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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중요한 근대의 시기를 읽어 버렸음에도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

다. 이 시기는 디자인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으로 우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행위는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미미하다. 이 시기의 디자인 행위에 있어 창의적 발상이

나 혁신적인 디자인들은 전혀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 속에서 당시 남겨진 근대디자인의 여러 산물들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10가지의 분야에서 새롭고 남다른 혁신성(Innovation)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오늘날도 디자인 분야에서 구

사하는 혁신적인 전략 예컨대 브랜드 패밀리, 뉴 사인시스템, 모더니즘 스타일, 로컬라이제이션, 스타마케팅, 완 소스

멀티 유즈, 프라이빗 브랜드, 자연친화, 융 복합, 패러디 전략 등을 활용해 디자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근대, 근대디자인, 혁신성, 혁신적 사고

Abstract Even though Korea has lost its important modern era due to Japanese colonialism, it is in the rank of 
advanced nation today. It is common to think that there was no creative and innovative design activity because 
it was highly constrained by design activities. Is there no creative idea or innovative design in this period of 
design activ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ous products of modern design left in the question, I was able 
to find a new and unique Innovation in 10 fields. In other words, today, we can confirm that we have utilized 
innovative strategies in the field of design such as brand family, new sign system, modernism style, localization, 
star marketing, one source multi use, private brand, nature friendly, fusion and parod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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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많은

경제적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세계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1] 이런 발전상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면 할수록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수

없이 연구된 결과지만 세계 역사와 발전의 흐름 속에

서 봉건시대를 종식시킨 근대(Modern)의 개념과 역할

은 지대하다.[2] 현대를 있게 한 원동력이며 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근대 시기에 일제에

강점을 당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주적인 행동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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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근대가 실종되었다거나 현대에 끼친 역할

이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런 우리나

라가 오늘날 경제지표로 봤을 때 세계에서 높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필자도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역할 없이 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제강점기에도 디자인의 중요성은 마찬가지

였을 텐데 우리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작업들은 과연 없었을 것인가. 전혀 없었다면

근대 이후 지금까지 발전의 원동력은 오로지 해방이

후에나 시작된 것인가.’ 등등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이 통치한 근대기를 타의적으로

잃어버린 셈이 돼버렸지만 오늘날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

분 디자인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루지 못할 것들임

으로 당시 디자인 상황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디자인은 특별한 움직임이 과

연 없었던 것인지 따라서 본 연구자가 약 30년에 걸

쳐 수집하고 정리한 이 시기의 디자인들 중에서 창의

적이며 혁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디자인들을 찾아

내 이를 밝혀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필자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전문박물관인 근현대디자인박물관(서울특별시 등록 제

55호 전문박물관)[3] 소장품을 중심으로 개화기 이후

1945년 광복이전 사이에 제작된 근대디자인 사료들 중

에서 먼저 다수의 사료를 모아 그룹을 짓고 거기에 담

긴 디자인 사고들을 찾아냈다. 대략 이 자료들을 선별해

10개의 아이템(Item)으로 구분하고 그 곳에 담긴 창의

성과 혁신성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근대와

근대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역사․문화사․사회사적으

로 포괄적인 현상 연구에 가까웠다고 본다면 본 연구는

실제로 수집한 디자인 제작물 자체에 보다 집중해 연구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각의 아이템 중에서각 분야별로대표할 수 있는작

가와 자료를 보다 더 압축하고 엄선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들 중에는 외국인이 디자인 것들도 있으나 한국적

인 소재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한국에서 사용

한 자료들임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으로 포함

해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스탠다

드 오브 오일 컴퍼니(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의 법랑간판 그리고 일본 제약회사 포스터의 경

우 판매 상품은 각 나라의 것과 같으나 현지인에 맞게

한글을 넣는다든지 해당 국가의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우리나라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고 형성시키는데 작

용하였음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의 범주 안에 넣어서 연

구하였다. 디자인 분야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

디자인, 건축디자인, 의상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각디자인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에 임하였다.

Ⅱ. 근대디자인과 혁신성

1. 근대의 개념과 근대디자인

근대디자인의 개념 정리와 각종 제 관련 논의에 대해

서는 범위가 너무 넓고 보는 시각도많은차이가 있음으

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정지어 논지를 진행하

고자 한다. 근대디자인은 '근대기(近代期)'에 제작된, '

근대성(近代性:modernity)'이 담긴 디자인으로 근대기

란‘ 근대의 시기’로 풀이할 수 있으며 필자는 고종 13년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근대의 기점이 된 1876년 개항 이

후부터 일제강점기가 종말을 고한 1945년까지의 기간으

로 상정하였다.

'근대성'이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고찰이 가

능하다. 하나는 시기에 대한 개념 설정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 내용과 성격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시기적으로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의 기점을 1876년 개항

으로 보아 그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성격적으로는 고대

와 중세와는 다른 '새롭다(Nova)'라는 점과 ‘대량생산

(大量生産)’을 통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근대기에 제작

된 디자인 중에 기점이 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 것인

가.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명제에 합당해야 한다.

