으며, 그중의 일부는 대구와 부산
등의 피난지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다만 남한은 대부분의 인쇄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인쇄 설비와 기자재의 손실이 곧 남한 인쇄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 북한의 피해규모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평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었던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평양에
집중되어있는 북한의 주요 인쇄시설은 1953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립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인쇄공장인 평양종합인쇄공장은 1953년 11월
에 김일성의 교시로 설립되었다. 이외에 북한 주요 인쇄공장으로는 외국문
인쇄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상표인쇄공장, 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등이
있으며, 대부분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제지공장으로는 신의주화학섬
유공장과 안주종이공장 등이 있다. 북한 인쇄소의 특성은 인쇄물의 내용과
편집의 전 과정이 당의 검열과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약 2만
여 명 이상 되는 대규모 인쇄공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96
북한 인쇄공장은 “ 물만 빼고 모든 기자재를 수입한다” 97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북한의 인쇄 설비는 전반적으로
1960년대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를 사용해 낙후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최근 새로운 기술 및 자재가 도입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김책공업대학
과 평양인쇄공업대학과 같은 인쇄공업 전문대학을 설립해 인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북한에 최초로 인쇄 관련 연구 기반시설이 건립된 것은 1961년에
설립된 출판인쇄과학연구소로 추정된다. 출판인쇄과학연구소는 북한
인쇄공업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고, 장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
로 평양시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 제판, 인쇄, 제책, 인쇄잉크, 자동화,
96 대한인쇄문화협회, “분석2-북한의 인쇄산업현황”, 『프린팅코리아』, 제24권 6호, 2004. p. 82.
97 대한인쇄문화협회, 위의 논문.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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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실과 인쇄기술부분을 담당하는 사업부서, 연구
결과를 테스트하는 시험공장” 9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87년에 대학
으로 승격된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는 산하기관으로 인쇄재료연구실, 인쇄공
학연구실과 더불어 ‘필체연구실’ 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출판인쇄과학연구소의 ‘글씨체연구실’과
평양인쇄공업대학의 ‘ 필체연구실’ 이다. 박병천은 「북한 서예술의 동향분석과
전망」(2001)에서 서예가 부흥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각 미술대학에
서예 강좌와 학과가 개설되었으며, “ 만수대 창작사와 출판총국연구소, 인쇄
과학연구소 등에 서예실이 개설”99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주요 인쇄 관련 기관에 독자적인 서예실 및 ‘서체’ 분과가
개설된 시점을 1980년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출판인쇄과학연구소의 ‘글씨체연구실’ 과 평양인쇄공업대학의
‘ 필체연구실’ 내부에서 발간한 연구와 논문의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출판인쇄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편성리론과 실천』(1966)은 1980년
대 이후 정립된 북한 서체 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책
에서는 활자서체를 인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100로서 다루고 있으며,
서체의 종류를 호수(포인트)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서체로는 ‘ 명조체, 청조체, 송조체, 궁체, 예서체,
초서체, 반초서체, 철필체, 각고직크체, 환고직크체’ 101 등이 있다. 북한에서
청조체와 고직체의 명칭은 1970년대를 거치며 청봉체와 천리마체(고딕체)로
변화하고, 1980년대에 서예 이론가를 통해 정립된 서체 체계에 맞춰
1988년, 전면적으로 명칭 및 분류가 개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점은

98 북한지역정보넷. 참조.
99 박병천, 앞의 논문, 2001. p. 24.
100 김응섭, 『편성 리론과 실천』, 평양출판인쇄과학연구소
:
, 1966. p. 45.
101 김응섭, 위의 책.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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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리론과 실천』(1966) 에서 서체를 장정과 인쇄를 위한 하나의 ‘ 도구’ 이자
‘ 재료’로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60년대 북한의 출판 및 인쇄
관련 분야에서 서체를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편성리론과 실천』(1966) 에서는 서체의 명칭과 설명을
간략히 나열할 뿐, 서체의 형성 과정 혹은 서체의 개념, 명칭의 유래, 서체
의 분류 및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남한과 북한의 전산 시스템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면서 DTP(desktop publishing)가 보편화되고, CTP(Computer
To Plate)기술이 인쇄업계에 도입되었다.102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서체(font)
제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활자서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서체(font)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활자를 비롯한 남북
한의 한글 디지털서체(font)는 크게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래픽체류, 필사체
류103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서체를 묶어, ‘ 서체 가족’ 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단 전후, 한글·조선어 운동과 정책
북한의 서체는 북한의 어문정책과 ‘쓰는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북한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말을 다듬어 ‘ 한글 가로 모아쓰기’ 방식을 취하
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곧 북한 서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북한의 ‘ 쓰기방식’ 이 형성되는 배경을 일제강점기부
터 형성된 한글운동과 조선어문회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 이후 무단통치시기에 배움 및 발언,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
한 한반도에서 민족적 반발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대상은 단연 언어였다.
언어의 자유는 억압하면 할수록 강한 민족성을 띠었으며, 한글운동은 곧
102 강진규, “북한 컴퓨터 인쇄 체계 도입”, (검색일: 2018. 5. 2. http://www.dihur.co.kr/321).
103 박병천, 앞의 책, 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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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운동과 연결되었다. 104 주시경은 ‘한글 새로 쓰자는 말’ 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청춘』(1916)에 게재하며, 한글 풀어쓰기, 가로쓰기,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쓰는 방식과 같은 ‘ 한글 바로쓰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1921년에 창립된 ‘조선어연구회’ 는 주시경의 앞선 한글 운동과
학술 활동의 흐름을 계승하며,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105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조선어연구회는 1942년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기까
지 ‘ 한글날(가갸날)’ 제정, 「한글」(1927) 창간, 사전 편찬을 위한 「한글 맞춤
법 통일안」(1933) 제정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조선어연구회
의 이러한 활동은 일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던 한글운동을 전 국민적
층위로 끌어올렸으며, 그동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한글 연구를
집대성해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45년 8월에 조국이 해방 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던 ‘ 조선어학
회’ 106의 회원들은 다시 모여 학회를 재건했다. 이전과 같이 다시 간사장을
맡은 이극로는 우리말(한글)을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한글
학회의 주요 임무임을 공포하고, 교육과 서적 출판, 한글 강습회를 활성화
하는 일에 바로 착수하였다. 107 하지만 실질적 대표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선어학회의 원칙을 분명히 해왔던 이극로
는 1948년 건민회 대표로 김구와 함께 평양을 방문한 이후 남한으로 돌아
오지 않았다.108
이극로는 북한에서 내각 부수상을 역임한 홍명희와 조선광문회(朝

104 고영근, 「이극로의 사회사상과 어문운동」, 『한글인물사연구』, 제3권, 2006. 참고.
105 창립 규칙 제2조, 이응호, 「《조선어 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 『어문학 통권』 제40호,
1980. p. 51.
106 ‘조선어연구회(1921)’는 ‘조선어학회(1931)’, ‘한글학회(1949)’로 명칭이 바뀐다.
107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17.
108 고영근, 위의 논문, 2006,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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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光文會) 109 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한글학자이자, 해방 이후
북조선노동당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두봉110과 함께 북한의 어문 정책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극로가 민간단체로 결성한 ‘조선어문연구회’ 는
후에 북한의 내각 산하기관인 교육성으로 이전되었다. 이어 북한의 어학전
문지인 『조선어연구』(1949) 가 창간되었다. 이극로는 『조선어연구』(1949) 의
창간사에서 ‘마르크스·레닌의 세계관에 입각한 철자법, 문법, 사전의 편찬’,
‘ 비과학적이고 관념론적인 경향을 배격하는 방향의 어문정리사업’, ‘과학적
법칙과 유물론적 세계를 실천’, ‘ 조선어문에 관한 교양 및 연구 자료의
출판’ 111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항목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밝혔다.
국어학과 언어학을 구분하는 남한과 달리, 일반 언어학과 개별
언어학을 구분하지 않는 북한에서 언어학은 주체언어 이론이 형성되는
1960년대 이전까지 ‘마르크스·레닌’ 언어학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 조선어문연구회’ 를 비롯한 조선어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어문정책이
수립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5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 문맹퇴치운동’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자
폐지’, ‘ 말 다듬기 사업’, 「조선어신철자법」 제정 등이 있다. 하지만 추진되
었던 모든 사업과 정책이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은 1920년대 조선에서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
되었던 ‘ 문자보급운동’과 조선어연구회의 ‘ 한글운동’, 1930년대의 ‘ 브나로드(v
narod)’ 112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해방 당시

109 1910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한국 고전 간행 단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10 “해방 후 북한의 조선어 연구자로 이극로(1893-1978)와 김두봉(1889-1958) 그리고
홍명희(1888-1968)는 북한 언어와 문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한자 폐지와
’ ‘조선어 전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사와 활자인쇄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류현국, 『한글 활자의 은하계』,서울: 윤디자인그룹, 2017. p. 133.
111 고영근, 앞의 논문, p. 369.
112 “‘민중 속으로라는
’
러시아 말로, 1870년대 러시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농촌
계몽 운동의 뜻을 딴 말”, 이응호, 앞의 논문.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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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맹률이 81.3% 113에 다다른다고 밝히며, ‘문맹퇴치운동’ 을 가장
시급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광범한 군중을
‘ 각성’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 속에서 문맹퇴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114라고 말하며 문맹퇴치사업을 중요한 ‘ 역사적 과업’ 으로 강조했다.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도, 시, 군별로 체계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1차(1945.11.~1947.3.), 2차(1947.4.~1948.3.), 3차(1948.4.~
1949.3.)115 총 세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북한은 3차 운동이 끝난 1949년에
단계별 문맹퇴치 달성률이 100%라 밝히며, 문맹의 ‘완전한 퇴치’를 자부했
다. ‘문맹퇴치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제정·공포되었던 「조선어신철자법」
(1948) 은 당시 김일성대학의 총장이었던 김두봉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
었으나, 어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폐지되었다. 116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맞춤법과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
서 발표한 ‘ 한글맞춤법통일안’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
「조선어신철자법」(1948) 의 머리말에서는 새로 제정된 철자법이 남한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비평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어,
남한의 맞춤법과 북한의 맞춤법을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어신철자법」(1948) 에서는 한자의 폐지와 문자개혁( 가로 풀어쓰기) 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극로 또한 주시경의 ‘ 가로 풀어쓰기’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김두봉의 문자개혁을 지지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 김두봉이 실각된 이후
다른 어문학자들과 함께 문자개혁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어신

113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235.
114 『김일성저작집 1권』, p. 424. 김창호, 위의 책, 1990. p. 236. 재인용.
115 “함경북도에서만 하여도 이 돌격운동기간에 신문보도 895회, 방송 344회, 순회강연 1,737회,
연예공연 3만 587회를 각각 진행하였으며 포스타 78만 3,962매를 발간하였다.
(<교원신문> 1948.5.19.),” 김창호, 위위 책, 1990. pp. 242~243.
116 이대성, 「광복 직후 북한의 문자 정책」, 『인문과학연구논총』, 2016, 제37권 1호. 201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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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법」(1948) 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문제점은 추가된 새 문자 6자를
비롯해, “언어의 소리를 제단하고, 언어를 바꾸려”117했다는 점이었다.
김일성은 문자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118 이에 북한에서는 ‘풀어쓰기’
형식을 제외한 ‘가로쓰기’의 형태만이 남았으며,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956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신문에
가로쓰기를 도입하였다.
「조선어신철자법」(1948)과 달리, 북한에서 ‘ 한자 폐지’ 는 ‘문맹퇴치
운동’ 과 함께 중요하게 추진된 사업 중 하나였다. ‘ 문맹퇴치운동’ 을 3년 만
에 완수하고자 했던 북한에서 한자의 폐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한자
는 일제의 잔재이자, 지배 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는 봉건의 잔재로 여겨졌
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북한의 문자정책을 연구한 이대성은 북한에서
1964년까지 한자를 병기한 사례가 발견119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 한자 폐지’ 가 ‘문맹퇴치운동’ 과 달리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자의 폐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한글이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다수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익숙해져버린 한자와 일본식 표기를 단기간에 폐기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북한에서는 한자식 표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순 한글 말을 고안해야 했고, ‘ 한자 폐지’ 와 동시에 ‘말 다듬기 사업’
을 병행하였다.
‘ 한자 폐지’ 정책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 말 다듬기 사업’ 은 한자

117 이대성, 앞의 논문. p. 61.
118 “문자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략) 그러나 문자 개혁을 하더라도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오른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2』, 서울: 녹진, 1991. p. 176. 이대성, 위의 논문. p. 62~63. 재인용.
119 이대성, 위의 논문. p. 55.

47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의 공백을 메우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 말 다듬기 사업’ 의 성공 여부가 곧 ‘한자 폐지’의 성공 여부와 맞닿아 있었
기 때문이다. ‘ 말 다듬기 사업’ 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언어 문화 운동을 연구한 이정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재 10만 여개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5만여 개를 다듬고, 2만 5천 개 정도가
정착되었다.120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한글을
다듬는 일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1970년대 이전
까지 조선어문연구회와 전문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되었던
북한의 어문운동과 정책은 북한의 문법, 맞춤법과 같은 ‘ 어문 규정’ 과 함께
글을 구성하는 ‘쓰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정일은 1977년에 북한의 핵심지도부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와 나눈 담화에서 “우리는 글을 전문가들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쓰지 말고 누구나 다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121 라고 말하며 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 글’의 내용은 당의 사상과 이념이며, ‘ 누구나’ 는 인민대중
을 의미한다. 또한 글이 알기 쉽다는 것은 한자나 외래어가 아닌 순 한글
로 다듬어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한글은 주시경, 이극로, 김두봉과 같은 많은 어문 학자들
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자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반영한 ‘ 가로쓰기’ 를 유지
했고, 다만 풀어쓰지 않는 모아쓰기의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한글
가로 모아쓰기 형식은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당의 이념과 사상을
인민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지도자의 뜻을 담고 있었다.

120 이정복,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배달말』, 제 55권, 2014. p. 177.
121 김정일,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7년 12월 12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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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문자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의 형태인 서체가 다양하게 사용됨을 의미한다. 북한 서체의 형태는
다양한 장소와 목적에 맞도록 변화되었으며, 정교화되었다. 또한 한자의
폐지를 통해 한자의 쓰임을 억제하고, 쓰는 방식에서도 한자의 방식이 아닌
한글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새로운
서체의 형태와 쓰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모범적 전형으로 여겨
지는 지도자의 필체와 연관되었다. 북한에서는 이처럼 사상과 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글 전반의 어문 형식과 쓰는 방식
을 정립해나갔다.
이 절에서 북한 조선어문연구회의 활동과 어문정책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북한의 한글(조선어) 사용에 관한 의미와 상징성을 짚어내기
위함이었으며, ‘ 문맹퇴치운동’, ‘ 한자 폐지’, ‘말 다듬기 사업’과 더불어 ‘가로
모아쓰기’ 와 같은 쓰는 방식을 살핀 것은 북한의 어문 정책이 곧 서체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구자는 북한 서체
형성의 기반이 된 분단 전후의 한글 서체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서예사,
활자·인쇄사, 한글 어문운동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역사와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분단 이후 북한의 서체가 사상과 결합하게
되는 배경을 살피고, 그에 따라 서체의 분류와 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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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성 구축과 서예의 대중화

이 절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서체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서체와 결합하는 북한의 사상 즉, 혁명전통과 민족전
통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청봉체와
붉은기체, 물결체 등의 주요 서체가 혁명민족 전통에 시원을 두고 형성되었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서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혁명민
족 전통의 형성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북한 서체담론에서 서체를 특정 전통의 시원(始原) 과
결부하여 서술하는 특성을 ‘ 시원성’ 이라 명명하고자 하며, 북한 주체미술의
시원이 되는 혁명전통과 민족122전통을 살펴 북한 서체가 시원성을 띠게 된
역사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상을 반영한 수단으로 서예가 대중
화되는 1980년대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원삼은 김일성의 필적이 곧 ‘혁명적 서예’의 시원을 열었다고
역설하였다. 항일혁명투쟁 시기를 상징하는 ‘혁명적 서예’는 다른 북한의
혁명미술과 함께 북한의 혁명전통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 전통’ 은 분단 이전의 고전 문화를 뜻하는 ‘ 민족전통’ 과 더불어 사회
주의혁명과 항일혁명을 뜻하는 ‘혁명전통’123 을 포괄한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민족문화예술, 건축, 미술을 비롯한
주체미술의 역사시대 구분은 북한 사학계에서 정립한 주체 역사관을 근간
으로 한다. 1960년대 북한의 역사 시대 구분은 마르크스적 유물사관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인민 대중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상승을 주요
122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 일반적으로 주체 민족을 뜻하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는 민족은
분단 이전의 ‘한민족을
’ 뜻한다.
123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령도밑에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되였으며 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할 전통,”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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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아 설정되었다. 하지만 주체사상이 공식화되는 1970년에 이르
러서는 이념에 맞는 새로운 사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역사에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김일성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124 의 역사적 행보였다.
백두혈통의 혁명 활동은 북한 역사의 시대를 구분 짓는 주요한 척도가 되
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혁명 활동은 “현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125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26년 10월
만주의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위해 결성한 ‘ 타도제국
주의동맹( ㅌ·ㄷ동맹)’ 을 북한 현대사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김형직을
근대와 현대의 과도기를 잇는 근대사 중심인물로 서술하였다. 현재 북한의
시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고대 노예제사회(기원전 30세기 고조선, 기원전 5세기의 구려·부여·진국)
- 중세 봉건제사회(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 근대 반침략·반봉건 부르주아 민족운동기(1860년대~1919년)
- 근대에서 현대로의 과도기(1919년~1926년)
- 현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운동기(1926 년~1947년 2월)
- 현대 사회주의 혁명기(1947년 2월~1958년 8월)126
- 현대 사회주의 건설기(1950년대 후반~1980년)
- 현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기(1980년~현재)127

124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주체사관을 정립하기 전 김형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형직의 조부인 김응우는 “1860년대 투쟁 중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지도를 맡은 인물”로
서술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의 역사학(1)』, 서울: 남북역사학논총, 2002. p. 320.
125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같은 곳.
126 1947년 2월은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창립된 시기이며, 1958년 8월은 천리마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12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325.

