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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화신백화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앞서 진행했던 조선에 진출한 일본백화점 경영전략에 이어 조선의 대표적 백
화점인 화신의 경영이념을 비교하고 화신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의 특징, 특히 역사문화적 배경
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분석했다.
미쓰코시는 ‘박리다매, 생활개선, 국민외교’라는 백화점 역할을 설정하고 ‘학속협동 및 화양
절충’을 통해 성공적인 경영을 했다. 반면 화신은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생활개선, 민족단합’
라는 경영방침을 설정했다.
화신은 조선인들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양질의 최저가 상품을 물색, 수입하
여 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연쇄점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공동구매
방식과 유통, 물류비용 절감 및 조선 내의 유통망 연결에 주력했다. 오사카 등지에 사입부를
설치하고, 세계유명기업과 독점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전국에 배급소를 설치했다.
‘배급보국(配給報國)’을 내세워 생활개선에 주력했다. 이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 및 문화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조선의 근대적 상업환경을 만들어 부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미쓰코시
가 국민의 취미 고양,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높이자는 쪽이라면
화신은 문화창조가 아닌 서구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었기에 민족단합, 민족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었고, 첨단시설을 갖추어 외식문화, 특히 한식당
등의 유행을 만들었다.
화신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일
본백화점 비즈니스에서 배웠지만, 한국적 경영기법을 고안함으로써, 일본 백화점에 맞먹는 경
쟁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화신백화점, 박흥식,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생활개선, 민족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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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30년대 화신백화점은 조선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자 조선의 상업 진흥을 이끈 성공
적인 기업이었다. 1936년 2월 『삼천리』 잡지에서 경성 소재 백화점의 연중 고객 순위
를 조사했다. 화신 백화점은 11만 7천명으로 미쓰코시 백화점 12만 6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객 수가 많았다. 당시 서울 인구가 40여 만 명 정도였고, 일본 백화점만 4개
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공이었다. 화신이 조선을 이끄는 백화점이라
는 이미지는 194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조선은 오랜 농본억말정책의 영향으로 상업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근대산업
의 기반도 미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 유통업과 소비문화의 꽃이라고 불리며, 일본
에서도 최첨단기업인 동시에 대형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일본 백화점과 경쟁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백화점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모험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조선적인 백화점과 유통업을 창안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미쓰코시로 대표되는 일본의 백화점 경영방식도 미국과 영국의
백화점 경영을 참조하고, 일본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조합하여 탄생한 것이었
다.1) 화신은 서구와 일본 백화점을 벤치마킹 했지만, 여기에 다시 조선의 정치적, 경제
적 사정을 배합해야 했다.
기업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는 기업의 경영이념, 경영전략, 기업문화를 조명하는
동시에 그것의 역사문화적 조건과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흥망성
쇠는 그 기업 내부 경영진의 경영이념이나 전략, 문화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환경적
인 요인, 특히 당대의 사회적 변화, 사람들의 인식, 더 나아가 국외 환경과의 관계가 크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화신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어렵고 특수한
기업환경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적 근대 기업의 특징을 모두 갖춘 사례이다. 따라
서 화신백화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역사문화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박흥식과 화신백화점2)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크게 국사학계와 경영학계의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역사학계 쪽에서는 박흥식의 정치적 관점에서의 활동을 중심으
로 평가하여 일제 치하 한국 자본의 양면적인 특성으로 결론지었다.3) 따라서 화신 백
1) 노혜경, 2017, 123-148.
2) 우리나라 백화점 역사 속에 위치한 화신백화점의 의미를 부각한 연구는 다음을 들 수 있겠다. 김
병도, 주영혁, 2006; 박은숙, 2008; 이태진 등, 1998; 조병찬, 1992; 하야시 히로시게, 김성호
역, 2007; 하야시 히로시게, 2005; 황명수 외, 1992; 김성수, 1992 백화점 역할에 대해서는 다
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영심 외, 200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9;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2004; 허영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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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의 경영방식이나 조선 유통업의 특성 등은 상대적으로 소략했다. 반면 경제, 경영
학계의 연구는 박흥식의 기업가정신과 박흥식이 설립했던 다양한 기업의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소재로 다루어졌다. 기업인으로서의 박흥식과 그의 자본축적 노하우 및 화신백
화점의 경영과정을 고찰한 연구4)에서는 일제하 민족자본주의 노선에서 자본주의 근대
화를 추구했고, 해방 후에 남한 자본주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민족부르주아 동향을 살
피고 한국 근현대 자본가 계급의 한 특질로 해명하고 있다. 1940년대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은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분석하면서 연구되었다.5)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이
친일 혹은 반일이라는 양자택일 논의로만은 곤란한 기업가활동의 다양성과 다면성으로
해명하고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식민지 도시 경성의 백화점과 소비문화를 분석하면
서 화신백화점과 박흥식의 활동을 기존 상권의 유통망을 잠식하여 소규모 소매업자들
의 공동 비난의 표적이자 조선 민족 대중의 적대자, 배신자로서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
였다.6)
화신백화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의 상업사의 한 측면, 혹은 한국 백화점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화신의 연혁과 백화점의 마케팅방식 등을 서술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백화점의 활발한 진출에 맞서 결코 뒤지지 않는 조선 민족백화점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7)
이처럼 화신의 경영방침과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었다. 박리
다매 방식이나 연쇄점 사업의 확충 등 독특한 경영방식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일제강점
기라는 특수한 역사상황, 전통시대를 거쳐 형성된 조선 사람들의 인식 등을 배경으로 화
신이 택했던 방식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연구
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선이라는 전통사회에서 통용되어오던 상업에 대한 인식
과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측면에서 더욱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식민지기라는 막
연한 설정에 더 나아가 화신이 추구했던 경영이념, 경영전략이 당시 조선사회의 문화적
수준, 상업 환경, 인식 등 포괄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조선의 백화점이라 불
릴 정도로 성공을 할 수 있는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대에 회자되던 신
문기사, 광고내용, 화신백화점 사사(社史)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진행했던 조선에 진출한 일본백화점과 경영전략에 이어서 조선의 대표적 백화
점인 화신과 경영이념을 비교하고, 화신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의 특징, 특히 역사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 분석하겠다.
3)
4)
5)
6)
7)