먼저, 기점이 되어야 함으로 첫째, 이 시기에 가장 먼

저 생산된 것으로 둘째, 형상 자체가 전과 다르게 새롭

고 셋째, 자주적이며 넷째, 디자인 의식을 가지고 다섯

째, 우리나라에서 여섯째, 우리나라 사람이 일곱째, 우리

나라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가상징으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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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다. 198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실시되어 부산과 제물포와 원산이 개방되면 시작된 우

리나라 근대화의 물결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디자

인 상징이 태극기라고 볼 수 있다.[4]

근대는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화를 지향하였으

며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를 채

택하고 통치한 시기를 말한다. 디자인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과 관계가 깊으며 공업화가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업화는 대량생산을 통한 복제의 개념이 핵심이

며 기계를 사용함으로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공

예에서 디자인으로 개념이 전환되었다. 근대와 근대디

자인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근대에 있어 디

자인의 개념은 빠질 수가 없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태극기가 제정된 1882년부터

1945년 이전을 근대와 근대디자인의 시기로 보고 이 시

기에 해당되는 사료를 가지고 연구 분석에 임하였다.

2. 근대디자인과 혁신성의 배경

근대와 디자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

로 이루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근대는 공업화(工業

化)가 이루어진 시기이고 공업화는 대량생산(大量生産)

을 기반으로 하며 이때 비로소 디자인(Design)의 개념

이 싹이 트고 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5] 그럼으로 '근대(Modern)'와 '근대디자인

(Modern Design)'은 같은 시기에 출발을 하였고 의미가

중첩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근대와 함께 근대디자인이

태동하고 자라나고 그곳에서 수많은 생산품을 탄생시켰

다. 그 배경과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들어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국가상징’이 필

수불가결하게 나타나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

과 ‘인력거’, ‘자전거’, ‘자동차’가 이동할 ‘도로’와 열차가

다닐 ‘철도’가 우선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였으며 바다

와 하늘에 비행기와 기선이 다닐 ‘항로’가 생기기 시작

하였다. 인구가 늘어나 당연히 생산도 증대되기 시작하

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멋

의 기준이 되는 트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모더

니스트,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는 말이 탄생하였으며

화장품의 사용이 널리 확산되었다.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가 차이가 나면서 먼저 근대화

한 나라의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타 민족을 정복

하는 ‘식민지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나라간

의 인구 이동과 함께 상품들이 오고가는 ‘무역’과 국제

간 ‘교류’가 활발해졌다. 국제 관계가 성립되고 서로 원

만히 안전하게 오고 가기 위한 ‘관광’의 개념이 탄생했

으며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숙박시설 즉 ‘호텔’이 생

겨났다. 도로와 건물과 상품의 생산이 많아지면서 당연

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인(sign)’이 들어간 ‘간판’과

‘상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판매를 위한 ‘광

고 및 홍보물’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

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머물다 귀국할 경우 관광

‘문화상품’이나 ‘선물’을 사기 위한 장소로서 ‘전문점’과

‘백화점’이 탄생하였다.

이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디자인이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이며이와연관 지어서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key word)는 다음과 같다. (1)근대 (2)근대디자

인 (3)상징 (4)철도 (5)근대주의자 (6)근대 남성(Modern

Boy) (7)근대여성(Modern Girl) (8)화장품 (9)무역 (10)

국제 (11)관광 (12)호텔 (13)광고 (14)문화상품 (15)간판

(16)백화점 등이다.

‘근대가 가진 속성(근대성)’ 중 고대와 중세와 다른

‘새로움(Nova')이 있어야 함을 위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근대디자인이 탄생하고 발전해 나왔음으로

’혁신적인 사고‘ 즉 혁신성(革新性)이 담긴 많은 디자인

들을 생산해 내었다. 혁신성이란 사전적 정의로 ’묵은

것을 완전히 고쳐 새롭게 바꾸려는 성질‘을 말한다.[6]

한사람이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대량생산 체제로 수없이 많은 생

산품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도로와 건물들이 생기면

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혁신적인 사고가 포함된

생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생산

된 근대디자인 중에서 이같이 지난 것과 분명히 차별화

되고 새로운 사고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면 바로 혁신적 사고를 지닌 것들로서 이러한 것들이 우

리나라 근대기에는 과연 없는 것인지, 남아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근대디자인 사료의 분류

근대, 근대디자인, 상징, 철도, 근대주의자, 근대남성,

근대여성, 무역, 국제, 관광, 호텔, 광고, 문화상품, 간판,

백화점 등 근대에 관한 키워드에 맞춰 근현대디자인박

물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구분하고 분석한 후 이것들

을 관통하는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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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이 당시 수집한 자료들을

근대 속성의 키워드에 맞춰 가장 많이 수집되어 집단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분류하였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자료 상태도 좋고 남겨진

