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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은 인간의 생활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나므로, 인간의 생활과 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표면의 장식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의 성격으로써 표현되어져서 나타난다. 텍스타

일 제품디자인에 나타나는 장식문양은 아무리 단순한

것이어도 그것이 표현된 표면에 생기를 준다. 또한, 현

대의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은 기계적인 패턴은 점차 줄

어들고, 자연친화적 현상의 향으로 자연적인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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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Victorian age that attached importance to various
designs and aesthetic aspects by art and craft movement, and to present that the Victorian pattern is a
factor with unlimited possibility in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textile product designs.

Therefore, through documents research home and abroad, I considered the periodical background of
the Victorian style, a change course of textile, and the theoretical backing of the Victorian pattern, and I
studied and analyzed the cases of being applied in the modern textile product designs by classifying
apparel, home interior, and fashion accessories.

First of all, in apparel, the Victorian pattern transformed into geometrical form had much relative
importance, and secondly, in the home interior, the Victorian pattern was expressed realistically or it was
represented more boldly and complexly with new materials or techniques introduced. Thirdly, in fashion
accessories, decorative nature was shown in intense design with the real description of the Victorian
flower pattern and brilliant colors. With these results, it was found out that when the Victorian pattern
was applied in the modern textile product designs, it was the factor that could be expected to make a
high value added suitable with the modern sense, and it was the pattern with developmental potential
with its unlimited use range.

Therefore, based o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development of textile product designs utilizing
the Victorian pattern and academic research, reorganizing the Victorian pattern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design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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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거의 전통적인 모티브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양식에서 현대

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

창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성 있고 독창적인 텍스타일 제품디자인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식양식을 이해하고,

연구 분석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패턴의 발견

과 다양한 패턴의 표현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개발이 이

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빅토리안 양식을 이해하고, 빅토리안 양식에

나타난 빅토리안 문양을 중심으로 현대 텍스타일 제품

디자인에 형성되어지는 배경을 연구·분석하여 제시하

고자 하 다.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판매경쟁이 시

작되었던 시기이며, 미술공예운동으로 다양한 양식의

디자인이 성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진보로 프린트 직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으므로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 문양의 역사 속에 변모된 형태

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문양의 창조적 범위의 확대를

기대하고자 하 으며, 빅토리안 문양이 어떠한 감각으

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여, 빅토리안 문

양이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 응용개발에 무한한 가

능성이 있는 요소로 활용되어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기술

과 디자인에 대한 불가분의 관계를 재조명함에 있어

그 시대에 나타난 문양을 고찰하고 연구함으로써 현대

디자인에 맞게 재구성하고 학문적인 연구와 발전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II.

1. Victorian 양식의 시대적 배경

빅토리아 시대는 국 여왕 빅토리아(Victoria)의 제위

기간이었던 1837년에서 1901년의 약 64년의 시기를 말

하며, 고전주의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초기 디자인은 그 전 섭정한 시대(조지 4

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한 시기)양식을 응용한

것이었으나 후기의 양식은 여러 역사적 양식을 가미한

복잡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가 확립, 발전하

게 되었는데, 일찍 산업혁명을 이루어 광범위한 식민

지를 소유하게 된 국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국의 제 2차 산업혁명은 전혀 새로

운 경제와 사회구조를 이루어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라는 두 가지 힘은 대중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

하 다. 또한 19세기 중반까지 국은 무역으로 세계

를 지배하 고 엄청난 부를 위하 으며 자본주위 경

제를 기초로 두터운 중산층도 형성되었다1).

암흑기로 알려진 중세 직후인 15, 16세기부터 실질적

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무역은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부르조아지(Bourgeosie)’라는 새로운 중산계급을 탄생

시켰다. 이들은 계급상으로는 귀족층이 아닌 평범한 상

인 계층이었으나 급격히 증가한 무역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었다. 따라서 재력을 갖추게 된 이들이 이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귀족층의 장식품과 실내장식

을 묘사하기를 원한 것은 당연한 결과 다. 특히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널리 퍼진 평등 정신은 이들로 하여금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는 바랄 수 없었던 귀족만의 것들

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부추겼던 것이다.