염복규,
오진석,
정안기,
김백영,
조기준,

2011,
2002,
2015,
2007,
1973,

43-71.
93-151; 오진석, 1998.
197-226.
77-113.
222-224; 신세계백화점, 1992, 205-209; 부산근대역사관 2013,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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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신백화점의 경영방침과 미쓰코시의 경영이념
미쓰코시의 경영이념은 히비 오스케(日比翁助)의 ‘데파트먼트스토어 선언’으로 정립
되었다. 이 선언에서 미스코시는 ‘박리다매, 생활개선, 국민외교’를 일종의 기업 강령으
로 설정했다.8)
박리다매는 전통적인 영업 전략이지만, 생활개선과 국민외교는 미쓰코시, 나아가 백
화점이라는 신종 기업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주목한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 내용은 ‘백
화점이 생활과 문화 부분에서 일본 근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 히비 오스케의 선언은 당시 일본이 처했던 역사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근대 산업국가로의 전환에 자신감을 가
지기 시작하던 때이다.9) 아직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흡수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일본
의 지배층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고 나아가 유럽 열강
이나 미국과 동등한 경쟁자로 성장하자는 꿈을 가지기 시작할 때였다. 산업화에 이은
서구화, 서구 선진문화의 흡수는 이런 국가적 목표를 성취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
이었다.
미쓰코시 초기 성장과정에 큰 역할을 한 히비 오스케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고 백
화점을 생활과 문화 차원에서 서구 문화의 수용과 보급에 최적화된 산업으로 포지셔닝
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 문화의 수용과 생활개선이 무조건적인 서구
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서구화란 서구 문화의 일본적인 재창출이었다. 따라서 백화점
도 서구의 산물, 근대의 소비재를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매개하는 단순한 유통창구 역
할만 해서는 안되었다. 백화점은 유통의 파이프가 아니라 서구 문화를 일본적으로 재
창조하는 공정과정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먼저 전제해야할 내용이 있다. 히비 오스케의 백화점 선언이 일본의 국가적
사명을 위해 이윤의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을 희생한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
이다. 히비 오스케는 근대화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소비문화라는 거대한 시장을 열었
음을 직감하고 백화점을 새로운 트렌드에 최적화시켰다. 특히 백화점이 서구 근대 문
물의 수입 판매점이 아니라 일본화된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 판매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대단한 탁견이었다. 근대 서구 문물에 일본적인 문화를 입힌다
는 것은 일본적인 상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에게도 어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구 상품과 대항해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다.
8) 미쓰코시의 경영이념과 기업강령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혜경, 2017, 123-148 참조.
9) 메이지유신은 구미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육성, 군대강화 등 일련의 부국강병
책을 실시했다. 이로써 입헌정치, 자본주의,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제국주의 국가구조를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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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화를 위해 히비 오스케가 찾아낸 방식이 화양절충과 학속협동이었다. 화
양절충은 전통문화 요소와 서구문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고급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
였다. 영업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새로운 상품과 소비시장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므로 ‘유행과 취미의 창조’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서구 문화를 수용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계몽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유한 상류
층에게는 서구의 고급 소비문화를 도입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중ㆍ하류층이 선망
하는 차별적인 문화코드를 제공했다. 반면 중ㆍ하류층에게는 고급 소비문화를 대량으
로 값싸게 공급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최
대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화양절충은 서구 문화에 대한 민족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일본인의 민족적 자존감도 보존하는 명분으로도 유용했다. 이로 인해 미쓰코시의 기
업적 이미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공공선을 위해 기여한다는 명분은 더욱 확고
해졌다.
미쓰코시는 화양절충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학속협동을 제안했다. 학자, 지식인, 예술
인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화양절충과 학속협동과 결합함으
로써 에치고야(越後屋) 시절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판매 전략이자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 전략에 불과했던 박리다매조차도 새로운 일본근대 문화의 창출, 생활개선,
국민외교라는 거창한 명분을 지닌 기업이념으로 포장되었다.10)
이처럼 미쓰코시 백화점의 경영이념은 백화점이라는 근대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20
세기 초반 일본이 처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과 소비문화, 문화수준 등의 사회적 현실을
절묘하게 절충한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의 백화점을 성공한 산업으로 이끌었고, 조선총
독부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백화점의 조선 진출을 유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 조선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백화점이 뿌리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예상이 강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산하 행정조직에 필요한 조달품 혹은 조선에 거주
하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을 설정하고 미쓰코시를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경성의 백화점은 처음 대상이던 일본인 뿐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0년대에는 마침내 동아백화점을 시작으로 화신이라는 조선 백화점이 창
설되게 되었다.11)
10) 최근 하남과 고양에 설립된 스타필드는 ‘Family is Everything’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온가족
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핫플레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다양한 쇼핑은 물론이
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아쿠아필드, 영화관, 복합놀이 공간, 체험공간을 설치하고 아카데
미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각종 취미나 놀이시설 등 문화를
만들고 추구하는 히비 오스케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유용한 성공적인 개념으로써 선구적이었다.
그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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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백화점의 경영이념과 방식은 지극히 일본에 특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
선에 진출한 일본백화점은 본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일본에 비해 일천
한 소비문화의 기반을 인정하고,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조선에 적용될 수 있
는 경영방식을 찾아야 했다.
화신은 일본 백화점의 경영을 많이 참조했다. 박흥식 스스로도 일본에 건너가서 백
화점을 철저하게 견학하고 비즈니스 방법도 배웠다. 또 일본 백화점의 간부를 임원으
로 특채하기도 했고 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책임자 등의 일본인 전문가를 입
사시켰다.12) 그러나 화신은 일본 본토의 백화점의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 백화점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었다.
조선에서 크게 달라진 기능은 백화점의 문화적 기능과 생산자와 연결된 근대 상품개
발 기능이었다. 조선은 상품의 생산지가 아니라 일본 상품의 소비처였다. 화양절충 문
화는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의 수단이 되었다.
‘박리다매’만으로는 일본 백화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일본 백화점의 경영방식은 민족주의(민족감정)를 경영전략에 접목해야 한
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화양절충된 일본 상품의 수입은 일본의 조선 통치에
협력하는 것이며, 조선인에게 민족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조선에서 독자
적인 서구문화와 조선문화를 절충하는, 이를테면 일본에서의 화양절충과 같은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학적, 예술적 기반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어
총독부의 탄압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화신은 이런 두 가지 딜레마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생존전략 더 나아가 효과적인 경
영전략을 구축해야 했다. 화신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화신이 히비 오스케의
선언처럼 백화점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경영원칙을 정리해서 제시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당시 1930년대 조선 상업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하고 평가했
던 신문이나 잡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경영원칙들이 있다. 이것을 적출해 보면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생활개선, 민족단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히비 오스케의 백화점 선언과 묘하게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 백화점의 경영방식
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조선의 환경에 맞춘 대단히 정밀하고 창조적인 변용을 발견할 수 있다.

11) 1930년대 이전에 종로에서 백화점이란 명칭을 붙인 점포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소규
모의 잡화점 수준이었다. 화신 또한 처음 개점할 때는 ‘화신상회’로 시작했는데, ‘화신대매출’이
란 간판으로 광고를 진행하자 미쓰코시는 조선총독부를 동원하여 협박했다. 잡화점 인가로 백화
점임을 알리는 ‘대매출’ 간판을 걸었다는 것이었다(박상하, 2015: 269).
12) 하야시 히로시게 지음, 김성호 옮김, 20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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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일백화점의 경영이념 비교

위의 <표 1>에서 처럼 화신의 경영방침을 미쓰코시의 경영이념에 대응할 수 있는 부
분으로 나누고 화신이 추구했던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이념적
인 배경이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보겠다.