양도 많은 것들 중에서 태극기와 같은 상징들, 다국적

기업의 간판들,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들, 아름다운 모

던 걸을 등장시킨 홍보물들, 서양에서 들어와 활동한 작

가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백화점의 디자인

활동, 환경친화적인 문화상품들, 놀이문화를 대표하는

화투류의 도구, 여인들의 인기상품 화장품 등이 근대의

속성 키워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근대와 연관 지을수 있는 분야들은 당연히 생산도많

이 되었고 남아지기도 많이 남아 결과적으로 분류도 수

월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10개의키워드를 찾아내어 그 곳에 담긴 디

자인 사고(思考)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표 1. 근대디자인 사료의 속성별 분류

Table 1. Categorization by attributes of modern design

data

근대

속성

디자인

제작물

제작자

제작기관
분류현황

상징
태극기와

이화문양
조선 황실

종류도

다양하며

수량도 많음

무역

간판

다국적

석유회사의

사인물

SOCONY

TEXACO

SHELL

대표적

석유회사 사인

및 홍보물

모더

니즘

이상의

표지디자인
신민관

디자이너의

실명 확인 가능

관광
조선 관광

리플렛

조선총독

부철도국

다양한 종류의

리플렛

모던

걸

모던 걸 소재

포스터

일본

곡회춘당

모델 이름 실명

확인 가능

국제

교류

엘리자베스

키스의

일러스트레이

션

대한결핵

협회

확실한

제작연도와

작가 확인 가능

백화

점

백화점

판매상품

미스코시

백화점

당시 최고의

백화점

문화

상품

자연소재

문화상품

해시상회

외

자연친화적

재활용 소재

놀이

도구

놀이도구

화가투
신민사

동양과 서양의

놀이도구

화장

품

화장품

박가분과

촌가분

박승직

상점

여러 가지

모방품 등장

Ⅲ. 10개의 아이템에 담긴 디자인 사고

1. 국가상징 태극기와 이화문장

1) 태극기

그림 1. 국가상징 태극기의 다양한 모습

Figure 1. Various figures of the national symbol Taegeukgi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디자인의 기점이 되며 가장 대

표적인 근대 상징인 ‘태극기’와 ‘황실문장’은 어떤 디자

인 사고를 담고 있는 것인가. 먼저 태극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883년 3월 6일 제정된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을

모든 민초(民草)들이 제한 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며 활용

성이 매우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그림 1의 사진에서 보

듯이 종로와 남대문로에 있는 집들마다 입구에 태극기

를 걸어 놓고 있음에서 입증되는 사실들이다. 또한 당시

제작된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작은 행사용 깃발이나 황

제가 등장하는 엽서를 비롯해 일반적인 각종 엽서에도

태극기를 상징문양으로 활용해 제작되었다. 담배를 사

면 기념으로 나눠주는 명함 크기의 담배카드와 바둑알

크기만 한 양철로 제작한 작은 버튼과 핀그리고 사각형

의 작은 천 조각에 태극기를 인쇄한 기념품 등등. 이런

자료들이 생생히 남아 전하고 있다.

광복 이후 정부에서 국가의 상징으로 태극기를 정하

고 제작방법과 게양방법 등을 규정해 1948년 7월 12일

대통령령 제 11361호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에 이

어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사용한 이

후 태극기를 디자인의 상징문양으로 다양하게 활용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 태극기가 국민과 친숙해진 경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가 처음이다. 태극기를 문양으

로 사용하여 각종 응원도구 제작에 활용한다든지 태극

기를 의상의 일부에 이용한다든지 하면서 친숙하고도

다양하게 사용된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1883년 태

극기의 반포 이후 나타난 이런 다양한 사용 현상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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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쉽게 복제해누구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

였다는 점이 그전과 다른 혁신적인 디자인 운용방법이

다.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달리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태극기 활용방

법에 비할 때 디자인의 활용성의 극대화를 지향한 혁신

적인 사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화문장

그림 2. 황실상징 이화문장의 다양한 활용

Figure 2. Various uses of the royal pattern Figure

다음으로 근대 초기 국가상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황실문장’으로서 형태면으로는 자두인 오얏의 꽃을 형

상화 한 ‘이화문장(李花文章)’이다. 이 조선 황실의 권위

와 품격이 담긴 이화문장에 담긴 디자인 사고는 그림 2

에서 보듯이 변용과 유연한 활용성이다. 외국에서 온 국

서를 담은 황실용 봉투, 고종과 순종 및 영친왕이 들어

간 어진(御眞), 그리고 고종과 군종 및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어진이 들어간 족자 등에 모두 이화문장이 금박

으로 찍혔다. 또한 각종 황실에서 쓰는 컵과 은제 그릇

등에도 이화문장이 찍혔다.