51

이렇듯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해 새롭게 정립된 북한의 주체사관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기반을 이루었다. 사상과 경제, 정치에서의 자립을 추구
하며 발전되어온 주체사상은 1970년에 공식화되면서 북한의 사회와 문화
면면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문화예술은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통해 실현되었다. 1980년대부터 공식
화된 주체예술과 문예이론은 혁명전통과 더불어 민족성에 기반을 둔 민족
문화예술정책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북한의 역사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북한
의 민족전통이 주목받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대 사회주의 혁명기(1947년 2월~1958년 8월)’ 에 북한은 사회주
의 국가의 적극적인 원조128아래 구소련과 중국, 동유럽 예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를 주요 미술 표현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조선화의 전통을 계승할 것과
관련한 교시를 내리며, 문화예술을 ‘ 주체적’ 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민족의 주체성을 사회주의의 형식으로 그려내는 주체미술의
초석이 다져졌다.
주체성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서 민족전통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었다. ‘ 현대 사회주의 건설기(1950년대 후반~1980년)’ 에 나타
난 북한 민족문화예술정책은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헌법’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강조
되는 민족문화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허무주의,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복고주의, 부르주아 문화를 전파하는 제국주의를
모두 배격하는 데 있었다. 김일성의 민족문화정책 노선을 이어받은

128 “우리의 매개 성과는 (생략) 위대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사심 없는 지지와 원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일성, 『전후 인민
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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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주체문예이론의 정립에 힘쓰는 동시에
조선화의 보급, 전통악기의 개량, 민요의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했다.
‘ 현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기’ 에 해당하는 1980년 이후부터 북한에
서는 민족성이 당의 이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9년 김정일의 「조선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29 담화는 민족문화예술에 관한
북한의 관점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주체사상, 주체문예이론, 조선민족제일
주의로 점철되는 북한의 문화예술사상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다.
다만 정체성과 민족성, 전통에 관한 관심은 북한뿐만 아니라 구소
련의 문화예술에서도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였다. 구소련에서는 레닌의
이미지 외에 러시아의 민속수사학130 상징들이 선전화에 함께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예술에서는 구성주의를 ‘ 형식주의’ 라 비판하고, 다시 “ 역사주
의로 회귀” 131 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
로 공유되었던 이러한 역사주의132는 지역이 지니는 특수성과 결합되어
전혀 다른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결과물을 낳았다.
김일성의 민족문화예술정책과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북한의 전통은 재발견되었으며, 새롭게 해석되었다. 이러한

12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민족문화유산』,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1. 제4호.
130 김정희, “포스터 속의 레닌 이미지에 나타난 레닌과 스탈린 시대 권력의 도상학”, 『서양미술사
학회논문집』, 제 15권. 2001. p. 89.
131 “소련에서 형식주의의 비판이 자신들의 고유 건축문화인 서구 역사주의 양식으로 회귀를
가져왔다면, 북에서는 이것이 전통건축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창모, “민족을
표방하는 남과 북의 건축”, 『공간과 사회』, 제28권, 2007. p. 162.
132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민족문화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 내용을 주는 것이다.”
이웨쓰딸린
. .
,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적 제과업에 관하여』, 이웨쓰딸린 저작집, 7,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56, pp.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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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을 구현할 새로운 예술로 주목받은 분야
가 바로 ‘ 서예와 서체’ 133 였다. 북한의 한글 서체 형성 과정을 살핀 연구자
오명남은 북한의 몇몇 미술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북한에서 서예가 본격적
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가 1981년의 일이라 설명한 바 있다.134
1980년대 이전의 북한 서예는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6개 분과
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135 다른 미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예술 분야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서체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평양
미술대학에 서예 분과가 생겨나면서 북한에서는 서예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기 시작했다. 또한 김정일이 『미술론』에서 서예를 “뜻과 획의 예술”136로
명명하며 서예는 명실상부한 주체미술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예가 부흥하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서예이론의
정립이었다. 그동안 출판·인쇄 분야와 문자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서체의 명칭을 정리하고, 서체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했
다. 이에 최원삼, 오광섭과 같은 서예 이론가를 중심으로 북한 서체의 명칭
과 분류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연구된 부분은 북한 지도자의 필체였
다. 김정일은 1985년 10월 4일 평양미술대학에서 아버지인 김일성의 필체
를 연구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137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1985년 이후

133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예 분야이다,” 전영선, “민족문화”,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역락, 2006. p. 292.
134 또한 1980년대부터 북한의 서예가 민족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주목받게 된 과정에서 김하경이
라는 평양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 학생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새터민
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오명남, 앞의 논문. pp. 51~52.; 림병옥, 앞의 책, 1997.
p. 2.
135 박병천, 앞의 논문, 2001. p. 24. 참조.
136 김정일, 『미술론』, 펑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1.
137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필체를 연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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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서체담론에 구체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체서예의 시원은
김일성과 김형직의 필체로 자연스럽게 정립되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서체
도 각각 혁명민족 전통에 원형을 두고 서술되어 시원적 특성을 띠게 되었
다[그림 6].
혁명전통 시원
원형:

민족전통 시원

원형:
김일성의 글발

김정숙과 청봉 숙영지의
구호문헌 글발

(반일인민유격대)

청봉체

붉은기체

원형:
이조흘림체

원형:
궁체

물결체

궁체

[그림 6]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에 시원을 두었다고 서체담론에서 선전되는 주요 서예서체(연구자 편집)
출처: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 전국서예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138라는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북한의 범 체제적 서예 문화 활동에 관해 적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학급이나 공장의 소수가 아니라 북한의 온 주민이 서예 활동에 매진하고
림병옥, 앞의 책, 1997. p. 2.
138 “8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서예 강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나라 서예를 보기
좋고 다양하게 발전시킬 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과 서예를 대중화할 데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서예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국서예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로동신문」,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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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서예 활동이 당 정책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이 기사에서는 전국서예 강습에 참여하는 대상을 상세히 적고 있다.

전국서예강습에는 여러 단위의 서예전문가, 산업미술가들, 공장, 기업소의
미술원들, 서예애호가들,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의 지도교원들, 초급
및 고급중학교들의 서예소조지도교원들, 유치원교양원들이 참가하고 있다.139

위의 기사에서 밝힌 참여 대상에는 서예 전문가 뿐 아니라 남한의
디자이너에 해당하는 산업미술가와 공장 기업소의 미술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 주목할 부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전 학년의 교원들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급 및 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서예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상교육은 어린이 교육을
가장 중시하며, 어린이를 곧 체제의 미래로 생각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칠 교원을 대상으로 서예를 가르친다는 것은 서예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인원을 통솔하며 가르치는 강사진은 “인민예술가 박승환,
만수대창작사 실장 공훈예술가 천동훈, 서예가 리명철, 평양미술대학 교원
리학만 동무를 비롯한 서예 전문가들”이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평양미
술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서예가와 전문가 다수가 강사진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서예 강습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다양
한 음악, 미술,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의 문화예술소조 활동140이 장려된다.
하지만 서예 강습과 소조의 강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서예 강습이
단순한 교양 활동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예 강습

139 앞의 신문과 같은 면.
140 “소조(小組)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예복습이나
·
실험
실습, 연습 등을 하는 일종의 동아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대중문화 교양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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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어지는 서체의 종류는 ‘청봉체 바른글씨, 반흘림글씨, 흘림글씨,
붉은기체, 평양체, 물결체, 궁체, 굽은체’ 등의 서사체와 ‘ 천리마체, 3.1월간
체, 장식체’ 등의 도안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그림 7]

서예 강습 중인 북한 사람들

출처: “北 전국서예강습 진행”, 통일뉴스, 2013. 8. 17. (검색일 : 2 018. 5. 13.)

북한에서 서예 강습은 서예를 통해 정신과 몸을 가다듬는 문화예
술 활동인 동시에 선별된 서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학습의 장이다. 서예
전문가에서 유치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참여 인원들은 직업과 지위에 무관
하게 같은 서예를 배우고, 똑같은 도안체를 연습한다. 여기서 동일한 서체
를 반복해서 ‘쓰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통해 서예는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북한에서 문화예술의 대중화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힘
있는 창조자로, 그 참다운 향유자”141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예술가가

141 한중모, 앞의 책.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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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술가를 창작자로 교화하는 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 건설의 운명
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142로 인식된다. 사회주의 예술에 있어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예술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 계급성’ 을 인식하고,
인민 속에서 생활하며 인민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 인민성’ 을 체화해야
만 한다. 143 또한 자신의 예술로 하여금 대중에게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
을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이 다시 생산적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유치원의 어린이에서부터
공장의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은 혁명적 서예를 실현하는 잠재적
예술가로 인식된다.
쓰기와 그리기를 포함하는 서예는 북한에서 중요한 사상 교화의
한 측면을 맡으며,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반영으로 2001년에는 각종
서예 경연과 전람회에 ‘ 지원상’이 신설되었다. 여기서 “뜻은 원대해야
한다” 144는 의미를 지닌 ‘ 지원(志遠)’ 은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이 쓴 필체를
일컫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00년대부터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김형직
의 ‘ 지원’을 혁명서예의 시원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에 서예 이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백두혈통의 필체
에 관심을 쏟으며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한 연구 성과로 2001년 4월,
북한에서는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의 서체의 ‘ 태양서체’ 로, 김정일의 서체를
‘ 백두산서체’ 로, 김정숙의 서체를 ‘ 해발서체’ 로 명명하였다. 이에 관해 『조선
서예발전사』(2008) 를 집필한 박영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42 한중모, 위의 책. p. 316.
143 “우리가 작가, 예술인들은 항상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
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의 원천을 찾아 낼 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서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
여>,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17~18쪽. 경남대
학교 북한대학원, 2006. p. 46. 재인용.
144 전영선, 앞의 책, 2006. p. 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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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3대장군의 명필체를 명명하게 됨으로써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서예전
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 고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서예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맥박치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주체적서예로 더욱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다.”145

2000년대 이후 명명된 백두산 명필체는 서예서체와 활자서체를
아우르는 북한 서체의 중요한 시원이 되었다. 북한의 주체미술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올바른 전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데, 백두산 명필체가 바로 주체서예의 사상적 본보기로 선정된 것이다.
백두산 명필체 중 하나인 해발서체를 원형으로 한 청봉체와 이외의 다양한
서체들은 북한의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을 반영한 ‘ 혁명적 서예’ 로 서체담론
에 서술되고, 서예 강습과 소조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삶 속으로 퍼져나갔다.

2. 북한 서체담론의 전개와 캘리그래피 서체
1)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북한의 서체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
로 서체의 명칭이 구체화되고 분류가 이루어지는 등 이론 정립이 시작되었
다. 이 절에서는 서예 및 문자 이론서에 나타난 북한의 서체담론을 살펴
1980년대부터 형성된 서체의 개념과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발행된 김석철의 『우리 붓글의 기초』
(1981) 146는 서예 이론서라기보다 서예교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책은 기본

145 전영선, 앞의 책, 2006. p. 54.
146 이 책은 일본 조선청년사에서 발행된 것으로, 재일 총련 애국사업에 기여하고자 집필되었다.
김석철은 머리말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 지칭하고 있어 그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의 소속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공화국을 통해
“수많은 출판물과 기념물”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1981년 당시 조총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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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서예를 쓰는 자세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김석철은
머리말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수록된 교시의 내용은 1980
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발간된 다른 서예 이론서에 실린 내용과 사뭇
다르다. 김석철은 머리말에서 북한의 서예가 ‘선조들의 붓글’을 통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그 예로 석봉 한호와 추사
김정희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서예를 우리 민족이 이룩해온 전통적인
민족예술의 하나라 설명하며, 서예의 전통성을 강조한다. 인용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도 이러한 민족적 전통성을 뒷받침한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며 커다란 힘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말과 글을 응당 자랑해야 하며
사랑하여야 합니다.》147

또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서체가 구호나 표어, 표창장, 편지, 출판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서예의 실용적 특성을 강조한다.
책에서는 북한의 서체를 한자 해서에 준하는 정자체와 행서에 준하는 흘림
체, 흘림체중 하나인 궁체, 예서체, 전서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
자가 중국의 서체 분류에 따라 북한의 서체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훈예술가이자 평양미술대학의 서예강좌장을 역임한 최원삼은
서예가 주목받기 시작한 1982년 이후부터 『서예』(1984), 『붓글씨』(1985),
『미술』(1987), 『조선글자쓰기』(1988)을 연이어 집필148하였다. 이와 같은 저
술들이 집필되며 북한의 서예학에서는 서체담론과 체제의 정통성을 연관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 내부의 상황에는 시차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7 김석철, 앞의 책, 1981. p. 2.
148 최원삼, 『서예』,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4; 최원삼, 『붓글씨』,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85;
최원삼, 『미술』, 교원대학용교과서, 교육도서출판사, 1987(오명남, 앞의 논문, p.50. 재인용.);
리광섭최원삼
·
, 『조선글자쓰기』, 평양: 조선문예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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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1984)의 책 구성을 살펴보면 책표지 바로 뒷면에 다른 서예
작품이 아닌 김일성의 친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정일이 평양미술대학에 직접적인 필체 연구 지시를 내리는 1985년 이전
부터, 지도자의 필체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석철이 『우리 붓글의 기초』(1981)에서 서예 이론을 3쪽 정도로
간편하게 다룬 뒤 서예를 쓰는 자세와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최원삼의 『서예』(1984)는 1장에서 서예의 기초이론을 20쪽 정도로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서예
이론서에서는 이론을 다루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데, 특히 오광섭의
『주체서예』(1997)와 『조선글서예』(2014) 의 사례가 그러하다.
최원삼의 저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원삼이 도구에 따라 ‘ 붓글씨
체’ 와 ‘그린글씨체’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류는 훗날 오광섭이
북한의 서체를 ‘서사체(붓글씨체)’ 와 ‘ 도안체( 그린글씨체)’ 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최원삼이 제시한 서체의 분류는 서예
이론서임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원형이 되는 도안체와 장식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 서체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여기서 최원삼은 ‘ 붓글씨체’ 로 청봉체, 궁체, 파임글씨체, 굽은 글씨체를,
‘ 그린글씨체’ 로 천리마 ㄱ·ㄴ체, 3.1월간체, 매듭체, 장식체를 분류하여 제시
하고 있다.
권종성의 『문자학개요』(1987)149는 서예 이론서가 아닌 문자 이론
서이다. 『문자학개요』(1987)는 크게 ‘문자의 기초이론’, ‘문자의 발전’, ‘ 문자
의 모양과 서체’, ‘문자유형과 계통’, ‘ 훈민정음’, ‘ 문자생활’ 여섯 장의 내용
을 다루고 있다. 권종성은 머리말에서 문자학을 ‘문자를 연구하는 과학’ 이라
말하며, 문자의 기능과 역할,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설명한다. 권종성의