Ⅲ. 미쓰코시의 박리다매와 화신의 ‘싸게 사서 싸게 판다’
1. 조선 백화점의 저가정책과 딜레마
미쓰코시의 박리다매와 대비되는 화신의 경영이념이 “싸게 사서 싸게 판다”이다. 이
경영이념은 박흥식이 1926년 경성에 선일지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인 최초의 양
지 도매상으로 발돋움했을 때부터 철칙으로 삼았던 이념이었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기
업’이라는 호소와 양대 축을 이루는 개념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벌였던 그의 대부분의
사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했다.13)
“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박리다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박리
다매가 미쓰코시의 경영이념이 된 이유는 단순한 저가전략이 아니라 박리다매를 실현
하는 방법이 특별하고 창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미쓰코시의 전신인 에치고야의 박리다
매는 에도시대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대량구입과 원산지 확보를 통해 박리다
매를 구현했다.14) 하지만 미쓰코시의 박리다매는 에치고야 방식과 달랐다. 백화점이
서구 근대 상품의 수입판매처다 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구의 비싼 생산품을 값싸게
보급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현지생산, 모방생산과 소재와 기술의
13) 박상하, 2015, 261.
14) 노혜경, 2017,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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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가 필요했다.
미쓰코시가 화려하게 포장하기는 했지만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근대적 생산품은 이
른바 짝퉁 생산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모조품은 조선 시장에도 많이 진출해 있었
다. 한말 조선에 와 있던 외국인들은 일본의 모조능력에 감탄하는 한편 불쾌한 기색을
표현하기도 했다.15)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생산 기술이 점차 향상되었고,
모조품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다. 서구 각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점차 일
본 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교체되었고, 무역으로 이루어지는 박리다매보다 일본산 제
품을 통한 박리다매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수단이 되었다.
20세기 조선과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은 일본제 모방상품의 판매로를 더욱 넓
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한제국기에 일본의 무역상들은 대한제국과 일본
두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얻어내어 서울 한복판에서 큰 박람회를 열었다. 가구,
그릇, 식료품, 의약품 등 전시품 대부분이 일본의 모방생산제품이었다. 오리지널 유럽
제품이라곤 프랑스 술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인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가짜도 진짜에 못지않게 훌륭한 것이었다. 더구나
가짜가 훨씬 쌌기 때문에 조선말을 알고 조선의 생활을 잘 아는 일본 점원이 거의 강매
하다시피 떠맡기고 팔았다고 한다.16)
당시 조선의 경제상황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점차 상업이나 도시가 발달해 오기는
했지만 근대화된 상업환경에 도달하기엔 미비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및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었다. 이런 조선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저가정책의 위력은 일본
국내보다 더욱 높았다. 조선인의 낮은 구매력을 반영한 판매 전략은 조선에 진출한 일
본백화점인 미나카이(三中井)의 경영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 본점을 두고
고급상품에 일본인 고객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던 미쓰코시 경성점에 비해, 미나카이
는 조선을 중심으로 백화점사업을 본격화하는 전략을 썼다.
조선에서만 12개의 점포를 운영했던 미나카이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파는 미나카
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단골확보에 주력했다.17)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저가 상품을 공급하는 전략이었다. 조선의 독자 생산 상품이 현저히 부
족한 상황에서 일본의 저가 상품을 조선에 공급한다고 하면 제품발굴과 가격경쟁에서
15) “이미 세상에 알려진 잘 알려진 영국의 상품을 기만적으로 모방한 일본의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가시고도 위험한 것 중의 하나이다. … 북부 아시아의 어느 도
시에서도 영국 상표가 붙어 있었지만 오사카에서 만든 가짜였다. 심지어 영국산 위스키인 블랙
앤드화이트의 일본인 대리상이 일본에서 만든 가짜 위스키에 영국본토 상표를 모조했다. 그런데
상표의 모조는 일본 법률상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다.”(맥켄지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224-225).
16) 맥켄지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226-227.
17) 부산근대역사관, 20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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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상점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서 백화점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격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서구
상품이든 일본 상품이든 수입 판매를 해야 하는 조선백화점이 가격경쟁을 벌여서는 승
리할 방법이 없었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백화점의 딜레마는 조선 500여 년 동안 지속
해왔던 억말정책의 영향이 조선후기에 도시나 상공업이 점차 발달하기는 했지만 일본
백화점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극복해내기에는 어려운 위치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점이
었다. 더구나 식민지 국민이라는 핸디캡, 이미 여럿 진출해서 자리잡고 있는 일본백화
점과의 경쟁, 조선인들의 낮은 구매력과 일본에 비해 높은 상품 수입비용, 조선상품 생
산 저조 및 유통체계 미비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2. 조선인 맞춤 상품 전략
3ㆍ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 표방하면서 1920년에 선포되었던 ‘조선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이후로 종로지역에 조선인이 세운 잡화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김윤백화
점, 계림상회, 고려양행, 덕원상점, 동아부인상회 등이다.18) 이 상점이 취급하는 물품
은 혼수품, 관복, 포목, 금은세공품, 야산, 양품, 잡화, 시계, 안경 등 다양한 형태의 상
품들이었다.19)
조선 백화점은 이들 상권을 통합하고, 조선인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상품 즉 중저가
상품의 수집과 대량판매로 고객층을 끌어 들이려고 했다. 동아백화점에서 도입한 10전
균일시(十餞均一市; 10cent store)가 대표적이다. 1931년 동아백화점 중심부에 대규모
로 10전 균일시를 설치했다. 저가상품매장을 시도한 것은 조선의 낮은 구매력과 소비
문화에 대한 열망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판촉활동까지 벌였음
에도20) 10전 균일시는 실패했다. 동아의 경영주 최남(崔楠)21) 스스로도 실패원인으로
18) 신세계백화점, 1992, 195.
19) 금은세공사로 이름 높았던 신태화가 ‘화신상회’라는 이름으로 금은귀금속상점을 열었던 때가
1918년이었다. 1922년부터 양복부, 일반잡화부 등을 설치하여 잡화점, 혹은 소규모 백화점 형
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미쓰코시백화점 등 일본백화점이 자리잡고 점차 상권을 확대하는
상황이었으며, 1931년 박흥식이 그동안의 선일지물로 쌓아올린 기반과 조선 상권 수호를 모토
로 신태화로부터 인수한 것을 주식회사 화신상회로 설립하고 백화점의 판매, 제조 및 부속 사업
일체 경영을 목표로 시작하였다(『화신50년사』 102-106); 박흥식, 1984, 171, 180.
20) 선전문을 만들어 돌리거나 큰 깃발을 세우고, 북치고 나팔 불며 풍각쟁이를 동네방네 돌아다니
게 하기도 했고, 신문과 광고를 내는 등 여러 활동을 벌였다(조기준, 1973, p.220).
21) 최남은 보성중학, 秋田廣山學校를 거쳐 순안(順安)의 평원금광(平原金鑛)에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상업은행에 근무하면서 고물행상을 병행했다. 자금을 모은 후 1917년 덕원상점(德元商店)이라는
잡화점을 열었고 몇 개의 지점도 개설하게 되었다. 1925년 동아부인상회를 인수한 후 전국 9개
지역에 동아부인상회의 지점도 설립했다(『동아일보』 1927년 1월 11일 5면, 12일 7면 ｢逆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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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했듯이 수입품을 일본 백화점보다 싸게 팔기는 불가능했다. 유일한 대안은 국내에
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다. 최남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에 희망을 걸었다.22)
하지만 조선의 산업계는 아직 많은 분야에서 일본상품과 대항할 정도의 모방품 생산능
력이 없었다. 조선정부에서 내내 추구해왔던 경제정책이 농본억말이었고, 사회적으로
는 사치를 금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해온 터라 상품을 확대생산하고 생산기술을 획
기적으로 발전시킬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런 생산기술을 확대
하려는 노력은 일제의 조직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일본의 공
산품 확대, 생산 공장의 확대를 가져온 권공장(勸工場)23)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반이 전혀 조성되지 못했다. 동아백화점의 10전 균일시는 실패는 이런 기반이 갖춰지
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값싸고 좋은 물건을 대량을 팔아서 조선인들의 삶을 윤택하
게 하고자 하는 판매측면에서만의 노력이 시기상조였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동아의 실패를 보면서 화신은 가격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상품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는 교훈을 얻었다. 유일하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조선 사람에게 특화되면서 저
렴한 상품, 즉 조선의 산물이었다. 실제로 화신백화점을 찾는 주 고객은 조선인, 대개
중류층 혹은 그 이하가 주요 고객층이었다.24) 조선인들이 찾는 제품이 일본산 고급상
품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상품 및 조선에서 생산된 식료품 등이었다.
화신은 여기에 주목하고 조선의 농수산물과 자체 생산되고 있는 조선 상품들에 초점
을 맞추었다. 여기에 생산된 상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여 그야말로 조선인들이 원하는
상품을 싸게 파는 구조를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각각 생산되는 상품과 또 전국에서
각각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의 점포를 공동구매, 공동판매 방식을 엮어서 일관하는 시
스템을 구축했다. 연쇄점이었다. 화신의 백화점 사업이 서울 주민을 소비자층으로 상정
한 구조라면 연쇄점25)은 조선의 전국 단위 상품 판매망 혹은 점포를 생각한 것이다.
서 順境으로-社會各階層의 實地經驗談, 崔楠1, 2｣).
22) “노동자의 임금이 싼 것, 수요지대가 조선, 만주로 자꾸 확대되어 가는 까닭에 생산공장지로서
조선이 유망하므로 나는 생각건대 만주를 상대하던 여러 공장은 서울 부근에 옮겨질 것이라 봅
니다. 이리되면 조선 사람도 장사하기가 심히 편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10전균일시 같은 구미
식 스토아도 또한 경영하기 좋을 것입니다.”(최남, ｢十餞均一店은 조선에서 성공할 것이냐｣, 『三
千里』 1935년 7월호; 조기준, 1973, p.221).
23) 조선에서는 오히려 상업공간, 오락공간으로서의 권상장(權商場)이 조성되었다. 1922년 경성 종
로에 건설된 권상장은 1920년대 ‘대경성 계획’ 및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성시가 정비사업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백두산, 2013, 53-88).
일본의 권공장을 모델로 했다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생산기반이나 공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보다는 종로상인들의 모임처 및 공연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생산
공장 활성화나 생산된 상품의 판로를 위한 목적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조선사회가 상업기반이
미비하고 식민지라는 특수상황에서 근대적 생산 공장보다는 문화소비처라는 목적에 치중되어 있
다고 하겠다.
24) 하야시 히로시게 지음, 김성호 옮김, 20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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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대상으로 점포의 연합형태, 즉 체인스토어를 조직하여 판매상품의 구입, 유통,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화신
백화점의 지점형태가 아닌 전국 각각에 각자의 점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지만 상품의
조달,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공동조달, 공동유통, 판매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이 연쇄점은 화신백화점에 적절한 상품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
행했다. 화신백화점과 연쇄점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더욱 확대된 규모로 사입부에서
일괄 조달함으로써 더욱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화신이 취급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음은 화신상회의 매장 구성도이다.
<표 2> 화신의 매장 구성상품(1932년 기준)26)
1층