그림 2중 가운데 줄 좌측에 비슷한 형태의 이화문장

3개의 심볼은 ‘패밀리 브랜드화(Family Branding)’ 라고

할 수 있다. 패밀리 브랜드화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에 있어 자사기업명 또는 상품의 여러 가지를 하나

의 상표로 통일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미지와 상품이

미지를 통합하여 행하는 마케팅전략이다.[7] 그림 맨 좌

측부터 고종이 머무르는 창덕궁의 고종황제, 그 옆은 이

건공가(李鍵公家)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우공가(李鍝工

家)에서 사용하던 문장이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형

태는 같으나 외곽에 변화를 주면서 황실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가문을 구별하였다. 브랜드를 하나 기본으로

선정해 놓고 약간의 변형을 시켜가면서 정체성을 유지

시키려는 오늘날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밀리 브랜

드화를 이미 오래전에 적용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화문장 그 옆의 붉은색과 흰색의 종이에 금박으로 인

쇄된 초청장은 문장의 형태로 봐서 이건공가에서 제작

한 초청장이다. 이처럼 이화문장은 유연하고도 다양한

활용성을 담고 있어, 상징문양의 패밀리화가 혁신적으

로 반영돼 제작된 것이 바로 이화문장이라 할 수 있다.

2. 다국적 석유회사의 사인물

그림 3. 다국적 석유회사의 간판들 및 홍보물들

Figure 3. Signs and promotional materials of the multinational

oil companies

1876년 우리나라의 3개 항구가 개항한 이후 외국의

업체들이 앞 다투어 무역을 위해 뛰어 들었다. 그중 무

역상으로는 독일의 세창양행을 비롯해서 영국의 이화양

행 등이 있었으며 다국적 석유기업으로는 미국을 대표

하는, 솔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뉴욕 스탠더드 석유회

사(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 : SOCONY)'

와 '텍사스 오일 석유회사(Texaco Oil Company)'를 비

롯해 조개표로 이름 붙여 판매한 영국의 ‘쉘 오일 석유

회사(Shell Oil Company)’들이 뛰어 들어 한반도라는 시

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8] 이 기업들의 특징은 선

진화된 광고와 홍보기법을 그대로 적용해 국내에 보급

했다는 점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석유회사들이 제작해

보급한 간판들에게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인(sign)이

나 전단지 등과 다른 혁신적 요소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간판은 평평한 목재판에 글자를

새기거나 천에 광고 문구나마크를 그려 내건 것이 다였

다. 간판은 눈에 띄어야하는데 오로지 수직이나 수평으

로 내걸고 거기다 검은색으로 글씨를 쓴 것이 전부이다

다보니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국적 석유회사의 간판들은 재료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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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혁신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재료를 살펴보면 강판

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있고 다양하게 일관성 있게 복제

가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그런데다가 그 곳에 담긴 '로

고타입(Logo Type)'과 '심벌마크(Symbol Mark)'가 새

롭고 색채가 현란하며 주목성이 높다. 강판에 법랑으로

제작하니 이런 디자인 작업들이 가능한 것이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의 로고와 조개 형태의 심벌, 흰 바탕에

검은색 또는 진곤색, 붉은색의 로고와 심벌 등이 당시로

서는 상상할 수 도 없는 형태와 색채와 유용할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면성을 벗어 날 수 없는 당시의 간판과 달리

돌출형 간판은 주목성이 생명인 간판의 용도에 있어 혁

신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간판 자료가 그림

3의 텍사스 오일 컴퍼니 간판에 잘 나타나 있다. 간판을

설치 장소와 환경에 잘 맞게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는 혁신성은영국의 쉘오일컴퍼니 간판에

서 잘 나타나 있다. 원형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원형

위쪽으로 사각형 형태를 덧댄 형태로 제작해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이러한 한 간판 속에 두개의기하학적 형태

가 겹쳐 진 간판 형태는 기존의 형태와는완전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각종 법랑 간판들을 만

들어 매장에 배포하였으며 길거리나 주요행사장에 입간

판을 세워 당시 홍보에 전무하거나 관심 없던 시절 혁신

적인 홍보방법을 널리 전파시켰다.

3. 모더니스트 이상의 표지디자인

그림 4. 이상의 장정 및 당시 모던디자인의 모습들

Figure 4. Cover Design by Lee Sang and Modern Design

Material

서구에서의 모더니즘(Modermnism)은 1920년대 바우하

우스(Bauhaus:1919~1933)를 중심한 실험적 또는 이상적

모더니즘 이후 1930년대 미국의 유선형(Stream Line)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모더니즘을 거쳐 1950년

대 스위스를 중심한 국제적 모더니즘으로 발전해 나왔

으며 1960년대 팝아트(Pop Art)와 옵아트(Op Art), 펑

크(Funk) 및 사이키델릭 스타일(Psychedelic Style)을

거쳐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으로

이어져 내려왔다.[9]

이 같은 세계적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일찍이 서구

와 긴밀하게 교류한 일본은 동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었

으나 일제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문화수용

에 있어 피동적이고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나라 모더니스트들이 탄생시킨 디자인 결과물

들에게서 발견할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사고는 전혀 없

었는지 남아있는 사료들을 분석해 보았다. 당시 주목할

수 있는 모더니스트는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시인 이

상(李箱:1910~1937)을 들 수 있다. 난해한 시를 써서 일

약 유명해진 그가 남긴 장정디자인은 어떠한 디자인사

고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삼을 주

요 작품은 <기상도>와 <조선의 건축>이다.