149 권종성, 앞의 책.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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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 문자의 역할’ 에서 민족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권종
성에 따르면 문자의 첫 번째 역할은 ‘과학과 문화의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이
고, 두 번째 역할은 ‘ 언어와 함께 민족을 특징’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여기서 문자의 역할로 제시된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가 민족성
혹은 민족단결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자의 ‘ 민족적 역할’
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다른 장에서도 발견된다. “문자의 발전개념, 문자를
발전시키는데서 지켜야할 원칙”150 에서 권종성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
며, “문자는 반드시 민족문제와 결부하여 발전시켜야한다”고 설명하고,
“문자는 민족적 특성” 을 살리면서 세계문자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한
다. 이외에도 책에서 문자는 “민족의 큰 자랑, 커다란 힘”으로 표현되며
조선민족의 자존심으로서 문자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3장 ‘ 문자의 모양과 서체’에서는 ‘조선문자체’의 종류를 분류하였
는데, 이 분류는 서예서체를 중심으로 한 분류라기보다 활자서체의 분류에
가깝다. 박병천은 권종성의 서체분류에 관해 활자체와 붓글씨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151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종성은 책
에서 “ 활자글씨에 맞게 다듬어 조각한 서체”, “ 활자화한” 152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시된 서체분류는 활자서체의 분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권종성은 특별한 서체의 분류 없이 북한 서체의 종류를 ‘ 청봉체, 3.1월
간체, 천리마체, 붓글씨체, 흘림체와 반흘림체, 매듭체’로 제시하고 있다.
오광섭 역시 평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강좌장을 역임하였으며, 『주
체서예』(1997) 와 『조선글서예』(2014)를 집필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오광섭
의 두 저술은 최원삼의 『서예』(1984)와 같이 서체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150 권종성, 앞의 책, 1987. pp. 19~31.
151 박병천, 앞의 책. 2014. p. 36. 참조.
152 권종성, 앞의 책, 1987.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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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여기서 서체 이론이란 기본적인 서예서체의 개념을 다루는
이론과 서예서체의 혁명적 시원 및 역사를 서술하는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예컨대 김석철은 『우리 붓글의 기초』(1984)에서 기본적인 서예
의 이론을 충실히 다루었고, 최원삼과 오광섭, 박영도는 혁명서예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최원삼, 오광섭, 박영도는 저서에서 혁명전통과 사회
주의 사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예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오광섭은 『주체서예』(1997)에서 서체의 내용을 크게 ‘ 개념과 분류’
두 가지로 나눈 후 서체의 서식을 간략하게 서술한 반면, 『조선글서예』
(2014) 에서는 서체를 ‘ 서체와 서식’ 으로 크게 나눈 후, ‘ 서체의 개념, 서식,
종류’ 세 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2014년의 책에서 오광섭은 글씨가 곧
발음되는 “ 입말” 과 같기에 “필적”이라 칭한다며, 서체의 육필적 특성을
설명하였다.153
오광섭은 『주체서예』(1997)와 『조선글서예』(2014) 에서 서체를 분류
하고 이를 도표화 하였다. 『주체서예』(1997)에서는 서예서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분류하였지만, 『조선글서예』(2014)에서는 서체의 종류를 더욱 세
분화하고, 서체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서체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서사체’와 ‘도안체’ 로 분류하였으며, 서체를 분류하
는 기준으로는 쓰는 방식인 ‘ 서사 방식’ 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 집필된 박영도의 『조선서예발전사』는 북한의 다른 서체
담론과 달리 내용에서 서예의 기본적인 개념과 필법을 생략하고, 조선서예
의 역사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은 북한의 서체담론 중 가장 충실하게
북한의 서체이론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구성은 크게 ‘1편 주체서예’ 와 ‘2편
고대, 중세 및 근대서예’로 나뉜다. 목차의 순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데, 내용이 역사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서예인 ‘주체서예’가 ‘ 고대 및

153 오광섭, 앞의 책, 2014.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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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서예’ 보다 순서상 앞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의 의도는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고대, 중세 및 근대서예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난 후 서예의 “참다운 본보기” 154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 주체서예’
이론은 김정일이 집필한 예술이론서 중 하나인 『미술론』(1992)에서 구체화
되었다. 김정일은 서예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서예의 고유한 특성은 하나의 글자, 한 개의 단어, 짤막한 문장을
가지고 큰뜻, 심오한 사상을 피력하며 그 뜻과 사상이 글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는 데 있다》155

박영도는 주체서예의 시원과 전통성, 백두산 명필체의 내용까지
상세히 서술한 후, 2편에서 ‘고대, 중세, 근대서예’ 를 ‘삼국시기,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고려시기, 리조전반기, 리조후반기, 리조말-근대서예의 발전’
으로 나누어 주체서예 이전의 서예 역사를 상세히 기술했다. 2편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역사에 기반을 두어 서체사를 서술하지만, 특이한 점
은 고대서예에서 단군의 신지글자156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이다. 이는
김일성 사후 역사 서술에 있어 고대사 서술이 크게 변화157했던 정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역사 서술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4 박영도, 앞의 책, 2008. p. 5.
155 박영도, 위의 책, 2008. p. 7.
156 북한에서는 신지글자의 기원을 1590년 윤두수에 의해 쓰인 『평양지』의 문헌에 기반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157 “주체사관에 의한 시대구분론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1993년의 ‘단군릉의 발견과
’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하여 고대사서술이 극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002. p.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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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체사에서는 삼국시대 중에서도 고려, 고구려, 발해의 역사
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후기 신라시대 김생의 서체를 조선시대 한석봉과
김정희의 서체와 함께 3대 명필로 명명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국문서예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조선시대의 활자체와 서예체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근대 서예에서는 안중근의 서체를 반일애국감정을
반영한 서체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19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서체담론은 최원삼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오광섭과
박영도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서체담론은 서예 이론서를 집필
한 학자, 서예가, 서예 이론가를 통해 신문, 방송, 연속간행물 등의 매체로
확산되었으며, 재생산되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자와 연구자가 미처 수집하
지 못한 북한의 서체 이론서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뤄진 주요 북한 서체담론을 중심으로 북한 서체사의 큰 흐름과 서체담론
의 특성을 짚어보았다.

2) 북한의 서체 분류와 캘리그래피 서체

북한의 주요 서체 명칭은 1970년대에 출판·인쇄과학 분야에서
먼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인 서체의 개념 정립과 분류는
1980년대 서예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양미술대학의 서예강좌장을 역임하며 서체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최원삼과 오광섭은 서예 이론서인 『서예』(1984) 와 『조선글서예』(2014)를
통해 북한의 서체를 크게 서사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서체를 ‘ 서사 방식’
과 ‘ 서사 도구’ 로 분류한 서체담론의 서체 분류 방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65

북한 원전의 분류 기준
서체명

서사 방식의 분류
붓글씨체

그린글씨체

(서사체)

(도안체)

서사 도구의 분류
붓글체

매지크체

김일성 태양서체

●

●

●

백두

김정일 백두산서체

●

○

●

혈통

김정숙 해발서체

●

●

김정은 서체

●

○

청봉체

●

●

붉은기체

●

●

2.

평양체

●

●

서사체

물결체

●

●

궁체

●

●

굽은체

●

1.

필체

3.
도안체

●

●

천리마체

●

3.1월간체

●

장식체

●

<표 2> 북한 서체담론에 나타난 서체 분류 기준(연구자 작성)
출처: 최원삼, 『 서예』,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84, 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 014. ( ●: 해당함,

○: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함)

최원삼은 『서예』(1984) 에서 서체를 크게 ‘붓글씨체’와 ‘ 그린글씨체’
로 분류하였으며, 오광섭은 『조선글서예』(2014)에서 최원삼의 ‘붓글씨체’를
‘ 서사체’로, ‘ 그린글씨체’ 를 ‘도안체’로 명명하였다. 북한의 서체 분류에서
중요한 점은 서사체와 도안체 모두 ‘손’ 을 이용하지만, ‘ 서사체’는 한 번에
쓰는 것이고, ‘ 도안체’는 여러 번에 걸쳐 그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서사체는
남한의 ‘ 손멋글씨, 캘리그래피(calligraphy)’ 에 해당하며, 도안체는 좁은 의미
에서의 ‘ 레터링(lettering)’ 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서사체와 도안체는 “ 활자화
되어 쓰이면 인쇄체(활자체), 컴퓨터에 입력되어 이용되면 컴퓨터서체(디지
털서체font)”가 된다.

66

중요한 것은 서체를 분류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쓰는 서사 방식
(서사체: 손글씨, 도안체: 레터링) 의 분류가 ‘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표
3>, ‘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류는 북한의 ‘활자서체(인쇄)’ 의 분류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도구

손

분류
횟수

한번에
분류

단필(單筆)

활자

서사 방식

북한

쓰다

서사체

남한

손글씨
캘리그래피

북한

서사체

차이

여러번에
복필(複筆)

그리다

도안체

레터링

남한

부리

민부리

세리프

산세리프

도안체

<표 3> 남북한 서체 분류 기준(연구자 작성)
*활자 중 금속활자와 사진식자체 및 기타 서체(상징체, 장식체, 필사체)는 대상에서 제외
*1 988년 북한의 1차 인쇄체 분류 기준

예컨대 서사 방식에 따른 분류는 1988년 북한에서 인쇄체를 새롭
게 분류하는 과정에 적용되었다. 『조선말사전』(2010)에서는 북한에서 인쇄
체가 기존에 ‘천리마 ㄱ체, 천리마 ㄴ체, 3.1월간체’ 로 분류되었다가 1988년
을 기점으로 청봉체 1호부터 4호, 천리마체 1호부터 14호로158 분류되었으며
<표 4>, 2001년에 다시 세분화하여 재분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988년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서체 분류는 앞서 언급한
‘ 서사 방식’ 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즉, “균형글체는 모두 청봉체로,
도안화된 글체들은 모두 천리마체로 분류”159한 것인데, 여기서 균형글체는
오광섭이 설명한 ‘서사체’이고, 도안화된 글체는 ‘도안체’이다. 이 과정에서

158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앞의 책, 2010. p. 1661.
159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과학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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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한글에서 부리를 가진 ‘명조체’ 160 이자, 라틴알파벳에서 ‘ 세리
프’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광명체 활자족( 活字族)이 ‘도안체’ 인 ‘ 천리마체’
로 분류된 사실이다<표 4, 천리마 9~14호>.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에서
는 서체가 ‘ 손으로 쓴 글씨’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혹은 ‘ 작도하여 그려낸
글씨’ 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서체 분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서체 분류는 라틴알파벳 서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류
법161과도 차이를 보이는데, 라틴알파벳 서체를 포함한 서체 분류는 일반적
으로 ‘ 세리프가 있는지 없는지’162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라틴
알파벳에서 ‘세리프가 있는지 없는지’ 를 기준으로 크게 서체를 분류한다면,
북한에서는 ‘손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서체를 분류한다.
이는 ‘ 단필로 쓰는’ 서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손’ 과 ‘ 육필
서체’ 를 중요시하는 북한 서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북한의 서체 분류는
매체 혹은 도구에 따라 엄격하게 ‘ 분리’ 하여 구분되는 일반적인 타이포그래
피 방식과 달리, 매체와 도구가 달라져도 서체의 속성이 유지되는 ‘분절적’
특성을 지닌다.

160 남한에서는 서체를 크게 부리체와 민부리체로 구분할 수 있다.(안상수, 노은유,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파주안그라픽
:
스, 2014. 용어일람 참조.) 바탕체와 같은 명조 계열의 서체가 부리체이
며, 돋움체와 같은 고딕 계열의 서체가 민부리체이다. 여기서 남한 바탕체에 해당하는 북한
서체는 명조체 계열의 청봉체이고, 남한의 돋움체에 해당하는 고딕체 계열의 서체는 천리
마체이다.
161 서체의 분류에서 완전하게 여겨지는 DIN 분류법(Deutsche Industrie Normen)에서는 서체를
“블랙레터(blackletter), 베네치안(Venetian), 올드페이스(Old-face), 트랜지셔널(transitional), 모던
(Modern), 슬랩세리프(slab-serif), 산세리프그로테스트
(
, 네오그로테스크
, 기하학적, 휴머니스트)
그리고 펜글씨체 또는 붓글씨체로도 알려진 스크립트체” 등의 명칭으로 분류했다. 로빈도드,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서울: 홍디자인, 2010. p. 392.
162 “글꼴을 분류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1. 세리프가 있는가 2. 있다면
어떤 형태인가 3. 두께에 따른 강약의 변화는 어떠한가 4.획의 두께를 결정하는 스트레스의
위치는? 5. 곡선이 있는 글자에서 기울어져 있는지 수평인지 6. 일반적인 글자폭은?”,
로빈도드, 위의 책, 2010.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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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

손

횟수

서사 방식

활자

1988년 인쇄체 분류

서체 이름
청봉체 1호
( 청봉체)
청봉체 2호

한번에

서사체

단필(單筆)

( 붓글씨체)

(붓글활체)

균형글씨체
청봉체 3호
( 붓글체)
청봉체 4호
( 새날체)
천리마체 1호
(천리마체)
천리마체 2호
(천리마가는체)
천리마체 3호
(천리마굵은체)
천리마체 4호
( 천리마긴체)
천리마체 5호

2차

( 천리마긴가는체)

분류

천리마체 6호
( 천리마긴굵은체)
천리마체 7호

여러번에

도안체

도안화된

복필(複筆)

(그린글씨체)

글씨체

(천리마둥근체)
천리마체 8호
( 천리마긴둥근체)
천리마체 9호
( 광명체)
천리마체 10호
( 광명굵은체)
천리마체 11호
(광명긴체)
천리마체 12호
( 광명넓은체)
천리마체 13호
(광명긴가는체)
천리마체 14호
(광명긴굵은체)

<표 4> 1988년 북한 인쇄체 분류(연구자 작성)
*괄호 안의 서체명은 2001 년 이후 변화된 서체의 명칭
출처: 월간디자인, 199 4. 8호. p.111 의 그림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분류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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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에서도 국제 디지털폰트(font)의 체계가 지니는 일반적인
흐름163을 따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 이루어
진 새로운 인쇄체 분류에서는 서사 방식에 따라 청봉체와 천리마체로 나누
었던 서체들을 새롭게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서체의
두께에 따라 활자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700여 종
이상의 디지털서체(font)를 제작하고, 국제적인 서체 분류의 기준을 적용하
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서사체와 도안체의 분류 체계는 최근 발간된 서예
이론서와 ‘ 산업미술’ 분야의 다양한 서체담론에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01년 인쇄체의 분류가 새롭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필체가 백두산 명필체로 명명되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기준을 도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체의 육필성이 극대화된 지도자의 필체를 북한 서체의 혁명적 본보기로
선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북한에서는 오늘까지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서체의 특성과 조형감각을 ‘ 손’으로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예술』에서는 상업미술 도안 글씨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과 더불어 붓글씨 쓰기와 천리마체, 3.1월간체, 장식글씨체와
같은 기본글씨체를 직접 ‘ 쓰는’ 기초원리 교육이 교과 과정에서 균형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64

163 변형체로 이루어진 활자족을 명명한 사례, 1990년대 중반에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합의한
한글 표준 코드의 사례 등이 이러한 흐름에 속할 수 있다.
164 “상업미술학과 학생들에 대한 도안글씨교육에서는 글씨의 기초원리를 주는 것과 함께 그것을
도안창작에 적극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생략) 붓글씨쓰기와 다른 나라
글자 및 수자쓰기를 우위에서와
( )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박창룡,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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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1. 몸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육필서체
1) 백두산 명필체의 육필성

북한에서 지도자는 당, 대중과 함께 체제를 이루는 합일체이고,
살아있는 혁명전통 그 자체라 할 수 있다.165 북한에서는 1967년에 유일사
상체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4년에 당의 유일영도체계와
관련한 ‘10대원칙’ 의 10항166 을 발표하여 공식화하였다.
북한 연구 학계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를 놓고 이를 북한만의
특수성으로 볼 것인지, 사회주의의 보편성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부자간의 권력 세습은 북한만의 특수성에 해당하지만, 지도자
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스탈린의 수령독재체계를 본질”167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조위트(Kenneth Jowitt)는
북한의 상황이 스탈린 사망 전의 구소련 혹은 1957년부터 1965년까지의
루마니아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168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

165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혁명운동의 개척과 승리적전진도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혁명전통도 이 집단을 떠나
서 생각할 수 없다.” 김교련, 앞의 책, 1995. pp. 5~6.
166 10대 원칙의 10항.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해야 한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북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앞의 책.
2003. p. 40. 참조.
167 “철저한 1인 독재와 개인우상화, 권력세습, 선군정치 현상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략) 이러한 현상은 기실 스탈린식 전체주의
나 술탄 체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사회주의 체제의 맥락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특수성이지
완벽한 체제구분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특성은 아니다.” 위의 책, pp. 42~45.
168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o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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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주의 체제가 공유하는 보편성을 북한만의 특수성으로 특정하지
않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의 이론적 자원을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 기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특성을 띠는 북한에서 지도자
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 선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67년부
터 문화예술 분야의 지도자로 직접 나서, 선전 임무를 수행했던 김정일의
문화예술 선전 활동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일의 선전 활동은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문화예술이론서 집필에서 출판보도 분야의 이미지 관리에 이르기
까지 1960년대 중반부터 펼쳐진 김정일의 왕성한 문화예술 선전 활동 뒤에
는 김정일의 문화정책을 원조하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미지 형성 과정을 보도 사진을 통해 연구한 변영욱은
김정일의 문화예술 활동의 원조자로 1966년부터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같은
중책을 역임해온 김기남을 지목한바 있다. 169 변영욱은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된 시기와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선전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등과 같은 근거를 통해 김정일의 선전·선동 활동에
김기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발견된 구호나무 문헌과
김정숙의 필체가 연관되는 점, 1985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지도
자의 필체 연구가 시작되고, 2001년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명필체가
명명되는 점과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김기남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
정책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전 과정을 통해 북한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190~197. 위의 책. p. 42.에서 재인용.
169 변영욱, 『김정은.JPG』, 파주: 한울, 2015. p. 121. 하지만 김기남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2011년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2018.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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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혁명적 서예’ 는 주체미술로서 완벽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두산 명필체는 북한에서 그 어떤 선전 예술보다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필체이다. 이는 당을 대표하는 기관지에 승계자의 사진이
나 초상 이미지보다 육필서체가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170을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의 주요 당 기관지이자 일간지인
「로동신문」에는 한동안 다음 권력 승계자인 김정일의 활동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 171 그리고 5개월 지난 1994년 12월자 「로동신문」 일면에 갑자기
김정일의 친필 서한이 사진보다 먼저 게재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당 기관지에 다음 지도자의
사진이 아닌, 필체가 먼저 등장하는 현상은 김정일 사후에도 반복되어 나타
났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며칠 뒤인 2012년 1월 3일 「로동신문」 일면에
김정은의 친필 서한 11점이 대거 게재된 사례가 그러하다[그림 8].