이러한 장식품에 대한 수요에 응하여 기술적인 가능

성과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었던 것은 18

세기 중반 국의 산업혁명의 결과 던 것이다. 그러므

로 산업혁명은 가내공업과 수공업에서 공장생산체제와

기계공업으로의 전환, 즉 생산 방식의 전환의 의미로

당시 부르조아 계층이 원하던 장식품의 공급을 원활히

해 준 역할을 담당한 셈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수

공예적 방식으로는 오랜 시간 소요되던 공예품들도 빅

토리아 시대에는 기계방식, 특히 금형을 이용한 방식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대량생산 될 수 있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장식(Decoration)에 대한 욕구

로 나타났으며 특히 손님을 맞는 공간인 응접실

(Drawing room)에 강하게 나타났다. 부르조아 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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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의 억눌 던 감정을 장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빅토리안 양식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옛 고전의 양

식, 즉 귀족의 양식을 답습하고 모방하려는 역사주의

적 경향이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주로 패턴이 프

린트된 종이나 천(Fabric)을 이용한 벽지(Wall

Covering), 커튼(Curtain), 소파(Sofa), 카펫(Carpet)

등을 이용하여 집안을 장식하려는 과잉 장식으로 나타

났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발전되었던 롤러

를 이용한 인쇄술과 기계생산은 이러한 벽지나 직물의

공급을 원활히 해 주었고, 따라서 리얼한 공간 장식재

가 싼값에 공급됨으로써 과잉 장식적 경향은 심지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소위“노동계급(Working

Class)”에 까지 확산되었다<그림 1>. 그러므로 이시기

는 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1837-

1901)와 일치하므로 이를“빅토리안 양식(Victorian

Style)”이라 부른다2).

그러나 산업혁명 직후 대량생산된 물건들은 기계의

속이 훤히 보여서 미적인 측면을 상실하 고, 대량생

산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추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흐름에 반기를 들고 1861년에 이

르러 예술가를 비롯한 사회사상가,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등의 참여로‘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s

Movement)’이 시작되었다. 미술공예운동의 목적은

산업화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미술, 공예, 건축 등

을 통해 사회를 정신적으로 보다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 다. 또한, 중세의 성당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가 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

지는 물건까지도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어 보다 공동체

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

으며, 이러한 이념은 산업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

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것이다. 더불어 미술 공예 운

동에 나타난 두드러진 작품의 특징은 보다 자연적인

것을 모티브로 표현하 는데, 형태와 모양은 단순하고

식물의 줄기에서 보여지는 선적인 것이나 유기적인 형

태로 제작되었으며, 주로 식물, 새, 동물의 형태를 패

턴화하여 연출하 다. 이러한 경향의 미술공예운동은

빅토리안 양식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미술 공예 운동 사상에 향을 미

친 대표적인 사회 사상가로는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 1896)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빅토리안

양식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오직 기계에 대한 맹신만이 있던 시대에 장식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 예술의 사회화, 대중화를 주장함

으로서 예술의 민주화라는 현대 디자인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 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는 자연주의적

양식의 간결성과 재료의 진실성 및 장식의 합목적성을

주장하 으며, 최초로 미적 통일성의 문제와, 장식과

기능의 통합성을 강조하 다.

또한 공동체성과 종합성이 산업화의 기계 생산에 의

해 파괴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물건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3), 자연이 갖고 있는 내 한 아름다움을

해석 해 내는 능력이 예술가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확고한 자연주의 예술관을 제시하 다4).

2. Victorian 양식의 직물 변천과정

국의 빅토리아 시대 직물 변천과정의 흐름은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 처음으로 무역에서 불황기

를 맞게 되었고, 심각한 경제상태가 되었다. 특히 섬

유, 직물 분야에서 다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생산시설과 값싸게 대량생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무역은 저조하 다. 그 주된 원인은 다른 나라의

섬유직물 제품이 디자인 측면에서 국의 디자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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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토리안 양식 Drawing Room(과잉장식), 1840s



수준이 아주 높다는데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

업자, 경제인, 정치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

이 인식하고 국제 경제시장에서 결코 다른 나라에 뒤

질 수 없다는 자본주의적 생존경쟁의 절박함을 인식하

게 되었다.