시인 김기림의 <기상도>(창문사, 1936)라는 장편시

집을 이상이 표지디자인 한 것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디자인했는지 알 수 있다. 검은

색 바탕에 상하로 은색의 띠가 두 줄로 그어져 있는 단

순한 형태의 표지디자인이다. 책제목과 저자명의 글씨

의 크기가 같다. 이상이 장정한 김기림의 장편시 <기상

도>는 서구의 모더니즘이 이상적 모더니즘의 흐름을 유

지하고 있을 때 같은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여 서구와

일본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적 모더니즘의 혁

신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출판디자인의 혁신성은 당시 유럽의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상적 모더니즘의 경향을 따르고 있

으며 세계 디자인 사조(思潮)면에서 당대의 디자인을 모

두 살펴봐도 이상의 디자인이 간결함과 질서정연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연 돋보이는 혁신성을 띄

고 있다.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출품된, 이상

이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마보(MAVO>지와 1922년

독일에서 발간된 <메르츠(MERZ)>지의 모습들이 그림

4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고 있다. 이 특별기획전에 출품

된 러시아의 디자이너이자 구성주의 건축가인 엘 리시

츠키(El Lissitzky:1890~1941)가 디자인한 이상적 모더

니즘 스타일로 대표되는 <메르츠>지와 1923년에 결성

된 미술 연극 시 등의 장르에서 다다이즘적인 활동을 전

개한 일본의 단체 및 그곳에서 발행된 <마보>지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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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선총독부철도국에서 발행한 관광리플렛

Figure 5. Tourist Leaflets published by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Railway

교해도 간결성과 상징성에서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상이 출품해서 1등상을 받은 <조선과 건축>이라는

잡지 표지디자인(조선건축학회, 1930)도 당시 다른 여타

의 잡지 표지디자인과 다른 혁신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지디자인 중 제호를 살펴보면 한글 자소의 굵기

와 길이를 변화시켜 리듬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표지의

주요 시각소재를 숫자 ‘5’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음이 남

다르다. 숫자 ‘5’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당시 서구에서 유

행하던 아르데코(Art Deco) 스타일을 띄고 있다.

서구의 첨단 사조를 혁신적으로 받아 들여 디자인하

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외그림 4에서 보듯이이상

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 표지 디자인한 잡지 <가톨

릭소년>(1936년 5월호)과 조각가 김복진이 디자인한 잡

지 <문예운동> 창간호 표지(1926년 2월호) 그리고 김환

기의 유화작품 론도(1938년)와 유영국이 디자인한 엽서

(1938년) 등이 당시 모더니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

료들로서 이들과 비교해서 이상이 디자인한 <기상도>

와 <조선의 건축>이 얼마나 혁신적인 모더니즘 스타일

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조선총독부철도국의 관광 리플렛

근대기의 사회 변화 중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관

광(Tourism)'이다. 이 관광산업은 관광을 안내하는 홍

보물의 디자인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근대디자인 중에

서도 관광 홍보물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상태가좋은자료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그

속에 담긴 디자인 요소를 잘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제작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관광을 총괄한 총독부 관할 부서인 철도국

에서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디자인면에서 특징을 살

펴보면 형태에 있어 사실적이 아닌 단순 명료하게 그래

픽(graphic)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한국적 스타일을 소재로 한 것과

반대로 서구에서 유행하던 디자인 사조인 아르데코의

흐름을 반영한 리플렛 표지 그리고 모던 스포츠의 하나

인 한국의 주요 스키장을 소개하는 리플렛의 표지가 특

이하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단청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과 버선의 형상과 한

반도의 형상을 겹쳐 표현한 리플렛이 단연 돋보인다.

이러한 리플렛의 외형적 특색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

게 이해해야 할 혁신적 사고는 다름 아닌 ‘현지화 전략

(現地化 戰略)’이다. 사전적 의미로 현지화 전략이란 ‘기

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제품을 현지 조건이나 욕구

에 맞게 변경하는 마케팅 전략’이다.[10] 위 리플렛의 제

작은, 포스터물감으로 그린 리플렛 표지 원화(原畵)가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유물에 남아 있는 것으로 봐

서 당시 철도국 안에 디자인부서를 두어 디자인한 것으

로 보여 진다. 단청과 버선이 등장하는 리플렛의 이면을

보면 디자이너의 사인(sign)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한국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인이 사용하는 이름으로서

일본 디자이너가 조선인의 감성에 맞게 즉 현지화 전략

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모던 걸 소재의 홍보물

1930년대에 차를 마시던 다방에서 제작된 성냥곽의 모

습들에서 당시의 '모던 걸(Modern Girl)'의 모습은 물론

이거니와 당시의 디자인의 혁신성을 엿볼 수 있다. 다방

과 댄스홀에서 양복과 양장을 차려 입고 커피를 마시거

나 서양 춤을 추는 것은 당시 모던의 상징이었다. 앞에

서도 밝힌 바대로 서구에서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1925

년부터 프랑스 파리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파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6에 나타난 위쪽 3개의 그림은 성냥곽에 나타난