주단포목, 시계, 안경, 귀금속, 화장품, 약품, 식료품,
주류, 과자, 연초, 상품권

2층

양말, 장갑, 모자 와이샤스, 메리야쓰, 모피, 양복, 부인복, 아동복 등
의복류, 완구, 문방구, 도서

3층

경대, 칠기, 나전, 라디오, 악기, 사기, 양화(구도 등)

4층(동관)
동아백화점 건물

대형홀, 식당

위의 표에서 보듯이 화신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조선인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류
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용품27)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 종로의 소규모 상
점에 판매하던 상품과 비교해보면 중복되고 겹치는 품목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신의 강점은 조선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찾아내서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대규
모로 거래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 종로에 있는 소규모 잡화점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가
능했고 우위를 점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화신은 재래상인을 압도할 수 있었다. 게다
가 일본 백화점은 초기엔 판매대상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백화
점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했다. 특히 화재 사건 이후 본점신관을 재오픈하면서 지하매장
을 특화했다. 가정일용품과 식료품, 주방용품을 함께 취급하여 한 자리에서 식단을 모
두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야채나 육류와 같은 식료품은 서울 주변에서 조달이
쉬웠기 때문에 신선하고 싼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었다.
25) 이런 연쇄점 방식은 화신이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화신보다 먼저 백화점을 시작한 동아백
화점이 첫발을 내딛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동아백화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부인상
회 이후로 연쇄점 경영방식을 시작했다.
26) 부산근대역사관, 2013, 62.
27) 어떤 것이 수입품이고 국내생산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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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산품 수입정책
화신의 경영에서 조선 식료품과 상품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백화점을 그것만으로
채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표 2>의 구성을 보면 수입 공산물의 매장도 적지 않다. 화
신은 일본 백화점과 가격경쟁이 절대 불리하다고 예상되는 근대 상품의 구입과 판매
경쟁에도 일본 백화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최저가의 상품을 조달해서 조선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전략은 화신 설립 이전에 이미 시도한 바가 있었다. 박흥식은 1926년 6월 경성에 선일
지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인 최초의 양지(洋紙)도매업을 벌였다.28) 당시 조선의
지물상업계는 유명한 일본의 오지(王子)제지29)나 일본지업 등 4,5개 업체가 모두 장악
하고 있었다. 점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한국계신문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박
흥식은 신문용지 공급이 유망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왕자제지회사와 제휴하고 신문
권취지(新聞捲取紙) 수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본상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뿐만 아니라 기반이 전무한 소규모 지물상의 신문용지 공급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
고, 수입, 유통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스웨덴 및 캐나다 제지회사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신문용지를 직수입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일본지물상
의 연당(連當)판매가 4원50전이었는데, 박흥식은 3원40전으로 판매했다. 일본 업체보
다 우수한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결국 1931년 무렵부터는
한국계 신문뿐만 아니라 경성일보, 매일신문 등 일본계 여러 신문사에도 용지를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연간 판매액 3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선일지물에서는 사입원가(구매원가)를 극도로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썼다. 동서양 어느
곳이든 세계적으로 최저가에 최고로 좋은 상품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선화지(仙花
紙)의 경우 자영이나 다름없는 하청공장과의 특약을 맺고, 일본 시장가격보다 더 저렴
하게 들여왔다. 또 운송비나 보관비용뿐 아니라 하조비(荷造費：짐꾸리는 비용), 화재
보험료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조차 관리하여 극도로 저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아주 적
은 이익을 붙여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일지물의 최강점이 되었다. 따라서 선
일지물에서는 ‘어떻게 하면 싸게사서 싸게 파는가’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흥식은 선일지물의 경험을 백화점 사업에 적용했다. 1932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
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빌딩을 입대하여 사입부(仕入部：구매부)를 설치하고 상품
조달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했다.30)
28) 『화신40년사』 73-74.
29) 일본의 오지제지는 현재도 매출규모로 세계 6위의 제지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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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입선(仕入先：구매처)을 엄선하여 최고우량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선택했다. 둘째는 ‘직접사입’을 원칙으로 하여 중간유통비용을 없앴다. 더 나아
가 직접 제조회사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에서 다시 현금으로
몽땅 할인구매한 뒤 경성으로 들여와서 대대적인 사은대매출 할인판매를 시행하기도
했다.31) 셋째는 한꺼번에 다량으로 매입하여 소량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매
입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수입된 일본의 공산품은 일본 백화점이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
에 비해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일본 내 제조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선인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현금할인까지 한 상태의 원가절감을 통해 공급함
으로써 신선상품의 특화와 함께 공산품 수입품에서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
었다.