[그림 8] 「 로동신문」 에 게재된 김정은의 친필서한
출처: 「로동신문」, 2012. 1. 3. 1 면.

170 “1994년 12월 16일자 「로동신문」 1면에는 김정일의 친필 ‘사인이
’ 게재되었다. 김정일이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인 정춘실에게 보낸 편지를 「로동신문」이 입수해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변영욱, 앞의 책. pp. 191~192.
171 연구자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후의 기사(1994. 7. 7.~1994. 12. 16.)를 확인한 결과, 1994년 7월
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영결식에 참석한 사진은 게재된 바 있으나, 같은 해 12월에 친필이
실리기 전까지 지도자로서 김정일이 활동하는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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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지 일면에 나타난 지도자의 친필 서한과 필체는 단순한
필체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지도자와 혈연관계인 사람의 필체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칭송하는 서체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북한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백두혈통 필체의 서체담론을 살펴, 북한 사회에서 백두산 명필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육필성, 시각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김일성의 서체가
그의 부친인 김형직이 쓴 주체글씨체의 시원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한다. 172
김일성의 친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은 김일성이 다섯 살 때
남긴 ‘ 조선독립(1917)’ 이다. 서체사에서는 이 붓글씨가 “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 민족의 넋이 그대로 어려 있는 우리 민족글씨체의 본보기” 173 라 설명
한다. 이후 김일성은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며 ‘애국(1921)’, ‘ 광복의
천리길(1925)’, 나무에 새긴 ‘일본제국주의타도(1925)’ 등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단순한 글귀가 아닌 잡지의 제호도 남기게 되는데, 「새날」
(1928), 「볼쉐위크」(1930), 「농우」(1930), 「3.1월간」(1936) 등의 사례가 그러하
다. 김일성 필체의 상징적 의미가 잘 드러난 사례로는 해방 후 토지개혁법
령을 반포하며, ‘ 평범한 농민’ 에게 써주었다는 ‘박장반(1946)[그림 9]’ 이 언급
된다. 박영도는 이 글귀가 농민을 ‘ 식민지 노예’ 가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다.174
김일성은 ‘옥류교’, ‘향산다리’, ‘미림다리’, ‘충성의다리’, ‘청천다리’,
‘ 금릉동굴’ 등의 친필비를 썼으며, ‘ 김책공업대학’, ‘ 김형직사범대학’, ‘고려성
균관’ 과 같은 교육·문화 기관들의 친필현판을 남겼다. 1992년 쓴 ‘ 광명성찬

172 1980년대에 작성된 서체담론에서는 김일성의 서체가 바로 혁명적서예의 시원으로 묘사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서체담론에서는 김형직이 쓴 ‘지원으로부터
’
혁명서예의 시원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한다.
173 “주체글씨체의 시원”, 『문화어학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4호.
174 박영도, 앞의 책, 2008.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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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는 내용과 필법 면에서 ‘불멸의 서예명작[그림 9]’으로 꼽히며, 칭송된다.

[그림 9] 김일성의 태양서체가 새겨진 친필비, 친필현판, 기념비건축
왼쪽 위: 박장반, 가운데 위: 옥류교, 오른쪽 위: 광명성찬가, 아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출처: 박영도, 『 조선서예발전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김일성의 필체를 이용한 ‘ 친필 기념비사업’은 권력 이양기인
1980년대부터 김정일에 의해 본격화었다. 또한 김정일은 혁명서예의 계보
를 잇는 백두산서체를 사용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공고히 했다. 김정일의
대표적인 친필 작품으로는 ‘ 혁명렬사릉’, ‘ 김일성종합대학’, ‘태권도전당’ 등
이 있으며, 김정일은 자연 경관에 새기는 기념비서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했
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이름난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등 명승지의
자연바위에는 친필서예[그림 10]가 새겨졌다.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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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백두산에 새겨진 김정일 친필
출처: 『조선』 , 평양: 조선화보사, 2 017. 11.

2001년 백두산 명필체가 명명되자, 「로동신문」에서는 2001년 5월
부터 6월 17일까지 세 번에 걸쳐 태양서체, 백두산서체, 해발서체에 관한
기사를 이미지와 함께 연재하며, 지도자 세 명의 육필서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해발서체를 다룬 2001년 6월 17일 기사에서는 해발서체의 자음
과 모음 구성이 독특하면서도 글자의 크기 대비와 획의 굵기가 이상적이라
며 해발서체의 조형성을 칭송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북한 서예 이론서에
서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필체를 김일성, 김정일의 서체와 함께
다루지 않고, 서체의 한 종류인 ‘청봉체’ 부분에서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백두혈통의 절세위인체로 명명되며, 서체담론에서는 해발서체를
김일성, 김정일의 서체와 함께 북한의 3대 필체로 따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해발서체는 1936년 9월 항일혁명을 위해 주둔하던 청봉 숙영지의
밀림 속에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김정숙이 붓으로 쓴 필체176이다.

175 오광섭, 앞의 책, 2014. p. 31.
176 서금철, “불멸의 필체에 어린 친위전사의 념원”,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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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서체는 서체가 쓰인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필체의 상징적 의미가 부각된
다. 이를테면 서체의 민족성, 혁명성, 전투성, 기동성 등의 특성이 그러하다.
그리고 해발서체가 한글로 쓰인 붓글씨체임을 강조하며, 해발서체를 기존의
남필, 녀필, 머슴방체와 구분 짓는다. 특히 궁체가 ‘기교 위주의’ 글씨체이
기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해발서체의 ‘ 인민성’177
을 부각한다. 그리고 해발서체를 모체로 하여 북한의 대표 본문서체(서예서
체, 활자서체)인 청봉체가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해발서체는 기념비서예 사업에 활용되었던 다른 백두산
명필체인 태양서체, 백두산서체와 달리, 청봉 서예서체와 활자서체의 시원
으로 남아 명맥을 이어나갔다. 청봉체는 현재 북한에서 항일혁명 유적지를
비롯해 혁명전통과 연관되는 주요 장소, 건축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해발서체를 제외한 태양서체와 백두산서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생전에
남긴 필체로 다양한 친필 기념비사업에 활용되었으며, 친필 기념비사업은
혁명전통의 계보를 있는 대표적인 국책 사업으로 계승되고 있다.
주요 건축물의 현판( 편액)에 지도자의 필체를 남기는 것은 삼국시
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명필가들이 성문, 전각 등
에 표지를 남겼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글씨를 곧 그 사람으로 인식했던
선조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178 이러한 전통은 북한뿐만 아니
라 중국과 남한 등에서도 나타났으며, 남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화재 현판을 직접 썼던 것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
중요하게 추진된 친필 기념비사업은 서체의 육필성을 강조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177 여기서 인민성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서체를 뜻하며, 실제로 북한 서예 강습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체는 해발서체에 시원을 둔 청봉체이고, 중국 연변에서도
청봉체가 도입된 후 대표적인 서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78 국학자료부 자료조사실, 『뜻이 담긴 현판 편액』, 서울: 한국국학진흥원,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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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필체는 곧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글씨에 그 사람의
풍모와 기상, 성품과 기질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이었다. 위인은 위인의 필체로
글을 쓴다고 한다.”179

북한에는 다양한 선전 예술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조선화와 같이
지도자의 형상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북한의 모든 가정에서 ‘모셔지고’ 있으며, 이에 낙서를
하면 ‘ 반당·반혁명 분자’ 로 몰린다. 이러한 특성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
드 대회에서 홍보차 걸었던 김정일의 사진이 훼손되자 대회에 참석한 북측
응원단이 남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80 북한
에서는 지도자의 존재와 그를 재현한 예술이 동일시된다. 이러한 동일화
현상은 지도자가 직접 쓴 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국에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일방적으로 표현되는
메시지를 넘어 한 사람의 신체성181이 확장된 행위로 여겨진다. 중국의
서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상징으로, 또 사회의 역할과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존재해왔다. 1921년 중국의 공산당( 中共)이 창설
된 이후,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모택동( 毛澤東)이
라는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
북한이 유일영도체제 아래에서 백두혈통을 우상화하였듯이 중국에
서 모택동은 당의 이상을 의인화한 전형으로 숭배되었다. 인류학자 옌 위핑
은 그녀의 저서 『현대 중국 사회의 서예와 권력(Calligraphy and Power in
179 “<금수산기념궁전전설>태양서체”,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8.
180 “북응원단 또 항의.‘장군님 사진 비 맞게 두다니…….’”, 한국경제, 2003.8.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641959
(검색일: 2018.3.24.).
181 “몸의 확장으로서의 서예와 필체(Calligraphy or handwriting as the extension of the body-person)”,
Yen, Yuehping, Calligraphy and Power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London: Routledge. 2004.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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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Chinese Society)』에서 모택동의 필체가 중국의 서예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체 중 하나라 언급한다.182 이 책에 따르면 모택동의 필체는
북한 지도자의 필체와 같이 신문 제호와 기념비건축의 친필현판에 사용되
었으며, 자연바위에 기념비서예로 각인되었다. 모택동의 서체는 중국의
그 어떤 서체보다 광범위하게 대중 생활 속 깊숙이 침투183했다[그림 11].

[그림 11] 모택동이 쓴 「인민일보」 제호.
출처: Richard Curt Kraus, Brushes with Po wer, Mo dern Pol itics a nd th e Chinese Art of
Callig raphy, L A: Unive rsity of California Press, 19 91.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 선포되었던
당시 김일성과 모택동의 만남에 관해 언급한다. 서체담론에서는 이 만남에
서 모택동이 김일성의 태양서체를 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룡( 용)의 기
상” 184이라 감탄하였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중국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모택
동이 북한 김일성의 필체를 보고 감탄했다는 사실을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같은 아시아문화권에서 계승된 필체
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2 Yen, Yuehping, 앞의 책. 2004. pp 2~3.
183 Yen, Yuehping, 위의 책. 참조.
184 “<금수산기념궁전전설> 태양서체”,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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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필체 문화에는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필체를 비롯한 도상이 일상용품에까
지 적용되어 상품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형상화한
사진과 작품, 필체가 지도자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기에 이러한 대상이
상품화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제를 도입한 중국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형상화한 대상의 모든 것이 지도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권위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백두산 명필체는 근대 이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람과 필체를 동등하게 다루었던 서체의 육필성을 계승한
결과이다. 필체는 대중의 삶 속에 침투하여 각인되었다. 하지만 중국 사회
주의의 필체 문화가 계승자를 달리하며 방식185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승
되었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필체 문화는 백두혈통의 필체만을 강조하며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승되었다. 북한에서 필체는 지도자의 존재와
동일시되고 우상화되었으며, 정통성을 세습하고자 했던 북한의 특수성을
드러냈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육필체는 백두혈통 위인들의 몸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백두혈통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2) 사선의 속도감과 시각연속성

북한에서 백두산 명필체는 육필성을 강조하며, 세습되어왔다. 하지
만 서체의 세습은 단순히 쓴 사람의 ‘신분’ 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
었다. 북한 육필서체의 세습은 서체의 사선적 ‘시각성’ 을 통해 계승되었다.

185 중국에서 서예는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잔재로 배척되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모택동 사후에도 장쩌민, 등소평과 같은 중국 지도자에 의해
필체를 선전하는 ‘방식이
’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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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날 동아시아문화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북한만의 독특한 필체
세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백두산 명필체가 지니는 특성을
북한의 서체담론과 서예학 및 필적학을 참조한 시각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김일성의 필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백두혈통의 서체186 는 함께 놓고
살펴보면, 조형적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12]. 삼대의 필체는 얼핏
보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유사하다. 그리고 세 가지 서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성으로 사선적 특성이 있다.

[그림 1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현판 필체 비교
(위: 김일성, 김형직사범대학, 아래 왼쪽: 김정일, 태권도 전당, 아래 오른쪽: 김정은, 발전소.)
출처: 박영도, 『 조선서예발전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 73. p. 77.
“은정어린 손길아래 멋있게 솟아난 만포연하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 로동신문」 , 2013. 4.

북한의 서체 담론에서는 태양서체와 백두산서체를 “합리적인 가로
쓰기 방식인 독특한 경사글씨체”187 라 묘사한다. 또한 필체에 나타난 경사
진 사선이 곧 “힘, 기, 속도감”188 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필체로 이어지는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북한 사상의 핵심 원칙인
‘ 속도전’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사회주의의 모범적인
186 북한에서 명명한 백두산 명필체는 김일성의 태양서체, 김정일의 백두산서체, 김정숙의
해발서체의 세 가지이며, 여기서 말하는 백두혈통의 서체는 김일성의 손자 손녀인 김정은과
김여정의 필체를 포함한다.
187 박영도, 앞의 책, 2008. p. 57.
188 박영도, 위의 책, 2008.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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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과도 같기에 지도자와 동일시되는 지도자의 필체는 곧 북한 필체의
전형이 되고, 북한의 사상과 이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필체에 나타난 사선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여, 글자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필체의 사선성은 곧 북한의 핵심 사상인 ‘ 속도전’ 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시각 요소이다. 속도전은 북한의 “ 문학예술창
작에서 높은 속도와 함께 작품의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 하는 특성을 띤 강력한 혁명 창작 원칙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 속도’
는 전후 복구와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189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사회주
의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창작 원칙이다.
또한 주체예술은 당의 사상과 이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당의 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곧 사상의 현실화와
연결된다. 사회·경제적으로 침체기였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빠른 속도로 최고의 성과를 이룩
했던 ‘ 효율성’ 에 있었다. 1990년대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정권이 해체
되고, 김일성이 사망한 후 세 번째 고난의 행군190시기를 맞이한 북한에서
김정일의 필체가 다른 형식의 필체가 아닌 속도감을 나타내는 사선의 필체
를 유지했던 것은 이러한 당의 사상과 원칙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남한의 필적학자들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백두혈통의 필체를
분석한 바 있다. 필적학은 필체를 분석하는 학문이며, 필적학에서는 필적이

189 천리마운동(1950~1960)이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 노력 경쟁 운동의 하나이며,
만리마운동(2016~)이란 하루에 만 리를 달리는 말의 기세를 뜻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190 첫 번째 고난의 행군(1938~1939)은 김일성의 빨치산 시기에 압록강 국경일대를 행군한 시기를,
두 번째 고난의 행군(1956~1960)은 종파사건 전후부터 천리마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세 번째 고난의 행군(1990년대은
) 경제난이 지속되었던 1990년대를 의미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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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지문 혹은 “뇌의 흔적”191 에 비유된다. 필적을 ‘ 뇌의 흔적’ 에 비유하는
것은 필적이 팔을 제외한 어느 신체 부위를 활용해 글을 쓰더라도 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체는 신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쓰는 것” 192이라 할 수 있다.
필적학에서 ‘경사’와 ‘ 사선’ 은 말을 탄 사람에 비유193되곤 하는데,
기수가 말을 다루듯 서사자가 필획 안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한다는 것이
다. 『조선서예발전사』(2008)를 집필한 박영도는 태양서체에 나타난 사선적
특성을 ‘ 진군(進軍)감’ 이라 표현하며, 서체의 역동성을 묘사한 바 있다. 또한
필적학자의 글에 따르면 태양서체와 같은 필체에 나타난 우상향 사선은
“외향성, 책임감, 참여와 자발성, 이타성, 낙관성”194 을 의미하는 동시에
“쉽게 영향을 받고, 충동적인” 특성을 띤다.
하지만 지도자 필체에 나타난 ‘사선’ 은 필체를 적는 문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상이하게195 나타나며, 다른 나라 지도자의 필체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특성이다.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글줄이 우상향을 띠는 사례로

191 “독일의 필적학자 T. 프레이어는 1895년 그의 저서 『필적 심리필적의
개인적 상이성을 중심
으로』에서 글씨를 쓰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대뇌이므로 필적을 ‘뇌의 흔적’
이라고 말했다.” 구본진, 『필적은 말한다』, 서울: 중앙북스, 2009. p. 48.
192 “우리는 실제로 뇌로 쓰고 뇌의 흔적을 종이에 남긴다. (We are actually “brainwriting” and
leaving our “brain prints” behind on the paper.)” McNichol, Andrea, Handwriting analysis : putting
it to work for you, Chicago : Contemporary Books, c1994. p.24.
193 “서체에 나타난 다른다양한
(
) 경사는 말에 탄 기수에 비유될 수 있다. 기수가 말을 다루듯,
서사자는 자신의 충동을 조절한다. (The different slant can also be compared with the position
of a rider on a horse. As the rider controls the horse, the writer controls his impulses.)”,
Ploog, Helmut, Handwriting psychology : personality reflected in handwriting, Bloomington,
IN : Iuniverse Com, 2013. p. 39.
194 Seifer, Marc J., The definitive book of handwriting analysis, New Page Books, 2009. 참조.
p. 114. 참조.
195 “장군님께서 문건에 남기신 친필자료들을 보면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특징을 찾게 된다.
그것은 문건우위에
( ) 달리신 친필들의 글줄들이 심한 올리올림경사를
(
)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필들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 드문데 문건우위에
( ) 남기시는 글씨의 글줄만
경사지게 쓰시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필체백두산서체
”, 「로동신문」,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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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196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필체 등이 있다. 즉,
북한 지도자의 필체에서 ‘ 사선적 특성’ 이 나타나는 것은 북한만의 특수성이
아닌 개인의 필체가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 될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 스탈린과 김정일 필체
(왼쪽: 스탈린의 필체, 오른쪽:

김정일의 필체)

출처: 왼쪽: Josep h Stalin, a Life long Editor, Wield ed a Big, B lue, Danger ous Pencil
오른쪽: “ 김정일은 글씨도 ‘속도전’”, 연합뉴스, 200 5.3.3. (검색일: 2 018. 3. 6.)