모던 걸들의 모습으로 디자인의 스타일이 아르누보의

장식성과 모더니즘이 결합한 아르데코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세계디자인의 흐름을

뒤처지지 않고 바로 수용하고 적용한 카페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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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크리스마스실

Figure 7. Christmas seal drawn by Elizabeth Keith

그림 6. 모던 걸이 등장하는 다양한 홍보물들

Figure 6. Various promotional items appearing in Modern Girl

발견할 수 있다. 근대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성과 활용성

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아래에 있는 3개는 모던 걸들이

등장하는 포스터로서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널

리 알려진 무용수인 최승희(崔承喜:1911~1969)를 모델

로 한, 제약회사의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맨 왼쪽은 춤

추는 최승희 모습의 사진이며 이와 유사한 포즈로 제작

한 제약회사 포스터가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위고장

환 포스터이다. 소위 '스타마케팅(Star Marketing)'을

실천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과감하게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등장시킨 사이다 광

고포스터도 주제와 시각소재를 잘 매칭 시킨 파격적인

소제를 사용한 포스터로서 참신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엘리자베스 키스의 크리스마스실

‘원 소스 멀티 유즈는(One Source Multi Use)’는 하나의

소스․콘텐츠를 여러 상품 유형으로 전개․개발하는 것

을 말한다. 한자어로는 일원다용(一原多用)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

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

판매하는 것으로 낮은 투자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문화 산업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자료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키스의 크리스마스실(Christmas Seal) 디자인 작업을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1887~1956)는 한국에서 3번이나 개인전을 개최하

고 우리나라 관련 서적을 5권이나 발행한 친한파 일러

스트레이터이다. 특히 1934년, 1935년, 1940년 3회에 걸

쳐 크리스마스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디자인하였으

며 그 자료들이 잘 남아져 있다.

근자에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전략을 구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적 영화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이다. 이 쥬라기 공원은 마이클 클

라이튼의 소설로부터 시작해서 음반, 게임, 테마파크까

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듯이 그림 7에서 보다 시피 그 당

시(1930년대)에도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크리스마스

실 일러스트레이션 원도 한 가지 소스로부터 엽서, 포스

터 그리고 캘린더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

목할 수 있다. 한 가지 소스로부터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일제강점기에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7. 미스코시 백화점의 판매상품

PB(Private Brand) 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제작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다

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된다. 자체개발상품

(Private Label Product)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PL상품

이나 OL상품(Own Label Products) 등으로 불린다. 주

로 대형마트에서 PB상품을 기획·개발한다. 한국에서는

1996년 이마트에서 처음 PB상품을 출시했으며 최근에

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부분 유통업체에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유나 라면, 휴지, 칫솔 등 생

필품이 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TV나 노트북,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PB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유통업체

가 PB상품을 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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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스코시백화점의 자사브랜드 제품

Figure 8. Company private brand products of Misscosi

department store
그림 9. 자연친화적인 상품들

Figure 9. Nature-friendly products Figure

문이다. 제조업체가 개발한 상품의 경우 가격을 더 낮추

기 어렵지만, PB상품의 경우 유통업체가 기획과 개발을

진행하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

다.[11]

그림 8을 보면 미스코시백화점에서 판매한 3개의 자

사상품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테이블보와 그를 담

는 케이스 그리고 당시 인기를끌었던 가정에서 품위 있

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개상품으로 서예도구를 담아 놓는

상자다. 마지막 한 가지는 빨래방망이를 축소한 후 윗면

에 호랑이를 그려 넣은 문화상품이다. 국내 최고의 백화

점의 이미지에 걸맞게 테이블보는 물론 그를 포장한 케

이스가 한국적 요소를 장식하며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자개로 된 서예도구상자도 마찬가지다. 당시 조선인

과 일본이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가장 인기리에 판매

되었던 자개를 소재로 품격 있는 자사 상품을 만들었다.

이 같이 유통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유통망을

갖춘 회사에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제작해 이익을 올리

는 방법인 자사 브랜드 전략을이미오래전에 실천한 곳

이 바로 미스코시백화점이다. 그럼으로 자사브랜드 상

품 전략은 지금껏 공식적으로 알려진 1996년 E마트에서

사용한 시기보다 일제강점기 1930년경 미스코시백화점

에서 먼저 사용했으며 당시 백화점 마케팅 전략의 혁신

성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8. 자연소재 문화상품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또는 그

런 것들을 통칭하는 자연친화적 상품이라는 말이 요즘

에는 자주 거론된다.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러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이 매우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일제강점기에도 많이 생산되었으며 그 다양성이