Ⅳ. 생활개선과 근대 문화 체험
1. 연쇄점과 생활개선
화신이 야심차게 운영한 연쇄점 사업32)은 한반도에서 사는 조선인들의 생활개선의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을 가까이서 쉽게 싸게 구입
할 수 있고, 생활의 편의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유가적 도덕관에 철저하고 보수적인 듯하면서도 서구의 산물, 문화,
근대 문물에는 의외로 강력한 동경과 빠른 적응력을 보유했다.33) 5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의 통제경제 체제를 겪어 오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급속도로 밀려드는 서
구 근대 산물에 더욱 매료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상업환경은 이런 열망을 충족시키지

30) 『화신40년사』 85.
31) 박상하, 2015, 284.
32) 화신이 운영했던 연쇄점 사업 방식의 특성은 18세기 실학자 유수원(柳壽垣)의 상업진흥책에서
그 역사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준비 중이다.
33)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회고는 한결같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조선인
이 호기심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 천주교 선교사 다블뤼, 러일전쟁종군기자였던 잭
런던, 묄렌도르프, 미국해군군의관 조지 우스, 미국인 선교사 길모어, 독일인 기자 지그프리트 겐
테 등 조선인들의 왕성한 호기심에 대하여 강한 장점으로 때로는 결점으로 기술하고 있다(강준만,
2007, 93-96). 남연군묘 도굴사건을 일으킨 오페르트가 쓴 조선기행문의 속에서도 조선인들의
호기심 많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노혜경, 2014, 210-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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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고, 조선 사람들의 낮은 구매력도 발목을 잡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이른바 조선상업입국을 만들기 위한 목적, 다시 말하면
조선 사람들의 생활 개선, 문화 인식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조선의 근대적 상업환
경을 만들어 부국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 속에 연쇄점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그림 1> 화신연쇄점 총본부(『화신40년사』)

위의 사진은 화신연쇄점의 총본부 건물 모습이다. 이 건물 벽에 붙여 놓은 두 가지
구호가 ‘배급보국(配給報國)’과 ‘생활개선’이다. 화신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경영방향이
자 미흡한 생활환경 및 상업 환경, 특히 유통구조, 아울러 조선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화신은 조선시대로부터 진행되어오던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한 장날 제도에 의존하여
일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품을 구할 수 없는 현
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국적인 연쇄점사업을 계획하고 전국적 연쇄점망을 경
제단위로 하여 일반 소규모의 소매상들에게 도움을 주고 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용품을 가장 저렴한 값으로 공급한 것이다.34) 이 과정은 한국의 농어촌
갱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연쇄점 본부 벽에 붙어있는 ‘배급보국’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를 가장 잘 드러낸 문구이며, 이런 과정의 결과가 ‘생활개선’이었던 것이다.
34) 『화신40년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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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성은 서구의 근대문화, 첨단문화 등이 급속도로 들어와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반면, 시골에서는 여전히 물자부족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만연했다. 농본중심의 조
선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기반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
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근대화시키려면 적어도 생필품에서부터 편리한 생활을 접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면 자연적으로 조선 내에서도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이고, 각각 시너지 효과를 내
어 조선의 상업환경도 개선될 것이었다.35) 이런 목적으로 조선물산장려운동도 전개되
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상품만 구입하고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진화할까 염려하는 총독부의 시각이 심각했다.36)
이 또한 민족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총독부 당국은 더 엄격히 제한하려했다.
그래서 화신 백화점의 문화창조 방식이 아닌 박흥식 개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을 후원
하거나 과학운동에 참여하였다. 발명학회 고문,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인, 재정위원 등
을 맡아서 활동하였다.37)
그러나 화신의 생활개선과 미쓰코시의 생활개선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도 존재한다.
미쓰코시의 경우 백화점 자체가 문화사업의 역량을 보유하고, 학계와의 연계 등을 통
해 문화개선과 창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화신의 경우는 백화점의 자체적인 문
화사업 역량은 약했다. 생활개선 사업도 백화점과는 별개로 박흥식 개인으로서 참여한
것이다. 참여하는 방식도 물산장려운동, 실력양성운동으로서 문화사업적인 성격은 약
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근대문화체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인들의 근대 교육과 문물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높았다.
이 부분을 우리 근대 역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면이 적지 않다. 일본인들이 보기에
시기상조처럼 보였던 백화점이 경성에서 성공하고, 화신이 괄목한 경영성과를 올린 배
경에 이 부분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화신도 이 점을 깨닫고, 백화점의 경영전략에 반
영했다.
35)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소비억제 생활개선과는 달리 화신이 추구했던 생활개선은 일용품과 같은
상품의 생산기술 진작과 유통구조 활성화를 통해 가격을 낮춰서 구매력을 늘릴 수 있게 하여 조
선인들이 구하려는 상품을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개선을 꾀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36) 당시 부르주아민족주의계열에서는 ‘조선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일제당국에 대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이 결코 외화배척운동이 아님을 확언했다(오미일, 2001,
206).
37) 오진석, 200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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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서구 문화의 체험장으로서 화신은 백화점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대화재
사건 이후 1937년 11월 새로운 화신건물이 화려하게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옥상까지 있는 대규모의 건물로서 경성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되었다. 건물 옥상 전면
에는 길이가 약 32m38)나 되는 동양 최대의 스카이 사인(전광뉴스판)이 설치되어 최신
뉴스를 알려주었고, 꽃모양의 네온사인은 자동으로 불이 깜박이면서 화려함을 더했
다.39) 여타 일본계백화점의 엘리베이터처럼 화신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물론이고 에스
컬레이터는 1939년부터 4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만 해도 경성에서는
대형은행이나 호텔, 관청 등에만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
뿐이었다. 에스컬레이터는 더 큰 감동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40)
신관 6층 그랜드홀에 설치한 영화관도 경성의 명소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교육적 가
치가 있는 영화를 엄선하여 상영함으로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화신식당에서는 한국요리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는데, 가족동반 손님
들이 주말마다 성황을 이루었다. 화신백화점은 근대 서구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이 함
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당시 미쓰코시 경성지점장이었던 三輪邦太郞은 “조선의 백화점은 상품판매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최고로 좋은 오락시설이고, 가장 대중성있는 사교기관을 대행하는 모양
새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에 소재한 백화점에서는 낯선 기능은 아니었
다. 그러나 조선에 진출한 미쓰코시의 경영에서는 상당히 불비한 부분이었다.41)
三輪邦太郞은 화신의 성공42)을 통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던 것 같다. 그는 앞으
로 미쓰코시 경성점에서도 조선의 문화를 연구하고 일반대중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38)
39)
40)
41)
42)

길이 12間(1칸=8자; 1자=2.7m로 환산).
『화신40년사』, 82.
『매일신보』 1939년 4월 12일.
구체적인 내용은 노혜경, 2017, 139-142 참조.
화신의 구체적 매출액 자료는 없지만 간접적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영업세 납부액은 1931
년 670원에서 1939년 4,069원으로 증가하여 일본인 백화점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오진
석, 2002, 122; <표 3> 각 백화점의 영업세액 추이는 오진석, 2002, 123, 재인용함).
<표 3> 1930년대 5대 백화점의 영업세액 추이
연도
백화점