또한 백두혈통의 필체는 분석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일성과 김정숙의 서체를 제외한 백두혈통의 필체는 운신의 자유로움이
아닌 ‘ 훈련’ 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1년 6월 「로동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백두산서체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6 사학자인 홀리 케이스(Holly Case)에 따르면 스탈린은 집권 당시 수백 개에 이르는
당의 문서와 원고를 파란 연필로 수정 및 편집했다. 파란 연필(Blue pencil)로 상징되는
스탈린의 필체는 주로 당과 관련된 주요 문건에서 발견되었으며, 글줄에서 나타난 분명한
우상향의 흐름과 밑줄의 사선이 주요한 시각적 특성이다. 여기서 나타난 스탈린 필체는
김정일의 문건 필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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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체는 일반적으로 개성적이다. (생략) 그러나 백두산서체의 형성완성과정은 이와
는 사정이 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리시
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쓰신 글을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여 글씨를 익히고 세련시키시였다.197

밑줄 친 내용을 살펴보면 백두산서체는 태양서체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연습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백두산서체를 계승한 김정은의 필체198와 김여정의 필체에서
도 나타난다[그림 14].

[그림 14] 김정은 필체와 김여정 필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이 남긴 필체)
출처: “독특한 김여정 방명록 필체 눈길”, 「 연합뉴스」, 2 008. 2. 10. ( 검색일: 20 18. 2. 26)

백두혈통 서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앞서 살펴본 필체의 육필성과도 관계된다. 필체가 곧 사람과 동일시되는
북한에서 같은 시각성을 지닌 필체로 글을 쓴다는 것은 곧 같은 혈육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절차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백두산 명필체는

197 “위대한 장군님의 명필체백두산서체
,” 앞의 신문. 참조. 밑줄은 연구자 표시.
198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필체는 우리 장군님의 서체, 백두산서체 그대로이다.” 림현숙,
“백두산형장군의 명필체”, 「로동신문」,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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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학에서 말하는 ‘뇌’의 흔적이 아닌 ‘혈’ 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필체에
나타난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곧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로써 연구자는 북한에서 ‘서예’ 의 범주에 속하는 백두산 명필체
가 북한의 핵심사상인 ‘ 속도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선적 시각연속성을
통해 육필서체를 세습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북한 서체의 독자적
인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명필체를 통해 지도자의 필체
와 사상을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점은 북한에서 1980년대 친필 기념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부터 서체의 육필성과 사상을 서예 및 활자 서체와 결합하고
자 했다는 점이다. 다음 2절에서는 김정숙의 필체인 해발서체와 해발서체에
시원을 두었다고 서체담론에서 선전되는 청봉체( 서예·활자)를 중심으로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혁명민족의 사상을 구현하는 구호서체
1) 청봉체로 대표되는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원성

앞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은 주요 서체를 북한의 혁명전통 혹은 민족전통과 긴밀하게 연관하여 서술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서체는 대부분 당의 이념을 전달하는
구호서체로 활용된다. 이 절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캘리그래피 서체인
청봉체를 중심으로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원성과 시각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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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체담론에서 서체의 시원성을 강조한 사례로는 캘리그래피
서체 중 청봉체, 붉은기체, 물결체, 궁체 등이 있으며, 도안체 중에서는
천리마체와 3.1월간체가 있다. 1980년대부터 구체화된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중요한 점은 백두산 명필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체를 통해
체제의 정통성과 사상 및 이념을 강화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화예술 범주에 속하는 서체 이론은 당의 혁명전통성과 민족전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원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항일혁명 시원
과 근대 이전 민족의 역사 전통에 기원을 두는 민족전통 시원이다.
그 중에서 붉은기체와 청봉체는 각각 항일혁명 당시 김일성의
필체와 김정숙의 필체를 원형으로 하는 혁명전통의 시원성을 지닌다.
붉은기체는 김일성이 항일혁명 시기에 <반일인민유격대>에 썼던 글발199 과
‘ 혁명적 구호문헌’ 에 시원을 두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반일인민유격대 깃발과 이를 시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선전되는 붉은기체
(왼쪽: 반일인민유격대 깃발 그림, 오른쪽: 붉은기체 서예체)
출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동하는 척후대 산업미술( 1)”, 조선중앙TV (2012. 5. 6.),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붉은기체와 청봉체가 지니는 시원의 특징적인 부분은 서술자에
따라 붉은기체와 청봉체가 각각 김일성과 김정숙 필체로부터 직적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되거나, 혹은 함께 활동했던 혁명대원들의 글발의
199 오광섭, 앞의 책, 2014. p,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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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되는 점이다. 이처럼 서술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직접 쓴 필체가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서예서체와 시각 유사성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캘리그래피 서체 중에서도 청봉체는 북한의 혁명전통을 집약적으
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서체라 할 수 있다. 박영도의 『조선서예발전사』
(2008) 에서는 해발서체가 “청봉체 ‘ 붓글씨체’ 의 바른글씨체, 반흘림글씨체의
원형” 200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해발서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6년
9월201에 김정숙이 김일성 및 항일혁명 대원들과 함께 백두산밀영과 청봉
숙영지에 남긴 서체[그림 16]를 말한다.

[그림 16] 구호문헌을 남기는 김정숙과 항일대원들
출처: 김정은, 『 구호문헌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만년재보이다』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18 0.

이러한 해발서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선전되는 청봉체는
북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고, 읽고, 보고, 접하는 대중적인 서체이다.
해발서체는 청봉체라는 이름의 서예·활자 서체로 대중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러므로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청봉체(서예·활자) 가 시원성을

200 박영도, 앞의 책. 2008. p. 72.
201 서금철,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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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곧 북한 서체가 사상과 결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그림 17].

[그림 17] 김정숙의 필체(해발서체)와 이를 시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선전되는 청봉체
(왼쪽: 구호나무에 쓰인 해발서체, 오른쪽: 청봉 서예체)
출처: 김정은, 『 구호문헌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만년재보이다』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북한의 서예이론에서 청봉 서예체의 시원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4년에 집필된 최원삼의 『서예』에서 부터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청봉체는 1980년대에 서예 이론서에서 논의되기 이전인
1973년부터 출판 활자서체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다. 1973년 5월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된 『조선문화어사전』에 실린 청봉체의 사전 정의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봉체 [명] 《출판》 인쇄활자에서 쓰이는 글씨체의 한 가지.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청봉밀영의 구호목의 글씨체를 본딴것으로서 붓을 힘있게 눌렀다가 길게 빼거나
구부림의 변화가 많은 소박하고도 예술성이 높은 글씨체이다. 책의 본문글씨로
널리 쓰인다.202

20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문화어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 1973. p. 721. 밑줄은 연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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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조선문화어사전』(1973) 이 출간된 다음 해인 1974년에
‘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합법화되었다는 점이다. “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 한다는 조항과 같이
1974년부터 북한 정권의 세습은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정권 세습의 공식적
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한 해전인 1973년에 이미 서체의 명칭이 김정일의
모친인 김정숙의 필체가 있는 청봉 숙영지의 이름을 본 따 ‘청봉’ 으로 정해
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청봉체(서예, 활자)의 시원이 되는 대상은 1990년대 이후부터 변화
를 보인다. 예컨대 1990년대 이전의 서체담론에서는 청봉체의 시원이
‘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청봉 숙영지에 쓴 구호 글씨체’ 로 서술되었다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집권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청봉체의 기원이
‘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쓴 구호문헌’ 뿐만 아니라 ‘ 김정숙의 글발(필체)’ 에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표 5, ⑧>. 그리고 백두산 명필체가 선정된 2001년
부터는 청봉체가 해발서체( 김정숙 필체) 를 시원203 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강조된다< 표 5, ⑪>.
혁명전통과 다른 민족전통을 시원으로 강조하는 서체담론의 사례
에서는 이론가들이 제시한 서체담론과 서체 시각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서체담론에서는 북한의 주요
서예서체가 지니고 있는 전통성을 강화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204에서 강조
하는 민족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이어갔다.

203 “오늘날 우리 글의 규범적인 서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청봉체>는 청봉 밀영의 구호나무에
씌여진 <해발서체>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수한 특징들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더욱 현대화된 붓글씨체이다.” 박영도, 앞의 책, 2008. p. 72.
204 “서예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오광섭, 앞의 책, 199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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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시원(원형)

서체

시기
청봉 활자체

김정숙의 필체(해발서체)

1936

청봉 서예체

① 1936년 백두산 밀영(청봉 숙영지)
에서 김정숙이 구호나무에
해발서체를 남겼다고 전해짐

1961

② 구호나무와 함께 김정숙의 필체가
발견된 시점
③ 『조선문화어사전』
활자서체 ‘청봉체’
사전 정의 수록

1973

시원: 청봉 밀영의 구호목
글씨체
④ 최원삼 『서예』의 서체 분류
‘청봉 서예체‘ 등장

1984

시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쓴 청봉 숙영지의 구호
⑤ 권종성 『문자학개론』의
서체 분류, 청봉 활자체

1987

시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쓴 청봉 숙영지 구호

1988

⑥ 1 차 인쇄체 분류

1994

⑦ 김일성 사후, 직관선동물에 청봉체 적극 사용

⑧ 오광섭 『주체서예』

1997

시원: 김정숙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쓴 구호
⑨ 백두산 명필체 선정,

2001

김정숙의 서체를

⑩ 2 차 인쇄체 분류

해발서체로 명명

⑪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2008
시원: 김정숙의 해발서체

<표 5> 해발서체와 청봉체의 형성 과정(연구자 작성)
⓵ 서금철, “ 불멸의 필체에 어린 친위전사의 념원”,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9. ⓶ “ 운곡목장
구호나무 조작”, 자유아시아방송, 20 16.8.1 6. (검색일: 2018.3.15.). ⓷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문화어사전』 , 평
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721. ⓸ 최원삼, 『 서예』 ,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 984. p. 30. ⓹ 권종성, 『 문자
학개요』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74. ⑥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문화어사전』 , 평양: 사회과학출판
사, 1973. ⑦ 북한 새터민 인터뷰( 2018.5.14.) ⓼ 오광섭, 『 주체서예』 ,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
92. ⓽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 08. pp.53- 54. ⓾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포
털 ⑪ 박영도, 『조선서예발전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 8. p.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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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전통의 시원이 강조되는 서체로는 물결체와 궁체가 있다.
물결체의 시원은 고대시기의 문자인 신지글자205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다. 탁영한은 물결체의 기원이 5천 년 전 대동강문화206 가 발전되며 형성된
‘ 신지글자’ 에 있다고 밝혔다[그림 18]. 207 이러한 기원은 서예 이론서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속 생산되었다.

[그림 18] 신지글자와 물결서체 (왼쪽: 신지글자, 오른쪽: 물결서체)
출처: 박영도, 『 조선서예발전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 14.

서체담론에서는 훈민정음 역시 ‘신지글자’에 시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물결체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15세기 이후부터 ‘우리식’
으로 개척되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된다.208 또한 궁체는 17세기 조선시대에
궁녀를 비롯한 여성들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 서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대부분의 서체가 혁명전통이나 민족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일정한 기원 즉,
‘ 시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강조해 서체담론에서 서술된다는 점이
다. 또한 현대로 올수록 서체의 정확한 서사자나 도안가의 이름을 밝히는

205 “신지글자란 ‘왕이나 지배자, 통치자의 글자라는
’
뜻으로 된다.” 박영도, 앞의 책, 2008. p. 84.
206 여기서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 5대 문명 중 하나를 뜻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주간북한동향」, 제694호 2004-05-09. p. 28. 참조.
207 탁영한, “민족서예 물결체”, 「천리마」, 평양: 천리마사, 2006. 3.
208 한효성, “조선봉건왕조시기 물결서체의 발생과 그 서체학적 특징”, 「력사과학」,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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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주요 서체가 혁명 혹은 민족전통의 역사적 사건이
나 지명을 따 명칭을 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서예 이론서를 비롯한 서체담론에서 제시된 서체의 이러한 시원성
은 서예서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활자서체의 명칭과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
되었다. 가령 청봉 활자체와 함께 북한의 대표 본문 서체로 활용되는
천리마체는 195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건설 운동 ‘ 천리마 운동’ 에서 명칭을
따왔으며, 그 시원은 훈민정음에 있다고 서술된다. 또한 3.1월간체는
항일혁명 당시 창간된 조국광복회기관지인 「3.1월간」(1936) 의 제호가 서체
의 원형으로 강조된다.
각각의 서체가 역사적 사연을 담고 있는 북한의 서체는 북한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앞서 살펴
본 북한의 주요 서체들은 대부분 지도자와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 구호’
로 많이 활용되었다. 북한에서 서체는 그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부터 유래와
명칭, 쓰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체제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다듬어졌다.

2) 음성 언어의 시각화, 시각구술성

북한의 문자생활은 다양한 북한 주요 서체들의 쓰임으로 구성된다.
북한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다양한 장소와
매체에서 북한의 서체를 읽고, 보고, 쓴다.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맞춰
정립되고 변화해온 서체는 언어학, 미술, 출판·인쇄, 정보통신 분야와 연계
되며, 다양한 장르에서 다루어졌다. 북한의 서체는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
었지만,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매체는 바로 ‘구호’였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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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북한 일상생활 곳곳에 사용된 구호(왼쪽 위, 오른쪽 아래: 청봉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평양체)
출처: 왼쪽 위: http://www.oh myne ws.co m/nws_ web/view/at_pg.aspx?CNTN_CD=A0 001773 772,
왼쪽 아래: http://korea n.p eople.com.cn/78529/15 474865.html,
오른쪽 위: http://bl og.d aum.n et/007 nis/158 68260, 오른쪽 아래: (영화) 비탈리 만스키,
‘태양아래(201 5)’, 화면.

북한의 구호는 구호가 그려지는 방법과 형식에 따라 종류도 다양
하고, 명칭도 다양하다. 구호, 속보, 특간호, 선전화, 벽신문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쓰인 글자와 구호를 비롯한 시각매체를 통해 당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직관선동’209이라 표현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에서 선전·선동이란 곧 당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에 선전선동부는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임무
를 수행한다. 북한의 서체를 다루는 모든 분야는 선전선동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서체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무수히 접하는 다양한
직관선동물은 선전선동부의 지도아래 제작된 것이기에, 주민들의 일상 속

209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직관선동은 직관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직관선동 활발”, 「로동신문」,
201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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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험은 선전선동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각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관선동물
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주민들의 삶 속에 배치되고 사용되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직관선동물을 제작하는 주체와
과정을 살펴 북한에서 주요 서체들이 제작되는 방식과 사용의 흐름을 파악
하고자 했다. 또한 이렇게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서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시각경험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의 직관선동 창작은 북한의 주요 기념일 혹은 새로운 사업이
발표되는 주요 당 대회의 일정과 연관된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탄생일인 광명성절(2.16), 김일성의 탄생일인 태양절(4.15)과 같은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집결된다. 직관선동물은 기념일과
당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장소
에서 제작된다. 제작은 북한의 주요 미술창작사인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
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와 각 시, 도 단위 창작사에 소속된 미술부문의
작가들, 각 미술학교, 미술학부에 소속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직관선동 창작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도자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과 당의 사업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문자로
쓰인 구호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교시를 담으면 교시판이 되며, 당 사업의
내용을 담으면 구호판이 된다. 또한 구호와 교시를 표현하는 형식도 각각의
직관선동물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210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관선동물의 종류는 크게 지도자의
교시를 담은 ‘교시판’, 지도자와 관련된 기념일을 기념하는 ‘ 특간호’ 혹은
‘ 벽신문’211, 당의 구호를 담은 ‘ 구호판’, 당의 사상을 관철하는 내용을

210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211 벽신문에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과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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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구호로 표현한 ‘ 선전화’, 공장이나 농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상황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 속보판’, 경쟁의식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
는 ‘ 사회주의경쟁도표’와 ‘ 영예게시판’ 등으로 나뉜다[그림 20]. 그리고 직관
선동의 목적을 포함해 상황에 맞춰 시각자료로 활용되는 직관물이 있다.