매우 띄어나며 아이디어 발상이 매우 참신하다. 남겨진

자료들을 보면 작은 통나무를 깎아 만든 목각인형. ‘일

도조(一刀彫)’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제작한 목각인형은

당시 조선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

는 문화상품이었다. 제작한 것을 잘 살펴보면 아래쪽 받

침대는 통나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위쪽의 조각은

칼이 한번 가는 모습으로 거친 상태로 제작되어 자연스

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며 천연재료인 당채(唐彩)로 채색을 하여 자연친화

적이고 오래 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학다리 뼈를 이용한 화저(火櫡)와 젓가락이 있

으며 이 젓가락은 뼈를 가공해서 만든 것과 있는 그대로

를 사용한 두 가지가 있다. 학(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뼈 하나 까지도 버리지 않고 긴 젓가락을제작하는데 활

용하였다. 일찍부터 재활용 방법을 사용한 창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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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민사에서 발행한 융복합 제품, 화가투

Figure 10. Mixed products made by Shin Min Sa, Hwagatu

지혜로운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뭇잎의 엽록소를 탈색해 만든 흥미로운 책

갈피도 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혁신적 사고가 돋

보이는 것이 바로 현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친

환경과 재활용 방법을 이용한 목재우편엽서다. 이 목재

엽서는 사용하고 나서 버리지 않고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위쪽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당시에는 목재엽서

에 우표를 붙여 발송이 가능하였다. 받은 사람이 편지의

내용도 읽고 벽에 걸어 놓고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며 재활용성이 높은 혁신적 디자인 사고가 담

긴 디자인이다. 버릴 수밖에 없는 학의 깃털을 재활용하

여 만든 펜대도 눈에 띄는 재활용 디자인이다. 끝에 글

씨를 쓸 수 있는 금속제의 펜촉이 달렸으며 깃털에는 춤

추는 무희를 그려 넣어 장식성을 더했다. 이 모두가 자

연친화적인 디자인사고가 잘 가미된 문화상품들이다.

9. 놀이도구 신민사의 화가투

오늘날 화두로 떠 오른 융합(融合)이라는 단어.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 하나로 합쳐지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작업과 결과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지고 있다. 이러

한 작업이 일제강점기에도 어떠했을까. 과연 그러한 디

자인 작업들이 행하여졌을 것인가. 남아진 자료들을 분

석한 결과 잡지사 신민사에서 제작한 화가투놀이가 가

장 대표적인 융합적 디자인이다. 이 화가투놀이를 살펴

보면 동양의 게임인 ‘화투’와 서양의 게임인 ‘트럼프’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화투 42장과 트럼프 52장이

만나 100장을 이루게 만들었다. 원래 일반적인 그림만

들어가 있으나 1936년에 신민사에서 발행된 화가투는

화려한 채색이 들어가 있는 화투와 트럼프를 넣어서 제

작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10에 나타난 신민사의 화가투를 확대한 것을 보

면 색채가 들어가 화려하기도 하거니와 가장자리를 부

드럽게 돌려 마름질을 하였다. 한쪽은 읽고 한쪽은 깔아

놓는 용도로, 글을 읽으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아는

사람이 깔려 있는 짝을 먼저 찾는 우리나라의 전통 시조

놀이다. 최종적으로 많이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으

로 일제강점기에 많이 행해졌던 놀이이나 지금은 일부

에서 조금씩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당시 제작된 화가투

가 몇 가지 더 있으나 모두 단색이나 2색 정도로만 되어

있지 이렇게 4도 인쇄로 제작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정교하고 화려하고 균형 있게 잘 디자인된 신민사의 화

가투는 동서 융합적 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혁

신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10. 화장품 박가분과 촌가분

그림 11. 기발한 짝퉁, 박가분과 촌가분

Figure 11. A cleverl Fake, Baggabun and Chongabun

‘짝퉁’이란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속어로서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상품을 속되

게 이르는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 속에는 2가지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한 가지는 가치를 모방하기에 그쳐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형편없는 경우를 말하고 또 하

나는 진품과 거의 같거나 똑같아서 정교함에 놀라 그 가

치를 인정하는 경우다. 포장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요건

은 소비자에 대한 미적 매력, 상품디자인의 경향 혹은

특징으로는 유용성과 미감의 적절한 조화, 새로운 아이

디어 등을 들 수 있다.[12] 이같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

요한데 요즘 시대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모방(模

倣)’과 ‘복사(複寫)’다. 짝퉁은 아이디어가 실종된 채 비

슷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해 이익을 탈취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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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비와 이익사회의 특징이다. 남

겨진 디자인 사료들을 살펴보니 1930년대 당시에도 이

렇게 모조품을 생산하는 절묘한 짝퉁 문화가 있었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박가분(朴家粉)과 촌가분(村家

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촌가분은 매우 정교한

복사품으로 정교함을 넘어서 유머스러움까지 더했다.