1930

1931

1933

1935

1936

1937

(단위 원)

1938

1939

미쓰코시

2,253

2,465

3,853

4,313

4,651

5,359

6,261

7,841

조지아

-

3,038

3,460

4,379

4628

2,657

2,935

5,614

미나카이

1,730

1,439

1,164

2,757

3,878

3,957

4,239

4,500

히라타

1,812

1,853

1,732

2,012

2,329

2,319

2,653

2,830

화신

758

670

1,314

2,388

2,001

2,457

2,990

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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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백화점의 사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전문점으로서의 백화점, 상
품연구기관으로서의 백화점으로 자리잡고 경영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백화점은 신시
대의 총아로서 문화의 선행기구로 자임한다”고 하였다.43)
한편, 화신백화점 직원이었던 伊達昌雄은 백화점이 가져온 문화를 6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44) 첫 번째는 건축설비이다. 냉방장치, 공기조정장치, 조명,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이터, 레지스터, 방화 설비 등 최첨단 장비를 모두 갖추고 초호화건물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편리성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경영 조직면에서 백화점이라는 독
특한 조직망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개량하고 실행하여 다른 사회조직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셋째, 선전광고 분야이다. 잡지, 포스터, 전기광고, 마네킹,
전시전람회 등 선전 광고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 점이다. 넷째는 유행이다.
외국의 유행을 조선 국내로 유입시키는 중개역을 담당하여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점이
다. 다섯째는 미술분야이다. 백화점에서의 전시전람회 및 미술적 기획상품은 미술가,
기예가들에게 제2의 학교이자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째는 취미이다. 외국 특산
품, 지방특산품, 공예품, 수예품 등의 판매, 전람회를 통해 문화의 표준을 높인다고 했
다. 즉 민족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백화점의 기능이 사실상 일본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던 미쓰코시의 유행과 취미의 창조라는 백화점의 기능에 동의한 셈이다.
그러나 화신과 일본 백화점의 역할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화창조 부분이다. 伊達昌雄가 지적한 문화는 문화의 도입이며 창조가 결여되어 있다.
미쓰코시가 일본 내에서 추구한 생활개선의 방법론이 화양절충과 학속협동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오면 조선적인 문화창조의 기능을 용인할 수 없게 된다. 조선에서 백화
점의 역할은 화양절충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취미를 조선에 이식해서 조선과 일본을
문화적인 동화체로 묶어가는 것이었다.45)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백화점이 조선식의 화양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일본의
조선통치와 동화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된다. 즉 백화점의 문화적 기능, 문화상품화가
마케팅의 영역, 일본 문화의 수입, 판매라는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조선
의 신문화 창조가 되고, 조선의 유행과 취미가 되어 국민교육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
은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고 위협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화신은 근대 문화의 보급, 소비문화의 대중
화라는 부분에는 적극 참여했지만, 문화 창조라는 부분, 기업이 학속협동과 같은 방식
43) 三輪邦太郞, ｢朝鮮文化と百貨店の使命｣, 『朝鮮公論』 290, 1937.5.
44) 伊達昌雄, ｢百貨店が齎らす文化｣, 『朝鮮公論』 275, 1936.2.
45) 화양절충, 학속협동, 취미 보급 등의 활동에 중심이 되었던 최물계와 고안계 설치 여부를 보면
최물계는 본점에만 있고, 고안계(미술부)는 본점과 오사카점에만 있고, 경성점에는 없다(노혜경,
2017, p.139 <표 4> 1930년대 미쓰코시 본점과 지점의 조직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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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자와 예술인을 지원하며, 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견인한다는 개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화신의 조직도이다.
<표 4> 화신조직도46)