[그림 20] 직관선동물이 게시된 모습과 명칭(연구자 표시)
출처: “백두산대지에 울려퍼진 위대한 애국의 호소”, 「로동신문」, 2015. 5. 새터민 인터뷰 참조.

당의 사업과 관련된 직관선동물이 제작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당에서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면 그 내용은 각 창작사와 학교에
전달된다. 미술 작가들과 교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한 후, 유치원, 학교,
공장과 사업장, 농장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방문한다. 창작자들
은 생활공간에 부족한 직관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직관물
을 구상한다.212 그리고 창작소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212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후원단체>”, 로동신문, 2015. 5. 4.;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
「로동신문」, 2014. 1. 4.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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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적 토의”를 거듭하고, 완성도가 나올 때까지 “몇번씩 제작”213 하는
과정을 거쳐 직관선동물을 완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직관선동물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된다. 북한의 직관선동은 말 그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위해 배치된 직관선동물
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2012년 5월 15일의
「로동신문」에 게재 된 ‘ 천성청년탄광’ 의 직관선동물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탄광에서 이루어진 직관선동물의 사례에서 “ 탄광의 정문에서 막장입구까
지” 종합속보판, 이동식속보판과 같은 다양한 직관물이 진열되어 있으며,
이를 “ 사람들의 래왕( 왕래)이 가장 많은 곳”에 세워두고, 밤에도 볼 수 있도
록 조명을 켜두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인부들이 갱도에 들어가서도
직관선동물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접이식속보”214 를 늘 가지고 다니도록
한 것을 설명한다.
위의 기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의 직관선동물은 주민들
이 가장 쉽게 접하고, 자주 접하는 곳에 배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직관선동물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반경은 전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직관선동물을 접하는 장소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거리, 광장,
유치원과 학교의 교실, 농장과 사업장, 시장인 장마당 그리고 먼 곳으로는
혁명유적지와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장소를 불문하고,
영상 매체, 신문을 비롯한 출판·인쇄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접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직관선동물을 접하는 빈도는 주민들이 서체를 접하
는 빈도와 일치한다. 직관선동물에 쓰인 문자는 특정한 글자의 형태 즉,
서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체는 대부분 직관선동물에 사용
되지만, 그중에서도 구호체로 많이 활용되는 서체는 캘리그래피 서체인

213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후원단체>”, 로동신문, 2015. 5. 4.
214 “대중발동의 묘술을 틀어쥐고”, 「로동신문」,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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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봉체와 평양체, 도안체인 천리마체와 3.1월간체 등이 있다. 그리고 평양
에서는 청봉체와 함께 평양체가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청봉체는
백두혈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적지와 주요 기관에 주로 활용된다
[그림 21].

[그림 21] 백두혈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된 청봉체
(왼쪽 위: 조선중앙TV 화면에 사용된 청봉 반흘림체, 왼쪽 아래: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김정숙 흉상과
청봉체, 가운데: 금강산 암벽문에 새겨진 청봉체, 오른쪽: 백두산 정일봉에 새겨진 청봉 반흘림체)
출처: 조선중앙TV 2018.3.5.; Leeb, Julia, North K orea : an onymo us country, Ke mpen, Ger many :
te Ne ues Publ ishi ng Group, 2014.; 월간디자인 19 94. 8. p. 84.; 김정은, 『 구호문헌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만년재보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연구자는 각종 구호와 직관선동물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과
의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에서 청봉체의 사용
이 급증하였으며, 북한을 대표하는 서체로 강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15 또한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제시하는 흘림체, 반흘림체, 평양체와
같은 서체가 청봉체(바른글씨체)를 원형으로 하여 각 서체의 쓰임에 맞게
형성된 서체임을 알 수 있었다. 216 그러므로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

215 “김일성 사후 우리 서체는 ‘청봉체라는
’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생략) 모든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청봉체를
’ 자꾸 일반화했거든요. (생략) 청봉체는 ‘조선인만이 있을
수 있는 체다.’ 라고 해서..”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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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호서체는 청봉체와 청봉체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서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캘리그래피 서체와 더불어 천리마체( 고딕체)와 같은
도안체도 다양한 구호에서 활용된다.
청봉 바른글씨체( 기본서체)의 특성은 ‘획’ 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곧다. 서예서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획 안에서 다양한 필압을 표현하지
않으며, 쓰는 방식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청봉체
의 이러한 특성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사상을 전달하는 구호체로써 최적
화되어있다. 곧은 획을 통해 가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얇거나 곡선이
많은 다른 서체들 혹은 고딕체에 비해 강직하고 웅장217한 인상을 주기 때
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최근까지 손으로 거의 모든 작업을 써서 직관
물을 제작해온218 북한의 제작 환경에서 많은 양의 작업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컴퓨터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2차 가공물을
만들 때 용이하다.
이처럼 북한의 주요 서체를 활용해 만들어진 북한의 구호219 와
직관선동물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고,
당은 이러한 서체를 통해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여 드러냈다.
선동에서는 당의 목소리를 옳게 반영하고 군중의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와
야 합니다. 선동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여야 하며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맥박치게 하여야 합니다.220

216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217 “그 사상이 바로 청봉체의 기상이거든요. (생략) 다른 서체보다 위엄이 있어야하고,
웅장해보여야하고..”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218 북한에서는 서예가가 서체를 쓰면, 그것을 오려서 물감을 찍는 방식스텐실
(
기법으로
)
교시판과 같은 직관선동물을 대량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219 “상품광고 자리를 갖가지 구호가 차지하고 있다. 모두 다 비슷한 서체로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도배해놓았다. 구호(口號)의 도시. 나중에 서울에 와서 꿈을 꿀 때는 붉은색
구호판만 아른거렸다.” 윤범모, 『평양미술기행』, 서울: 도서출판 옛오늘, 2000. p. 22.
220 김정일,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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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말한 바와 같이 선동은 당의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북한 주요 서체의 시각성은 당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기 위한 수단이 된다. 지도자의 목소리와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한 북한의
서체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언어의 특성인 구술성을 띤다. 월터 J.
옹은 그의 저서에서 구술성과 문자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옹이 말하는 구술
성이란 “ 일차적 구술성, 즉 쓰기(writing) 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술
성” 221이다. 즉, 원초적으로 입과 귀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구술성을 뜻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음성 언어를 시각화하여 드러내는 문자 언
어(서체)의 시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 구술성’ 222의 표현을 차용하여 ‘ 시각구
술성’ 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옹은 구술성을 “목소리로 된 말(the spoken
word)” 223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청봉체를 비롯한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는 당의 언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목소리로 된 시각성
(the spoken visuality)’ 이라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서체의 시각구술
성은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권종성은 『문자학개요』(1987)에서 서체가
지녀야하는 시각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문자서체는 문자가 쓰이게 되는 대상의 성격에 맞게 쓰려는 그리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발생한다. (생략)
특히 구호나 간판에 쓰는 문자는 거기에 맞게 문자모양이 이루어져야 구호에 담긴
내용이나 간판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2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 27. 밑줄은 연구자 표시.
221 월터 J옹, 이기우임명진
·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 14.
222 문자와 서체의 구술적 특성을 언급한 연구로는 정재완, 「거리 글자가 획득한 새로운 구술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이 있다.
223 월터 J옹, 위의 책, 1995. p. 122.
224 권종성의 책은 북한에서 1987년에 출판된 이후, 2010년에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언어학편으로
’
재간행되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재간행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책이 북한에서 언어학과
문자학의 기본적인 개론서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
을 염두에 두고, 권종성이 제시하는 서체의 특성을 곧 북한 서체의 주요 특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권종성, 앞의 책, 1987. pp. 68~69. 밑줄은 연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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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르면 서체는 문자가 쓰이는 ‘ 대상의 성격’ 과 내용을
더욱 잘 전달하려는 사람들의 ‘ 요구’ 에 맞춰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직관선동물에 주로 사용되는 청봉체를 비롯한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는 ‘ 직관선동’ 의 성격과 선동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당의 ‘요구’에 맞게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호에 쓰이는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
는 사용의 목적에 맞도록 문자의 형태가 형상화되었으며, 그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성이 형성되었다.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각구술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과 형태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타이포그래피를 비롯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특히 글의 내용과 서체의 형태 사이의
‘ 관계’와 관련된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225 하지만 북한에서 서체의 형태는
곧 글의 내용을 드러낸다는 확고한 서체 관점이 형성되어 있다. 서체의
시각성이 자아내는 분위기와 정서는 북한 서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당의 목소리를 당의 어조로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대중이 정확하
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의 정확한
목소리를 ‘ 전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이 효과적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수용’의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반복’ 과 ‘ 변화’이
다. 북한에서는 주요 교시와 구호를 같은 색상(붉은 바탕에 흰 글씨)에 같
은 서체( 청봉체, 평양체 등)로 적어 비슷한 형식( 교시판, 구호판, 특간호, 벽
신문) 으로 같은 장소( 입구, 건물 벽,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노출한다. 북한 주민들은 눈으로 서체를 익히는 동시에, 직접
구호판을 만들거나 서예 강습과 소조 활동을 하며 손으로 서체를 익힌다.

225 헤라르트 윙어르, 『당신이 읽는 동안』, 서울: 워크룸, 2013. pp. 135~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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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된 서체는 북한 주민들이 서체만 봐도 당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226할 수 있도록 한다. “겉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
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 227은 서체가 지니는 강렬한
힘이다. 북한은 서체가 지니는 강렬한 힘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서체가 지니는 시각구술성을 직관선동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복되는 서체경험은 북한 주민들의 서체생활과 습관을 형성하는 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는 당 혹은 지도자와 직결되는 내용을 특정 서체의 ‘ 반복’
을 통해 권위와 위엄을 전달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사업과 관련
된 내용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시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실험적 시도는 서예 이론서를 비롯한 주요
서체담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3. 서체담론의 한계와 실험적 서체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서체가 사상과 결합되고, 서체담론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구체적인
서체담론이 형성된 시점은 북한이 독자적인 체제를 수립한 1945년으로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에 북한의 서체담론과 서체의 디자인
사이에는 시각적 차이와 이론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북한
서체담론의 한계와 서체담론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실험적인 서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6 “‘정일봉백두산
(
)’의 청봉체를 보면 마음이 와요. 부딪혀요 마음으로. 그걸 느끼게 만들거든요.”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227 헤라르트 윙어르, 앞의 책, 2013.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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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체담론과 서체 디자인의 시각적 차이

북한의 서체담론이 지니는 첫 번째 한계점은 서체담론 보다 서체
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서체의 담론과 디자인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
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주요 서체의 원형이 되는 서체와 원형
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서예 및 활자서체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주요 서체 중 하나인 청봉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청봉체의 시원인 김정숙의 필체( 해발서체, 1936)에서부터 청봉 서예
체·활자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시점(1990)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차는 그대로 시각성의 차이로 나타났다[그림 22].
해발서체
청봉 숙영지에 김정숙이
남긴 해발서체

‘조선민족’ 부분 발췌

청봉 서예체

청봉 활자체

오광섭 『조선글서예』 의

PIC폰트집(2001)
PKS 제목청봉체-굵은

서예서체 재조합

[그림 22] 해발서체, 청봉 서예체, 청봉 활자체 비교(연구자 편집)
출처: “백두산녀장군의 명필체-해발서체”, 「 로동신문」, 2 001. 6. 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
입사, 2014, PI C폰트집(200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103

서체의 시원이 되는 해발서체와 청봉 활자체, 청봉 서예체를 비교
한 연구자의 시각 분석에 따르면, 청봉 서예체와 청봉 활자체는 시원이 되
는 해발서체와 시각 유사성을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 해발서체와 청봉
서예체는 같은 붓글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법이나 결구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청봉 서예체의 세로쓰기 서법에서는 중성 기둥 획을 기점으
로 글줄의 무게중심이 형성된다. 그래서 ‘ ㅅ’, ‘ ㅈ’과 같이 왼쪽 비낌획 ‘ ノ’
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쏠린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왼쪽 비낌획이 왼쪽
하단으로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22, 청봉 서예체 ‘선’]. 하지만
해발서체의 ‘ㅅ’ 비낌획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둥근 나무 표면 위에 글씨를 썼던 해발서체의 서사
방식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실제로 구호문구의 이미지를 통해 서체의 조형
적 특성을 추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청봉 서예체와 활자체의 시원을 해발서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것은 설사 혁명대원들의 구호문구로부터 간접
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봉 서예체와 활자체가 다양한 서체에서
조형적 유사성을 추출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연구자는 북한 새터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서체담론
에서 제시된 ‘청봉 서예체’가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붓글씨체인 바른글씨체
에 새롭게 이름만 붙였다는 사실228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서체에 새로운 명칭을 붙이고, 시원을 형성한 사례는 청봉 서예체뿐
만 아니라 청봉활자체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청봉 활자체는 출판인쇄과학
연구소에서 발간한 『편성리론과 실천』(1966) 에 실린 ‘청조체’와 상당히 유사
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23].

228 “(기존에 있던 서예 바른글씨체와) 똑같은 것인데, 이름을 갖다 붙였죠. (청봉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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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이름

1

청조체

2

PKS 제목청봉체- 흑

3

청봉 서예체

서체 이미지

[그림 23] 청조체와 청봉체 시각 유사성 비교(연구자 편집)
(원형: 1 청조체와 2 청봉체의 유사성 표시, 오각형: 3 청봉 서예체와 2 청봉체의 유사성 표시)
출처: 1. 김응섭, 『 편성리론과 실천』 ,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 6. 2. PI C폰트집(200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3.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2번의 청봉 디지털서체(font)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3번 청봉 서예체
보다 1번 청조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 부록 1>에 제시된 활자 요소
명칭에 따라 위의 서체를 분석해보면, 2번 청봉체의 획 기둥 형태와 두께
는 1번 청조체와 유사하다. 3번 청봉 서예체의 특성은 획을 곧고 힘 있게
긋는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획이 매우 굵은 반면, 2번 청봉체의 획은 서예
체보다 가는 인상을 준다. 다만 2번 청봉체 ‘ ㅊ’의 획머리 형태와 ‘ 리’의
획 부리는 1번 청조체보다 3번 청봉 서예체의 특성을 차용해 서체의 형태
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2번 서체 ‘천’ 의 종성 ‘ ㄴ’은 붓의 특성을 살린 3번 서체보다 1번
청조체와 유사하고, ‘ 마’ 의 ‘ㅁ’ 에서 획이 돌출되어 있는 ‘ 귀’ 부분 또한 1번
청조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체의 폭, 높이와 같은 이외의 요소에서
도 2번 청봉체는 3번 서예체보다 1번 청조체와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 유사성을 통해 연구자는 청봉 활자체 또한 청봉 서예체와 같이 기존
에 존재했던 서체가 1970년대에 ‘ 청봉체’ 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청조체를
원형으로 하여 디지털서체(font)가 수정 보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105

청조체는 근대식 납활자 제조 기술이 도입되었던 시기에 일본이
중국 서체를 호칭했던 것에서 유래한 서체229 로, 분단 이후 북한에서 교과
서용 본문 활자체로 많이 활용230되었다. 청조체와 청봉 활자체의 높은
시각 유사성을 제외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에 교과서용 본문 활자체로
‘ 청봉체’가 ‘청조체’ 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231 정황을 고려한다면,
1966년의 청조체가 청봉 활자체의 원형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청봉체의 명칭은 서예체와 활자체 모두 1974년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는 시점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서체의 시원성
을 중심으로 서체의 정통성을 확립해나갔다.
이외의 다양한 서체에서도 청봉체의 사례와 같이 서체담론과
시각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 신지글자’ 를 서체의 원형으로 강조하는
‘ 물결체’와 김일성이 1928년에 창간한 혁명신문 「새날」의 제호를 쓴 데서
유래한 ‘ 새날체’, 3.1월간체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 중 도안체인 3.1월간
체는 1933년에 동아일보 활자공모 당선작인 이원모체( 남한의 순명조) 와 형
태적으로 유사하며, 1956년 4월 16일부터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본문
체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3.1월간체가 항일혁명기 백두산
밀영에서 김일성이 발행한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1936) 의 제호 서체
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다[그림 24]. 232

229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필기체의 느낌을 살린 해서체를 청조체라 칭하는 경향이 있었다.”
「타이포그라피 잡지 히읗 3호」, 2012. p. 44.
230 김응섭, 앞의 책, 1966. p. 46.
231 “시각기능과 눈의 피로를 막는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활자체는 청봉체이며 글자크기는 1호
이상이다.”, 어화선, “유치원 높은반에서 교실안의 낮 조명과 우리나라 활자체의 위생기준에
대하여”, 함흥의학대학, 위생방역, no.4, pp. 1~6, 1982.
232 박영도, 앞의 책, 200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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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조국광복회 기관지 「 3.1월간」(1 936)의 표지
출처: 「금수강산」, 1995. 5호.