브랜드의 글자, ‘박(朴)’자와 ‘촌(村)’자를 혼동할 정도로

흡사한 것을 찾아 사용하고 있고 꽃의 개수와 레이아웃

까지 똑같은 복사품이다. 모방성을 통한 혁신적 판매전

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질세라 이후 나오는 화장품들

마다 잘 팔리는 제품을 모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앵분’과 ‘국화분’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Ⅳ. 근대디자인 속에 담긴 혁신적 사고

표 2. 10개 아이템에 대한 혁신성

Table 2. Innovation on 10 items

종류 제작 혁신성

국가상징

태극기
대한제국

Maximizing

Availablity

활용성의 극대화

황실문장

이화문양
대한제국 황실

Family Branding

패밀리 브랜드화

다국적

석유회사의

사인물

SOCONY

TEXACO

SHELL

New Sign

System

선진 사인 시스템

이상의

표지디자인
신민사

Modernism Style

모던스타일

조선 관광

리플렛

조선총독부

철도국

Localization

현지화

모던 걸 소재

포스터
일본 곡회춘당

Star Marketing

스타마케팅

엘리자베스

키스의

일러스트레

이션

대한결핵협회

One Sourced

Multi Use

완 소스 멀티 유즈

백화점의

판매상품
미스코시백화점

Pprivate Brand

자사브랜드

자연소재

문화상품
해시상회 외

Nature Friendly

자연친화

놀이도구

화가투
신민사

Fusion

융복합

화장품

박가분과

촌가분

박승직상점 외
Parody

패러디

이상 일제 강점기에 디자인된 수많은 자료들중에서

근대의 키워드에 맞는 자료들을 분류하여 10개의 아

이템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태극기와 이화문장에서

는 복제물의 소재로서의 다양한 활용성이 담긴 근대

적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국

적 석유회사는 선진화된 상품홍보마케팅과 사인디자

인들에게서 혁신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더니

스트로서 익히 알려진 이상은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

라 그가 디자인한 <기상도>와 <조선의 건축>을 통

해 당대 한차원 높은 모던디자인 감각을 선보였다. 일

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모든 관광을 책임진 부서인 조

선총독부철도국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발휘하여 각

종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조선인의 미감을 자극하는

한국적 소재와 색채로 여타의 디자인을 뛰어 넘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유명세를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를 활용한 포스터와 홍보물들은 요즘의

각광받는 스타 마케팅을 이미 그 전에 실시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엘리자베스 키스도 하나의 일러스

트레이션 작업 후 다양한 매체에 활용함으로써 오늘

날 흔히 사용하는 전략인 완 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미스코시백화점에서는 이미

품격 있는 자사브랜드 전략을 구사했으며 각종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 페기처분 할 재료를 사용해 문화상

품으로 재탄생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서융합적인 제품도 제작되었는바 신민사의 화가

투놀이가 그것으로 동양의 놀이 화투와 서양의 놀이

트럼프가 합쳐져 혁신적인 융합적 디자인이 탄생하였

다. 현대에도 자주 사용하는 패러디 기법을 박가분과

촌가분의 디자인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

이 당대 다른 것들과 다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

인 사고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우리나라는 중요한 근대기에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했음에도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 있다. 그 강점

의 시기에 행해진 디자인 작업들이 수동적이고 시대

에 뒤떨어진 작업들로 우리나라 발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로지 공백으로 남겨진 역사 단절의

시기였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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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실질

적인 디자인 사료들을 연구 분석하여 보았다. 당시 남

겨진 근대디자인들에 대하여 디자인 작업 방법 및 그

속에 담긴 사고방식을 분석한 결과 10가지의 분야에

서 새롭고 남다른 '혁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오늘날도 구사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 예컨

대 (1)국가 상징 활용성의 극대화와 황실문장의 패밀

리 브랜드화 (2)선진사인시스템 (3)모던스타일 (4)현지

화 (5)스타마케팅 (6)원 소스 멀티 유즈 (7)자사브랜드

전략 (8)자연친화 (9)융 복합 (10)패러디 방법 등을 활

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략을 구상한 당시의 상황과 시

차가 현재와 상당함으로 이것들이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발전상과 곧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단절을 허용치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극복하고 때론 적응하며 새로운 창

조적 발상과 혁신적 사고를 통한 디자인 작업들이 이

루어졌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오늘날 세계적

인 경제대국으로 발 돋음 한 우리나라의 근대기에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작업 및 사고방식이 분명

이 있다는 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성이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시 우리나라 근대디자인의 혁신성과 함

께 그 속에는 색과 형태상에서의 생기발랄한 활력

과 역동성(Dynamic)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 사조와 함께 하거나 심지어 앞서간 독창적

이고도 세련된 창조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10가지의 아이템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혁신적

사고(Innovative Thinking)와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 방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융합적 사고(Fusion of Thinking) 방식을 가졌

다는 것이다. 디자인 결과물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전

통을 바탕으로 일본적 요소는 물론 서구의 문화와 미학

의 절묘한 조화와 융합성이 돋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산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타국에 의한 식민지배 즉 일제

의 강과 지배에도 우리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사고와 노

력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고도 다양한 활동

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과 함께 혁신적 사고

를 담은 창작행위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제강점기 하의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들이 이후 우리나라 디자인의 발전과 연속

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디자인

의 역량 구축에 기여한 바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연

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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