미쓰코시에서는 화양절충과 학속협동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조직이 최물계와 고안계
(미술부)였다. 미쓰코시에서는 일본 최고 상업 PR지 『하나고로모花ごろも』로부터 시작
하여 『나쓰고로모夏衣』, 『하루모요春模樣』, 『나쓰모요夏模樣』, 『히모카가미氷面鏡』, 『지
코時好』, 『미쓰코시 타임즈』, 『미쓰코시』 등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발간되었다.47) 또
도안실에서는 일본적 모더니즘을 창조했다고 평가받은 스기우라 히스이(衫浦非水)의 활
약으로, ‘물건[상품]을 파는 것에서 모양[디자인]을 파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평까지 들
으며 서구근대문화의 보급자인 동시에 전통문화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48) 특
히 미쓰코시 본점에만 최물계, 사진계, 고안계를 두어서 미쓰코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46) 부산근대역사관, 2013, p.108.
47) 진노 유키, 2008, pp.75-80.
48) 노혜경, 2017,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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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화신에서도 여러 PR지를 제작, 배포했다. <표 4>의 조직도를 보면 계획과에 계획계,
광고계, 장식계, 최물계(催物係), 편집계가 속해 있다. 하지만 조직의 활동내용이 다르
다. PR지도 미쓰코시와 달리 화신의 광고를 주업무로 했다. 백화점 광고지는 주요매장
이나 판매물품을 소개한 리플릿, 통신판매와 관련한 주문양식 등을 수록한 카탈로그였
다. 한편 화신연쇄점에서 발간했던 『상점월보』는 연쇄점 운영에 유익한 기사를 수록한
잡지형식으로서 각 연쇄점에 무료배포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화신에서 간행했던 대부
분의 간행물들이 미쓰코시에서 간행한 잡지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49)
화신에도 사진부가 있었다. 신관옥상에 위치한 사진부에서는 화신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즉 상경한 손님들에게 화신구경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매
장을 한 바퀴 돌아오는 사이에 사진인화를 마쳐서 고향에 가지고 갈 사진을 뽑아주는
서비스였다.50) 따라서 이 기능은 미쓰코시 본점에만 두었던 사진부나 고안계, 최물계
등이 주도한 문화선도, 창조 기능과는 전혀 달랐다. 화신은 오히려 백화점 판촉, 판매
확대를 위한 대고객 서비스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Ⅴ. 민족단합과 민족 마케팅
미쓰코시가 국민외교를 내세웠던 데에 반해 화신은 민족단합을 외쳤다. 화신이 한결
같이 내세웠던 모토가 조선사람이 만든 백화점이었다. 화신이 위치한 종로지역부터가
조선조 500년의 전통을 지닌 조선의 상가지역이며, 현재도 조선인 상점으로 가득찬 지
역이라는 상징성도 강했다. 이미 경성의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밀집한 백화점 경영에
서 경성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선인이 세운 조선의 백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51)
조선의 백화점이라는 홍보전략은 동아백화점에서도 사용했던 것이지만, 동아 백화점
이 폐업하고, 화신이 유일한 조선 백화점이 되면서 화신은 유일한 민족 백화점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다.52)
49) 화신연쇄점에서 1939년에 『가정보감』이라는 책은 간행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보건,
의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을 붙인 것이다(부산근대역사관, 2013, 105). 생활상식을
보급하는 목적이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50) 『화신40년사』, 84.
51) “화신이 민족백화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데에는 실제적인 배경도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구 40여만 명의 경성에서 영업하는 백화점의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
다.”(김백영, 2009, 502).
52) 동아와 화신이 서루 싸우지 않고 민족 상권의 통합을 이루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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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 화신은 민족단합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민족주의에 호소
하는 전략은 경영전략 이전에 일제 강점이라는 민족의 현실에서 경영자나 소비자의
입장 모두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신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으로서 의미와 기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족단합’이란 목표는 화신 백화점의 경영 이전에 이미 경험이 있었다. 1926년 설
립한 선일지물 시기부터 틈새전략을 짜야만한 상황에서 ‘조선인이 경영하는 선일지물’
이라고 민족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경찰의 감시라던가 일본인 수입상이
지물의 재고가 없다고 물량을 규제했던 압박이 계속되자 선일지물은 오히려 식민지 조
선의 상권 수호자로 등극하게 되었다.53) 더욱더 조선인 경영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마
침 6.10만세운동으로 인해 민족감정이 고조되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이 선일지물
의 신문용지로 바꿈으로써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런 민족 마케팅의 성공적인 경
험은 이후 화신백화점에서도 적극 활용되었다.
1934년 이후 박흥식은 “화신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곧 조선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실지로 증명하는 시금석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54) 즉
화신백화점의 성공여부가 조선인 상업 전체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민
족 마케팅이었다. 이에 따라 화신의 광고방향은 모든 조선인 고객으로 향했다. 화신이
민족마케팅으로 가장 주력했던 것은 신문광고였다.55)
① “세계적 불경기지만 백화점만이 나날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합
리적 경영방침의 당연한 결과로서 ‘대중본위(大衆本位)’를 모토로 모든
시설에 봉사 및 대중생활의 개선, 향상의 편익을 도모하며 다수의 대중
에게 최저 염가상품을 공급했습니다. … ‘여러분의 백화점’이 여러분의
백화점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식회사’의 창립과 증축낙성기
념으로 대매출을 실시하니 많이 와 주시기리 기원합니다.”
(｢기념대매출｣ 『동아일보』 1932년 5월 10일)
② “서울에서 ‘유일한 조선인 경영의 백화점’으로 그 웅자를 자랑하는 종로
본상권의 종로진입을 저지하는 민족백화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다(｢東亞, 和信
百貨店合同內容｣, 『 三千里』, 1932. 8.).
53) 박상하 2015, 264.
54) 부산근대역사관 2013, 65.
55) “금일의 대중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것은 선전이다. 그렇다면 이 선전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어
디일까? 뭐라해도 백화점이다. 그 밖에 잡지, 포스터, 전기광고, 마네킹 사용, 전시 전람회 등등
백화점이 이런 방면으로의 공헌은 실로 크고 오늘날 선전 및 광고계가 이상한 진전을 오게 한
것도 하나는 백화점을 위해서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伊達昌雄, ｢百貨店が齎らす文化｣,
『朝鮮公論』 275, 1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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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에서는 그 상권의 범위를 전조선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야 동점의
년래의 계획이든 연쇄점제를 금년도 신사업으로 창시하기로 결정. …”
(『매일신보』 1934.4.16.)
③ “하룻밤 대화재로 폐허가 된 종로의 거물 화신상회는 어찌될까? 동상
회 중역들은 사장 박흥식씨 집에서 중역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부흥 계획을 결정했다고 한다. … 현재 가장 문제되는 500명 점원은 1
명의 해고자도 내지 않고 계속 종업케 할 작정이라고 한다.”
(｢和信復興계획 順調로 進行中｣ 『동아일보』 1935.1.30.)
④ “-配給報國의 기치 아래 연쇄점망을 확충강화
- 기존의 300여 점포는 地方 상계의 모범-配給本部와 大阪仕入部의
强陣
- 5대 자매회사-세계적으로 확대된 躍進 화신의 陣容-총자본금 800
만원-各會社조직표
체험의 기록-선진 연쇄점주의 속임없는 고백을 들어라!
- 화신연쇄점경영자대모집 공고“(｢商界의 驚異 화신연쇄점의 약진적
발전｣ 『동아일보』 1939.10.24.)
위의 인용문은 당시 신문광고 혹은 기사이다. ①의 경우 주식회사 창립, 증축낙성기
념 대매출 광고이다. 화신 스스로를 ‘여러분의 백화점’을 지칭하면서 조선인 고객들이
자주 찾아서 조선인들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는 화신이 연쇄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에서 유일한 조선인 경영의 백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은 화신백화점 화재사건 이후 복구계획이 광고가 아닌 기사
형태로 실렸다. 화신이 스스로를 PR하는 광고형태가 아닌 뉴스기사로 처리한 것은 당
시 조선인들 모두의 관심사였고, 조선인들에게 주목받는 화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동아일보 전면 광고로 연쇄점 경영자를 모습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국단위의 유통
망이 기존의 300여 점포로 지방 상업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연쇄점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고, 화신의 자매회사 및 각 회사의 조직표, 자본금 등 모든 사항을 낱낱이 기록
했다. 여기에 각 점주들의 인터뷰까지 실으면서 더 많은 연쇄점 경영자를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소개해 놓았다.
이런 광고는 화신이 조선백화점으로서의 사명감, 더 나아가 전국단위의 유통망을 활
성화시킴으로써 조선을 상업을 통한 부국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즉
광고에 기업체 내부의 사정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낱낱이 공개하여
주주들만의 기업체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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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화신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마치 화신이 조선사람 모두의 기업인 동시에 민족
백화점으로서 각인되도록 했다. 화신의 성공이 곧 조선 전체의 면목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경영 위기가 닥쳐도 민족백화점 화신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읍소했다.56)
1938년 4월에는 일본에 볼모로 잡혀 있던 영친왕 부부가 잠시 귀국했는데, 이 때
화신백화점을 방문하도록 성사시켰다. 영친왕 부부는 5층 조선물산부에서 고려자기 등
을 돌아보며 구매했고, 귀빈실에서 인삼차를 들며 박흥식을 격려했다.57) 이 이벤트는
화신이 민족백화점으로서, 민족 단합의 결집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보이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발휘했다. 마치 미쓰코시가 국민외교를 내세우며 해외의 귀
빈들을 모시고 첨단의 문화, 일본화된 문화를 과시하는 것처럼 화신은 영친왕 부부를
통하여 민족의 결집과 단합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비록 식민지 시기였지만 조선을 대
표하고 최신식의 문화를 구비하고 있으며 조선인들도 근대문물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
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 이벤트였다.
민족 마케팅을 내세운 만큼 특화할 수 있는 분야는 한식당이었다. 다른 백화점은 모
두 일본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화신식당이었던 것이다. 화신은 한식당을 통하여 미쓰코시가 국민외교를 하듯이 서양
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요리를 맛보였다. 이 또한 민족주의로 포장된 서구화,
외식문화였다. 따라서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말이 “화신식당에서 만납시다”였다. 화신
의 명물이 된 화신식당은 한국풍미를 100% 느낄 수 있는 한국요리 전문 식당으로 사
교나 담화장소로 널리 이용되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요리를 맛보고 그 분위기를 느끼려
고 방문했고, 주말이만 가족동반한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58) 화신이 조선인이 운영하
는 조선 민족백화점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였고, 식재료, 요리사
등 모든 면에서 일본백화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외식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Ⅳ. 맺음말
1930년대 화신백화점은 조선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자 조선의 상업 진흥을 이끈 성공
적인 기업이었다. 화신백화점의 경영방침과 조선에 진출한 일본백화점의 경영이념을
비교하고 화신의 성공이유를 역사문화적 배경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미쓰코시는 박리
56) 박상하, 2015, 295.
57) 『화신50년사』 176-179.
58) 『화신40년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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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 생활개선, 국민외교를 일종의 기업 강령으로 설정했다. 영업전략인 박리다매와
함께 ‘백화점이 생활과 문화 부분에서 일본 근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문
화적 역할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화양절충과 학속협동이었
다. 전통문화와 서구문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고급문화를 창출하고, 학자나 지식인, 예
술인들을 참여시켜 전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선에 진출한 미쓰코시는 조선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선을 일본 상
품의 소비처, 동화정책 수단으로서 화양절충 문화를 주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 경영 백화점으로 우뚝 선 화신은 조선의 실정에 맞고, 조선
인의 기호에 적합한 방법으로서의 경영방식을 추구했다. 그 경영원칙은 싸게 사서 싸
게 판다, 생활개선, 민족단합이었다.
화신의 ‘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선일지물에서부터 시작된 철칙이었다. 이것은 조선
인들의 낮은 구매력을 반영한 전략이었고, 가격경쟁력이 조선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최
선의 방법임을 반영한 것이다. 화신이 가격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는 조선사람에
게 특화되면서 저렴한 상품, 즉 조선의 산물이었다. 화신을 찾는 주고객이 중류층 조선
인이었던 만큼 조선의 농수산물과 자체 생산되는 조선상품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지
방과의 판매유통망을 연쇄점 조직으로 구성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화신은 종로의 소규모 잡화점보다 다품종 대량구매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가 가능했고, 일본백화점이 초기에는 주고객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고객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수입 공산품의 경우 구매처를 엄선하여 최고 우량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을 탐색했고, ‘직접사입’을 원칙으로 중간유통비용을 없앴
다. 또 한꺼번에 대량 매입하여 할인하고 현금매입으로 할인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화신의 ‘생활개선’은 낙후되어 있던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문화인식 수준
을 향상시킴으로서 조선의 근대적 상업환경을 만들어 부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화
신연쇄점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대표적 사업이었다. 원활한 생필품 공급라인을 조
성하여 조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의 일반 소규모 소매상이 연합하여 공동
구매를 통해 원활한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선의 상업입국을 완성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미쓰코시의 화양절충과 학속협동과 같은 문화
창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백화점이 근대문화를 체험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화신의
경우 미쓰코시처럼 신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며 국민교육의 영역으로의 진출하지 못했
다. 화신은 판촉을 위한 광고가 중심을 이루었고, 연쇄점 발간 잡지 또한 연쇄점 운영
에 유익한 내용이었다. 백화점 사진부는 상경한 고객들에게 화신구경기념사진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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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서비스 차원의 활동이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화신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민족단합, 민족 마케팅이었다. 동아백화점과
합병하면서 동아의 경험을 흡수하고 적극 활용하여 진정한 민족백화점으로 자리잡고자
했다. 조선인 경영의 유일한 백화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상계의 종로 진출을
막는 역할을 했다. 신문광고를 통해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 내부 사정과 경영상
황을 공개하여 조선 사람들 모두의 백화점으로 각인시켰다. 영친왕부부의 화신 백화점
방문을 추진하여, 마치 미쓰코시가 국민외교를 하는 것처럼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냈고,
최신식 문화를 구비한 조선 백화점임을 표현했다. 또 가장 잘 특화할 수 있는 한식당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조선을 알리고 조선 사람들도 서구화된 외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조성했다.
‘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화신의 저가 정책은 근대 백화점이 아니라 에치고야 단계
와 비슷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30년대의 서울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구매취향과 구매력이 다른 두 종류의 소비층이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같은 근대적 백
화점이지만, 화신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치고야로서 일본 백화점의 영업망 안
에 섬으로 존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화신이 자랑하는 민족사적 의미에 종로를 중
심으로 하는 민족 상권을 통합하고, 일본 상인의 종로 진입을 견제했다는 특징이 있
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족상권의 ‘섬’적인 요소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화신은 전통이라는 섬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 점이 화신이 한국의 근대 경영
사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격경쟁에서 절대 불리한 요건을 극
복하기 위해 일본이 아닌 외국으로 눈을 돌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
했고, 유통단계를 줄이는 근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선의 산물
판매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쇄점이라는 첨단의 유통방식도 적용했다.
화신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
다. 화신이 일본 백화점 경영 노하우의 많은 부분을 도입한 것은 분명하다. 종업원의
교육부터 상품 구매, 조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본인과 일본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실
제로 화신에는 일본인 직원도 다수 근무하고 있었고, 사입부나 유통 프로세스 과정에
는 일본인 전문가를 데려다 썼다.59) 하지만 “화신백화점은 일본의 백화점 비즈니스에
서 배워 조선인이 자력으로 쌓아 올린 민족적 승리였다”고 말한 것처럼 일본백화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화신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에서 교훈
을 얻을 수 있다.