하지만 「3.1월간」(1936) 출간 당시의 책 디자인을 살펴보면 책의
제호가 한글이 아닌 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체가 도안체인 3.1월간
체[그림 25, 4번]와 달리 붓글씨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1월
간」(1936)의 기관지 제호 서체로부터 3.1월간체가 형성되었다고 밝힌 서체
담론의 내용과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또한 3.1월간체는 청봉체의 사례
와 같이, 『편성리론과 실천』(1966)에 실린 ‘명조체’와 매우 유사한 시각성을
보인다[그림 25, 1번].
즉, 북한의 3.1월간체는 1960년대까지 출판·인쇄 분야에서 ‘ 명조체’
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서체였으며, 이후 서예와 산업미술 분야에서는 ‘3.1
월간체’ 로, 출판·인쇄 분야에서는 ‘ 광명체’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서체의 시각성은 서체담론에서 제시한
서체의 시원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
의 서체 전문가들이 1974년부터 구체화된 유일사상체계의 세습 구도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서체담론을 통해 서체의 명칭과 역사 이론을 서술

107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서체담론과 서체
의 디자인 사이에 발생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서체 이름

1

명조체

2

PKS 광명체

3

PKS 광명체

4

3.1월간체

서체 이미지

[그림 25] 명조체, 광명체 디지털서체(font), 3.1월간체 비교(연구자 편집)
출처: 1. 김응섭, 『편성리론과 실천』 ,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6.
2.3. PIC폰트집(200 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4..오광섭,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2) 북한 서체의 실험적 시도와 변화

북한 서체담론의 두 번째 한계는 주요 서체 이외에도 북한에서
형성되었던 다양한 실험적 서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서체이
론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북한 서체담론에서는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을 담고 있는 주요 서체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주요 서체의 담론이 형성되기까지 북한에서는 다양하
고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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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주요 캘리그래피 서체를 기본으로 하되 변화를 준 ‘ 변체’233, 둘째, 서
예서체 중 도안체에 속하는 장식체, 셋째, ‘산업미술’에서 도안체로 사용된
캘리그래피 서체이다. 연구자는 서체담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주요 서체
이외에 다양하게 나타난 서체들을 ‘실험적 서체’라 부르고자 하며, 이러한
서체들에서 나타나는 실험적 시도들을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또 다른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서예서체에 기반을 두고, 필압과 결구에 변화를 준 변체는
1985년 이후 이루어진 서예전람회에 다수 출품되었다. 이러한 서체들은
청봉체의 바른글씨체, 반흘림글씨체, 흘림글씨체의 운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서예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맞게 서예가가 독창적인 필압과 필력
으로 작품을 표현한 것이 특징234이다[그림 26]. 하지만 변체가 서예가의
독창적인 개성과 실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서체의 근본적인
내용과 창작의 목적은 당의 사상과 이념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림 26] ‘청봉체’ 변체에 해당하는 서예전람회 수상작
출처: 최승걸, 「 조선문학예술년감」 , 2005.

233 변체는 북한 디자인산
( 업미술) 도안 서체에서 사용된 용어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서예서체의
사례에서도 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변체란 이미 규격화된 글씨체의 가장 기본적
인 획구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별적인 조형적 요소들의 모양만을 다듬어서 얻어지는 글씨체
를 말한다.” 박창룡, “도안글씨교수에서 얻은 경험”, 「예술교육」, 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06. 2. p. 54.
234 북한 새터민 인터뷰(2018.5.14.)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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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서예에 속하지만, 작도하여 그려낸 장식체는 북한에서 그 수량
과 종류를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졌다[그림 27].

[그림 27] 다양한 장식체
출처: 김사득, “ 장식서체의 직관성과 풍만한 정서적표현력”, 「 조선예술」 , 2003. 10호.

장식체는 서예 이론서에서 서체의 한 분류로 제시되고 있지만,
오늘날 장식체를 직접 도안하여 그리는 주체는 출판·인쇄관련 분야의 창작
단위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인쇄체와 장식체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는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수 김사득에 따르면, 장식체
는 초기에 수작업으로 제작할 때 많이 응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제작
공정에 컴퓨터 기술이 도입되면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35
장식체도 서예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정치사
상과 교양을 위해 제작되지만, 그 형태는 북한의 다른 어떤 서체보다도
독창적이고 풍부하다. 또한 다른 서체들보다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
여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동심백설체, 장식새싹체와 같은

235 김사득, “장식서체의 직관성과 풍만한 정서적표현력”, 「조선예술」, 평양문학예술출판사
:
,
2003. 1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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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들은 대중과 어린이들의 “ 지능계발과 지적발전”236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다양한 당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벽신문
과 특간호의 구호에서도 장식체와 같은 다양한 서체들이 형성되었다.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에 나타난 또 다른 실험적 시도로는 디자인
(산업미술) 분야에서 상표 혹은 간판에 활용된 다양한 도안체가 있다. ‘ 산업
미술’ 분야의 서체는 다른 서체와 달리, 정치·사상적 교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산업미술’ 에서 창작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 및
추동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237
‘ 산업미술’ 에서 도안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추구해야 하며, 창작하는
대상의 내용과 주제를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
다. 238 서체가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당의 사업이나 구호가 아닌, 창작하는
대상에 한정된다는 것은 ‘ 산업미술’ 도안 서체에 일정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8].

[그림 28] 북한의 상표 도안들
출처: Nicholas Bon ner, Made in North K orea, NY: Phaid on, 20 17.

물론 북한의 ‘산업미술’ 또한 주체미술에 속하는 미술의 한 분야이
기에 다른 미술 분야와 같이 ‘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 을 담아야만

236 김사득, 앞의 글, 같은 곳.
237 김정일, 『미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참조.
238 리은향, “간판도안에서 글씨체의 조형화보장이 가지는 중요성”, 「예술교육」,
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2015. 5.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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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서체는 주요 서예서체에 기반을 두고 변화의 형식을 취한 변체
의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묘향산샘물’은 서예서체 중 굽은체에 기반을
두고 가로쓰기 형식으로 쓰였으며, ‘ 박연샘물’ 은 청봉 흘림체에 기초하여
물의 특성을 표현하였다[그림 29].
상표 제호

대조서체

캘리그래피 서체

굽은체

청봉 흘림체

평양체

[그림 29] 북한 상표 제호 디자인과 캘리그래피 서체 비교(연구자 편집)
출처: 오광섭, 『 조선글서예』 ,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4.

하지만 다른 상표 도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표 도안은 기본적
인 서예의 형식을 따르되,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에 맞도록 운용과
필압에 차이를 주어 즉, 변화를 주어 형상화되었다. 또한 담배갑의 제호가
‘ 평양’이더라도 당 구호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 평양체’ 가 아닌, 금박
의 세련됨을 날렵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서예서체로 ‘ 평양’ 의 제호를 표현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 산업미술’ 에서 쓰이는 상표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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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에서는 이념과 사상의 무게를 다소 덜어내고, 상표가 위치하는 상품으
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체가 선정되고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 포장 도안에서는 ‘ 조선민족제일주의’ 와 같은
주요 사상의 영향 아래 전통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서예와 같은
전통적인 기법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북한 ‘ 산업미술’
도안에 나타난 서체와 그래픽 디자인은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복고적’239이
거나 단순한 ‘전통의 재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북한 ‘ 산업미술’
에 나타난 이러한 특성은 북한 원전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전통에 관한
북한만의 독자적인 해석과 주체성240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 산업미술’ 이 ‘복고적’이거나, ‘ 이국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북한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았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북한은 민족예술과 전통에 관해 ‘반제국주의, 반허무주의,
반복고주의’241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산업미술’과 포장 도안을 살펴보면, 남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디자인하는 방식과 같이 디자인되는 대상과 내용에 초점
을 맞춰 서체와 그래픽 디자인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는 2000년대부터 합법화된 시장체제( 소비재시장과 생산재시장)가 도입242 되

239 닉 보너(Nicholas Bonner)는 책에서 북한의 그래픽 디자인이 외국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전통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특하고 “고유한 형식”을 형성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단순함(simplicity)’, ‘복고(retro-styling)’, ‘전통(tradition)’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
Nicholas Bonner, Made in North Korea, NY: Phaidon, 2017. p. 39.
240 “산업미술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박헌종김순영
·
,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리론』, 평양: 문예출판사, 1986. p.193.
북한에서 외국 디자인을 모방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지만, 북한 산업미술의 기본적인
창작이론은 ‘주체성을
’ 강조하고 있다.
241 “북한은 복고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다. (생략) 사회주의적 민족문학예술은 지난날의 모든
문학예술을 덮어놓고 찬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새로
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영선, 앞의 책, 2006. pp. 34~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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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국 상품들 사이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요구되면서, 상표 및 포장
도안을 제작하는 데 컴퓨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다양한 실험적 서체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앞서 북한이 당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체를 드러낼 때 ‘ 반복’ 의 형식을 취했던 것과 같이 당의
사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서체에 ‘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림 30]. 둘째, ‘ 산업미술’ 과 같이 창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디자이너의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0] 직관선동물에 나타난 다양한 서체와 제작 과정
출처: 최경남, 『 수령숭배, 결사관철의 빛나는 화폭』, 평양: 2.16 예술교육출판사, 2001.

먼저 서예 변체와 장식체는 서체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목적이 당
의 정치와 이념,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산업미술’의 캘리그래피
서체보다 표현의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교시243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북한에서는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당의 사업을

24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고.
243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중발동의 묘술을 틀어쥐고”, 「로동신문」,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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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체를 자유롭게 변화시켰다.
북한에서 실험적 서체가 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 산업미술’ 과 같은 창작 분야에서 일정한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데
있다. 북한의 미술은 기본적으로 집단이 우선시되고, 개인 창작의 자유가
드러나지 않는 체제 미술의 특성을 띠지만, ‘ 산업미술’ 분야에서는 창작의
목적이 당의 사상과 이념을 교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 대상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보다
창작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 서체 혹은 인쇄·출판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식체에서는 서체 디자이너( 도안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디자이
너의 개성을 짐작할 수 있는 서체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그림 31].

서체 이름

서체 이미지

립체고구마체

장식솔잎체

[그림 31] 입체고구마체, 장식솔잎체(연구자 작성)
출처: PI C 폰트집(2 00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하지만 아쉬운 점은 변체, 장식체와 더불어 ‘산업미술’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다양한 서체의 실험적 시도가 서체담론에서 구체적으로 분류되
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체는 창작의 독창성과 풍부함
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분야인 만큼, 각 서체를 다루는 주요 분야의 전문가
들이 협업하여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한글
서체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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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교체된 2011년부터 북한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예컨대 건축 분야에서는 이전의 기념비적이고 상징
적인 건축물을 건립했던 흐름에서, ‘ 문수물놀이장(2013)’, ‘ 미림승마클럽
(2013)’ 과 같이 아파트 주거시설과 문화·유흥시설이 주로 건립되고
있으며, ‘산업미술’ 분야에서는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이 건립되어 ‘산업미술’의
사회적 인지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서체 제작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장식체가 다양한 디지털서체(font)로
제작되고 있다.
북한의 서체는 한편으로는 수령과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여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친근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북한은 높아져 가는 사람들의 문화예술 수준과 그에
따른 요구를 인식하고, 더욱 새롭고 다양한 서체를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을
서체담론을 통해 지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244 이에 북한에서 서체의 ‘ 변화’
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로빈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근대성을 특정 디자이너나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하나의 합리적인
과정이자 성질로 해석한 바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적 시도는
곧 북한 서체 디자인의 근대적 변화이자,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서체는 오늘날 반복과 변화를 거듭하며, 주민들이 서체를 통해
다양한 시각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44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사람들은 보다 높은 문화정서생활을 지향하고
있으며 출판물에서의 서체적양상도 더욱 다채롭고 새로워질것을 요구한다.”
김사득, “장식서체의 직관성과 풍만한 정서적표현력”, 『조선예술』, 2003. 10호.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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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캘리그래피 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육필성과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성 강조
북한의 서체는 백두혈통 필체를 중심으로 시원을 형성하고, 유일사
상체계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필체를 중시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
을 비롯한 동아시아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특성이었으나,
권력 세습을 위해 필체를 계승하는 형식은 북한의 필체 문화에서만 나타나
는 특수성으로 확인되었다. 백두혈통의 필체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선적 특성
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필체는 후계자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계승되었다.
필체의 시각성과 육필성을 통해 정통성을 강화하는 북한의 서체
체계는 서예서체와 활자서체의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 김정숙의 해발서체와 이에 시원을 두고 형성
되었다고 선전되는 청봉체가 있다. 또한 청봉체 이외에 붉은기체, 물결체,
궁체, 굽은체와 같은 캘리그래피 서체의 사례에서도 서체의 원형을 혁명전
통과 민족전통을 통해 서술하는 시원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호서체의 시각구술성
캘리그래피 서체를 포함한 북한의 주요 서체들은 북한에서 당의
사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구호와 직관선동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직관선동물의 사용빈도는 곧 서체의 사용빈도와 연관되었다.
직관선동물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었으며,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었다. 삶의 터전 곳곳에 배치된 북한의 구호서체는 당의 사상과
이념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한 북한의 서체는 시각구술적 특성을 띠었으
며, 직관선동의 역할과 요구에 맞도록 다듬어졌다. 주요 구호서체로는
청봉체, 평양체, 3.1월간체, 천리마체 등이 사용되었으며, 새터민과의

117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가 청봉체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서체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 반복’ 과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당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주민들
은 다양한 서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체화하였다.

서체담론의 한계와 실험적 시도
북한의 서체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이전부터, 분단 이후 지금
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상을 반영한 서체담론은 1980
년대부터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봉체를 비롯한
북한 주요 서체의 디자인은 제시된 서체담론과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의
서체담론에서는 혁명민족 전통과 관련된 특정 시원을 제시하며, 서체의
원형을 강조했지만, 제시된 서체의 원형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서체의
시각 유사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체담론은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던 북한 서체의 다양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또 다른 한계점을 내포했다. 북한에서는
특정한 시원을 형성하고, 서예 강습으로 대중화된 주요 서체 이외에도 다양
한 서사자와 도안가의 개성을 반영한 실험적 서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서체는 크게 서예의 변체, 도안체에서의 장식체, ‘ 산업미술’ 에서의 상표
도안체 등의 사례에서 발견되었으며, 각각 주요 서체에 기초하여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롭게 창조된 서체들이었다. 연구자는 북한 서체에 나타난
실험적 시도가 한글 서체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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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북한 서체의 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여 북한 캘리그래
피 서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서체가 지니는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서체는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꾸리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 곳곳에 배치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고, 자주 오가는 곳에 어김없이 자리 잡았다. 또한 반복적으로
생활환경에 노출되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손을 통해 익숙해졌다.
연구자는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을 설정하고자 Ⅱ장에서 북한 연구
방법론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북한 내부에서
제시한 이념과 결과물을 비교해 북한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내재적 방법론’
과 북한의 특수성을 다른 사회주의와의 보편성을 통해 비교하는 ‘ 비교사회
주의적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주된 관점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기존의 타이포그래피 역사 서술 방식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
을 극복하고자 타이포그래피 관련 문헌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서체의
담론을 결과물과 같은 무게로 혹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었던 로빈 킨로스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북한 서체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
로 북한 서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문화예술( 문학예술)
분야의 주요 이론과 창작 원칙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서체 관련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서체의 내용을 정리하
였다.
Ⅲ장에서는 북한 서체가 형성된 배경을 살피고, 서체담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 서체가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분단 전후,
한글 서체의 형성 과정과 전개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단 이전의 한글 서체
형성 과정을 서예서체와 활자서체로 크게 나누어 짚어보았으며, 인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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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과정과 변화를 살펴, 서체의 도구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식민지의 억압 속에서 발족한 조선어연구회(1921)의 활동과
분단 이후 이극로에 의해 재건되는 북한 어문운동의 흐름을 확인했다. 북한
에서는 대대적인 ‘문맹퇴치운동’ 을 벌여 문자를 활용한 선전·선동의 활로를
개척하였으며, 인민 대중이 쉽게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자를 폐지하고,
한자의 공백을 메우는 ‘ 말 다듬기 사업’ 을 추진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북한 어문운동의 흐름을 파악해 분단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한글 가로쓰기’
가 북한에서 ‘한글 가로 모아쓰기’ 의 방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를 통해 구체화된
북한의 서체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에서 서예가 대중화된 시대적 배경
을 혁명민족 전통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으며, 북한에서는 서예와 서체가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이에 조선미술가동맹에 서예 분과가 생겼으며, 각 미술 대학에는 서예
학과가 개설되고, 인쇄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기관에 서예실과 서체연구실이
개설되었다. 또한 서예 강습과 소조 활동이 범 체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서예에 관한 중앙의 관심이 대중으로 확산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북한에서 서예가와 서예 이론가가 육성되고, 다양한 서예 이론서가
발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서예 이론서를 비롯한 서체담론을 통해 그동안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서체의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 서체의 역사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서체 이론가들이 정립한 서체의 분류 체계
는 1988년 이후 활자서체와 디지털서체(font) 의 서체 분류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손’ 을 중심으로 서체를 분류하는 북한 서체의
육필성에 주목해, 서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필로 한 번에 쓰는 서체를 ‘ 붓글씨체(서사체)’ 로, 복필
로 여러 번에 걸쳐 그리는 서체를 ‘ 그린글씨체(도안체)’ 로 크게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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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남한의 캘리그래피
(손글씨)와 레터링의 개념과 대조해보았다. 남한의 서체는 서예와 활자의
개념을 도구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북한의 서체는
도구에 따라 개념을 나누되, 서체의 명칭이나 속성이 그대로 연속되는
‘ 분절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Ⅳ장에서는 백두산 명필체를 포함한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서체담론과 디자인을 분석해,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가 지니는 시각문화적
특성을 육필성, 시원성, 시각구술성, 실험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연구자
는 북한이 서체를 분류하는 데 있어 ‘손’ 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점과
지도자의 필체를 우상화하여 기념비화 하는 특성에 주목해, 백두산 명필체
에 나타난 육필성을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첫 번째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지도자의 필체가 지도자의 몸이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자의 필체가 기념비화 되는 현상을
동아시아문화권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필체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북한의 필체가 세습되는 현상을 북한만의 특수성으로 강조하였
다. 북한의 필체는 항일혁명 투쟁으로 이어져 온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계승
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방식은 필체의 시각성을 대를 이어
세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필체에 나타난 사선적 특성을 북한 체제의 주요 창작
원칙인 ‘ 속도전’ 과 연관 지어 해석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육필을
곧 사회주의의 전형이 되는 필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백두산 명필체 중
김일성의 태양서체와 김정일의 백두산서체는 각각 다양한 건축 조형물과
자연경관에 새겨져 친필 기념비화 되었으며, 김정숙의 해발서체는 청봉체의
시원이 되어, 청봉 서예체와 청봉 활자체로 대중 생활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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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캘리그래피 서체는 청봉체와 같이 북한의 혁명전통과 민족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서체담론에서 북한의 주요 서체를 특정
시원과 연관 지어 서술하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시원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청봉체와 붉은기체가 혁명전통의 시원에, 물결
체, 궁체와 같은 서체가 민족전통의 시원에 기반을 두고 서술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주요 서체가 구호를 포함한 다양한 직관선동물에
사용되는 점에 주목해, 직관선동물이 제작되는 과정과 배치되는 장소를
살펴, 직관선동물이 북한 주민들의 시각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파악하였다.
구호 혹은 직관선동물로 활용된 북한의 서체는 당의 음성을 시각
화하여 드러내며, 당의 사상과 이념을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연구자는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는 북한 서체의 특성을 시각구술성으로 해석하고자 하였
으며, 북한의 서체가 이러한 특성에 기반을 두고 형상화되었음을 서술하였
다. 북한의 서체는 누구든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반복하여 노출되었
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었다.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된 북한
의 서체는 당의 목소리를 기억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속해서 반복되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당의 교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전·
선동 방식으로 ‘반복’ 과 ‘ 변화’의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에서 ‘변화’
를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적 서체들이 북한의 서체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이론적 공백이 발생한 부분을 서체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의 서체담론과 디자인 사이에 발생한 시각적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북한 서체에 나타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실험적 서체는 크게 서예서체에서의 변체, 도안체의 장식체, ‘ 산업
미술’ 에 활용된 도안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변체와 장식체는 형체가
다양하지만, 사상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산업미술’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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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변체, 장식체와 달리, 대상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묘사하여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산업미술’에서는 당의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는 것
보다 북한의 경제 건설을 추동하고,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위와 같이 북한에서 실험적 서체가
나타난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도자가 교시를 통해 일정한
‘ 틀’에 얽매이지 않고, ‘ 변화’ 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 산업미술’ 과 같은 창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일정한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점이었다.
위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북한의 서체와 디자인이 지니는 시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북한 용어의 차이와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녔다. 용어 정의를
위해 연구자가 검토한 캘리그래피, 레터링, 활자, 타이포그래피 등과 같은
전문 용어는 남한에서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용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도 차이를 보였으며, 각 용어가 포함하는 대상의 범주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에 연구자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체와 같은 전반적인
디자인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연구에서는 남한
의 용어를 기준으로 하되, 북한의 용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하여 서술하였다.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에 있었다. 연구자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북한의 서예사를 제외한 북한 활자사와 출판·인쇄 과학 분야의 자료 현황
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차후 북한에 관한 자료 접근이
용이해져 북한의 인쇄기술과 활자사에 기반을 둔 활자서체 및 디지털서체
(font)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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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가 지니는 시각문화적 특성을
북한의 정치와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내고자 하였으며, 북한의
서체와 디자인이 지니는 이론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서체가
주민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각경험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오늘날 북한의 서체를 비롯한 시각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순간을 깨닫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대 서체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
북한 서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가 북한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짚어내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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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봉 활자체 분석 명칭도

청봉 활자체 분석 명칭도(연구자 작성)
참고: 청봉 제목 굵은서체 사용. 한국글꼴개발원,

『 한글글꼴용어사전』, 서울: 한국글꼴개발원, 2000.

안상수, 노은유, 『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 파주:안그라픽스, 2014.
PIC 폰트집(2 001), 평양정보쎈터(자료제공: 전북교육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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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북한 서체담론 코딩분석표 예
최원삼, 『 서예』, 평양:예술교육출판사, (1984, 1989 번각).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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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북한 새터민 인터뷰 요약

형식:

인간대상연구, 심층 면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승인번호 : IRB NO. 1803/003-008.

일시:

2018. 5. 14. 월. 14:00~16:18(2시간 18분).

장소:

○○하나센터, 상담실.

대상:

연구참여자 1명(북한 새터민 서예 서체 전문가, 직관물 제작 경험).

1. 인터뷰 주제
1) 서예 교육 의무화와 대중화 현황, 서예에 관한 대중의 인식
2) 청봉체와 캘리그래피 서체(붉은기체 등)에 관한 인식과 상징성
3) 서예서체(서사체)와 도안체, 활자체, 디지털서체(font)의 관계
4) 북한의 다양한 서체 사용 사례와 특성

2. 인터뷰 내용
1) 서예 교육 의무화와 대중화 현황, 서예에 관한 대중의 인식
- 198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예가 대중화되고, 다양한 서예 대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서예 대전 경기가 있었어요.”

- 서예는 정치의 사상을 담은 목소리를 전달한다.
“서예는 붓글로써 모든 정치가 거기서 다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에요.
글 하나도 당에서 뭔가 ‘이렇게 쓰세요.’ 하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있잖아요.”

- 남한에서는 플랜카드로 제작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교시판이나
구호판, 특간호를 손으로 쓰고, 그린다. 그러므로 각 기관,
학교마다 미술 교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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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한)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프랑크(플랜카드) 로 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붓글로 써서 모든 교시판이나 손으로 그것을 해야 하니까...미술하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학교에 한 분씩 계세요.”

- 특간호는 지도자와 관련된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그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선전화는 당 구호를 선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특간호라고 하는데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탄생이라 하면 백두산이 있고.
‘2 월 16일. 원수님 생일’ 이렇게 하고, 특간호라고 하거든요.”
“선전화랑은 달라요. 선전화는 무엇이냐 하면요. 무슨 모두 동원돼서 농촌을 간다던가.
우리가 ‘관철하자! 관철하자!( 당 구호)’하는 것.”

2) 청봉체와 캘리그래피 서체(붉은기체 등)에 관한 인식과 상징성
-1990 년대 이후, ‘우리의 서체는 청봉체다.’ 라고 말하며,
청봉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조선인만이 있을 수 있는
서체다’라고 하며, 청봉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90 년대에.. 김일성이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언젠가는 ‘우리 서체는 청봉체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우리는 청봉체 뭣도 모르고...
‘청봉체구나’ 했지.....모든 지시 떨어질 때마다 청봉체 뭐...이런 말이 자꾸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도..학부에서 많이 그런 것을 일반화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서체는 이전부터 있었던 바른글씨체에 이름만 붙여진 것이다.
“똑같은 것. 똑같은 것인데 ( 기존에 있던 서예 바른글씨체에 청봉체라는)이름을
갖다 붙였죠.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백두산 ‘정일봉’ 서체는 청봉체의 상징성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청봉체는 북한에서 특수한 서체로 인식되며,
북한의 사상과 기상을 상징화 한다.
“우리 백두산에 가면요. 정일봉이 있어요. 백두산에 가면, 산이 제일 높은

봉우리에 그것을 갖다가 새겨놓았거든요. 그게 바로 청봉체의. 북한의.
우리 북한만이 가장 가지고 있는, 정일봉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딱 청봉체 포인트에요.”
“이 글자가 일반 글자 아니거든요...다른 서체보다 사상에다가 위엄이 있어야 하고,
웅장해 보여야 하고, 그 굵기와 비례. 이것 다 해서. 그것이 바로 청봉체의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청봉체의 ‘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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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작품이 작품의 뜻과 사상을 잘 담아내었는지,
정기적으로 모여 품평을 한다.
“우리 몽땅 그 글을 쓰게 하거든요. 그걸 이 글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 년에 한번씩 소회 계속, 시험같은 것이 있어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따르면, 학생들은 백두산을 포함한
혁명유적지를 답사하며, 당을 향한 고마움과 믿음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두산에 새겨진 ‘정일봉’ 서체를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정치 사상적으로 동화된다.
“그리고 또 백두산 가면 있잖아요. 그 항일투사들이 그 구호나무를 해놓고...

진짜 ‘그대로다’ 하지. 누가 그게 ‘거짓말인가.’ 하겠어요. 그 산에 있잖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빼곡히 들어섰는데, 그 항일투사,
여성들이 제봉침 하면서 군복을 만들고, 그 때 일본놈들을 피해서 뭐 하는
그게 그대로 다 나와요. 파편이나..그 자리 다 보이거든요. 그 때 그 정일봉 봉우리가
있어요...그 곳에 이렇게 가면은....그때 당시 하... 막... 이 사람이 자연히 그렇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게 만들어요...거기에서
그 글귀를 보면....... 돌아서서 우리는 그 붓으로 붓글로 그걸 표현해야 하거든요.”

-백두산은 결국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흠모하도록 하기 위해 강조되는 장소이다.
“답사시키는 것은 다 김정숙을 흠모하는 거에요. 김정숙을 내세우는 것이
기본 목표거든요.”

-김정숙과 항일 혁명 대원들이 썼다고 전해지는 구호나무의 문헌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그 구호나무에 글 쓴 것은 우리 청봉체처럼.. 그때는 그런 글자를 안 쓰잖아요...
그 글자는 서예라고 보기 어렵죠.”

3) 서예서체(서사체)와 도안체, 활자체, 디지털서체(font)의 관계
-1990년대 후반까지도 컴퓨터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 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에서는 컴퓨터를 보기는 어려웠다.
“컴퓨터 워드에서는...없었어요. 컴퓨터 많이 보급 안했어요. 저희 집은 샀는데,
우리 한글쓰는거..타자...그거하고.. 그것 가지고 게임같은 것 하고. 게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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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많이 사용했어요. 없어요. 상상도 못하고... 전자학부는 있지만, 일부 학부에는
없었어요.”

-도안체든, 활자체든 기본적으로 북한 서체의 기본은 서예체라
할 수 있다.
“( 활자체를 하든 인쇄체를 하든 서예를) 해야하지. 당연히 해야하지..

서예가 기본이에요.”

4) 북한의 다양한 서체 사용 사례와 특성
-과거에도 백두산 명필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서체는 3 대 필체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선전하지는 않았다. 현재로 올수록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3 대 필체를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때 김정일하고, 김정숙이 김일성. 3대 필체라 해가지고..했어요. 장려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널리 보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마 세대 아이들이
김정숙이나 김일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 백두혈통에서부터 혈통 삼대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붓글씨체인 청봉체와 함께 고딕체인 천리마체, 붉은기체,
평양체 등 다양한 서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서체는 청봉체이다.
“다른 서체보다 청봉체가 많이 쓰이죠. 더 많이 쓰이죠. 그..기념비 탑도 있잖아요.
그게 청봉체죠. 많이 쓰여요..”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청봉체(바른글씨체)를 쓰고, 그 다음에 반흘림체,
흘림체를 연습하고, 그 후에 붉은기체나 평양체 등 변화를 주며 다양한
서체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다양한 캘리그래피 서체는 청봉체에서
파생된 서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른글씨체 다음에 연습해서 반흘림체를 들어 가는거에요..배우는 순서가 이거에요.

처음에 바른글씨체 들어가고, 반흘림체 들어가고.. 흘림체에서 붉은기체 들어가는 거에요..
평양체라는 것은 굵잖아요. 청봉체 바른글씨체 글에 좀 살을 붙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청봉체에서 변화를 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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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letter style discourse and
design in order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visu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ir calligraphy letter style within a historical context. The researcher
intended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North
Korea through its typography.
Letter style may seem to be an insignificant consideration;
however, it can aid in gaining a better grasp of understanding the visual
cultural landscape of a community. Various letter styles can be seen in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such as in books, newspapers, and
publications and printed materials; press and various visual media; and in
slogans, quotations of leaders, and handwritten monumental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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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natural scenery. Therefore, exploring North Korean letter types
can be equivalent to exploring the visual culture of North Koreans’ daily
lives.
The North Korean letter style reflects historical view of "Juche"(주
체), which takes Kim Il-sung as the father of socialism, and its heritage
rooted in the anti-Japanese revolution. Letter style has been extensively
used as a means of propaganda and instig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North Koreans’ socialist regime. According to experts, the key letter styles
in the North are: “Paektusan myungpil-chae”(백두산 명필체),
“Chungbong-chae”( 청봉체), “Bulkunki-chae(붉은기체)”, “Pyongyang-chae”( 평
양체), “Mulgyol-chae”( 물결체), “Koong-chae”(궁체), “Chollima-chae”( 천리마
체), “3.1wolgan-chae”(3.1월간체), and “Jangsik-chae”(장식체).

However,

more than 700 different styles are in existence and currently in use,
including calligraphy and typeface styles. The main letter styles, as well as
the overall landscape of the North Korean letter styles, shall be examined
in order to figure out how letter style is perceived and used in North
Korea.
North Korean letter styles have been categorized and theories
pertaining to them have been established by experts and calligraphy
theorists since the 1980s. Letter theories have been formed within the field
of calligraphy in respond to the North Korea’s unique nationalism, “Joseon
minjok jeiljuui”(조선민족제일주의), and calligraphy started to be recognized
as a new national form of ethnic cultural art. The revival of calligraphy
led to the creation of calligraphy departments in universities, as well as
printing and publish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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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letter style theorists also came up with a
categorization system based on how letters are written. Letter types written
in one stroke are sorted as “Butgulsi-chae”(붓글씨체, paintbrush writing
style, or calligraphy style), and those written in multiple strokes are sorted
as “Gringulsi-chae”(그린글씨체, drawn writing style). This system was
directly applied to the categorization of typefaces and digital fonts after
1988. The importance of handwritten calligraphy letter types was constantly
emphasized, and this led to the regime-wide policy implementation of
teaching and promoting calligraphy.
After thoroughly conveying the importance of letter styles to the
public, North Korea started to memorialize its leaders' handwriting. The
practice of equating handwriting with its writer, which can also be widely
seen in South Korea and China, is rooted in East Asian culture. However
in North Korea, handwritten letter styles are used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유일사상체
계). In the theoretical discourse of North Korea’s letter, the Paektusan
myungpil-chae, a special letter style set derived from handwritings of former
leaders, includes Kim Il-sung’s “Taeyang-sochae”(태양서체), Kim Jong-il’s
“Paektusan-sochae”(백두산서체), and Kim Jong-suk’s “haebal-sochae”( 해발서
체). The diagonal aesthetic features commonly found in two letters,
“Taeyang-sochae”( 태양서체) and “Paektusan-sochae”( 백두산서체), have been
passed down, thereby forming a unique letter style culture in North Korea.
Letter style discourse describes North Korea’s key styles to be
rooted in the tradition of revolution, and they are viewed as having been
tailored to visualize the party's voice. The key calligraphy types, such as
“Chungbong-chae”( 청봉체), are used for slogans and propaganda, harn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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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visual-or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convey the ideologies of the
party. Such letter styles are repeatedly used in order to instill the party's
voice into the people, and given variation for efficient delivery.
There are a few limitations to the North Korean letter style
discourse because it began to be formed in the 1980s, 30 years after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iscourse and actual aesthetics, and second, there is a gap in the theory as
the various experimental letter styles were excluded from the discourse.
Thus, this research aims to further delve into these experimental types,
especially focusing on “Calligraphy changed-style”( 서예변체), “Jangsik-chae”
(장식체), “Gringulsi-chae”(그린글씨체, drawn writing style) of North Korean
design, etc., all of which are interpreted as exhibit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alligraphy styles.
North Korean letter styles are materializations that represent
ideologies, and at the same time, are given variations, and are used as a
means of forming the typeface culture landscape. Today, international
standard computer and digital technology are being used in North Korea,
and typography is being diversifi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visu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regime are to be brought to light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ety and the culture that form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by
delving into their calligraphy lett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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