59) 하야시 히로시게 지음, 김성호 옮김, 20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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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코시가 화양절충과 학속협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들 전체의 문화수준을 끌
어올렸고, 권공장 이후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적이고 수준높은
근대문화를 향유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반면 화신은 식민지라는 치명적인 약점과 조선
시대 이후 상업환경 조성의 미비, 낮은 소비력 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적어
도 생필품 정도는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환경 마련에서부터 상업입국을 만들어 가는 정
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즉 화신은 미쓰코시의 화양절충과 학속협동과 같은 국민 문
화 창조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화신이 유통에만 그치지 않고 점차 제조업으로 관심을 넓혀서 수입품 유통회
사에서 제조, 수출회사로 변모해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급속 성장해 온 과정, 한국식
경제개발의 한 단면을 투영해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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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 Factor Analysis of Hwasin Department
Store in Terms of History, Cultural Background

Hye-Kyung Roh*
60)

Abstract
Mitsukoshi The study is how Hwasin Department Store succeeded in Japanese
colonial era which considered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factors.
The research compared management philosophy of Hwasin and other Japanese
department stores that expanded their business to Joseon. Also, case of Hwasin’s
management strategy has analyzed.
Mitsukoshi department store set up a role of department store to small profits
and quick-returns, improvement of living, and people’s diplomacy. In addition,
through Academic cooperation(學俗協同) and compromise of Japanese and Western,
Mitsukoshi managed profitably. On the other hand, Hwasin established a
management strategy to buy cheap and sell cheap, living improvement, and
national unity.
Because of low Joseon’s purchasing power, they made effort to import various
countries’ best and low price products. It made a spread of consumption culture.
Hwasin department store adopted nation-wide chain stores project to meet the
demands of Joseon people’s consumption culture in spite of low purchasing
power. The store concentrated on group purchase, distribution fee reduction, and
connection of Joseon distribution network. Also Hwasin erected purchasing
department in Tokyo and Osaka. Furthermore, they signed monopsony contract
with world-famous companies and forged distribution center in nation-wide.
Hwasin made an effort of living condition improvement from the idea of
patriotism and service to country because of short modernization term and lack
of experience. Mitsukoshi had tried to create a new high-level culture, trend and
interest. While Hwasin’s effort ended up in introduce of Western culture, not
culture creation.
They focused on national wealth and power and national unity. They
performed strong marketing strategy that using national unity, and created trends
such as eating culture, especially a Korean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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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Personification’s success is its
management strategy suited to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lesson is
that it has developed a competitive edge that has been learned from the Japanese
department store business but is no less competitive than the Japanese one.
<Key Words> Hwasin Department, Park, Heung-sik, To buy cheap and sell
cheap,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National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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