빅토리안 양식의 직물 디자인의 관심은 1851년 런

던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최초의 세계 산업 대 박람회

때에 그 절정에 달하 으며, 활동의 목적은 일반대중

의 취향을 높이고, 장인(匠人)들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국의 직물 디자인 제품의 품질을 향

상시키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적인 이

득을 획득하는 데에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 국의 산업 가운데서도 면직물 산업

은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직물에 인쇄하는 빅토리

안 문양 디자인은 직물의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중요한 요소로서 섬유제품의 수출에 지대한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직물의 변천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빅토리아 시대의 직물은 1830년에서 1840년대에는

면직물의 인쇄 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 고, 제조업자와 문양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생

산한 빅토리안 문양 디자인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

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830년 초부터 면직물 인

쇄 장인들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면직물 인쇄기계로 문양을 인쇄하면, 하나의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좋은 문양 디자인이 성공하게 되

면 계속해서 생산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우수한 빅토리안 문양디자인의 개발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고, 대단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단일 직물 디자인보다는 연간 수 백 가지의

다양한 섬유 제품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무

역을 더욱 신장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 으며, 끊임없

이 새로운 직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구

매할 수 있게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빅

토리아 시대의 우수한 빅토리안 직물디자인은 판매와

해외 무역에서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었다5).

그러나 빅토리안 문양은 19세기 중엽까지도 직물의

미적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적가치를 장식

적 가치로 파악하 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식화 된 식

물문양이 성행하게 되어 빅토리아 문양의 대표적인 것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과거

의 역사적인 양식으로 탈피한 조형 활동이 일어나

국의 빅토리안 문양 디자인 중 대표적인 식물문양들은

새롭게 양식화되었으며, 모티브에 윤곽선이 적용되는

등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19세기말은 모든 사상과 정

신의 변혁을 가져온 격동의 시대 고, 이에 따른 새로

운 미의식과 조형정신의 요구는 새로운 예술 New Art

를 창조하 으며, 단순성을 추구한‘선(線)’은 윤곽선

과 구불구불한 줄기에 대한 강조로 New Art(1890-

1900) 직물 문양의 특징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러므로 빅토리안 직물 디자인은 산업혁명의 중요

성으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된 직물의 양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직물디자인의 창

조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바탕을 이루었

다. 특히 1860년경은 복잡하고 풍부한 빅토리안 장식

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관점과 적당한 빅토리안 장식

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두 관점이 양극화된 시기로

써, 이후 40년간에 걸쳐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확립과

더불어 직물 디자인 산업이 풍부했던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을 마련하게 하 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직물디자인은 직물산업의

기계화와 함께 대량생산과 판매경쟁이 시작하면서 크

게 성장하 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으로 대중들에

게 파고들어 수요가 급증하 다. 이렇게 늘어난 생산량

은 보다 다양한 빅토리안 직물디자인 요구하게 되었다.

19세기의 빅토리안 직물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

징은 기계와 예술이 서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전통과

혁신사이의 대립과 갈등, 미학 상의 혼란 속에서 새로

운 양식을 모색하려 끊임없이 노력한 세기 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활성화된 빅토리안 직물디자인은 직

물 산업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의 개념으로 이해해

야 하며, 특히 기술혁신으로 인한 프린트직물의 집약

적이고 광범위한 생산은 한 세기에 걸쳐 산업혁명의

역동적인 역할로 현대의 섬유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고 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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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ctorian 문양

19세기 전반에 나타난 빅토리안 문양은 대체로 사

실적인 묘사로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었다<그림 2>. 그

러나 19세기 중반 경 국에서는 사실적인 표현이 지

나치게 남용됨으로써 싫증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탈피

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빅토리안 문양이 양식화 되거나

도안적인 문양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사실적으로 표

현된 빅토리안 문양에 나타나는 곡선의 부드러움은 다

소 없어졌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의 발흥으로 자연

과학이 발달되었고, 자연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

다. 특히 식물에 대한 연구는 꽃의 다양한 품질개선

과 꽃 재배를 확산시켰고, 이러한 상황들은 빅토리안

직물 문양디자인에 지대한 향을 주어 빅토리안 문양

중에서도 식물문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세기 빅토리안 직물은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혁신

되고 개선되어 발전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

의 증진과 무역의 촉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빅토리안

직물 문양디자인은 판매와 해외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중요한 요소 기 때문에 대량생산된 직물에 대

한 새로운 문양디자인의 개발이 점차 요구되어졌다7).

1830년대 이후의 빅토리안 문양디자인은‘아름다

움’, ‘유용성’, ‘정직성’, ‘고유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빅토리안 직물 문양디자인이 진행되었으며8),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표현한 빅토리안 문양의 대표적인 작가

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현상을 묘사한 빅토리안 문양은 윌리엄

모리스에게 향을 주었으며, 그의 직물에 표현된 문

양디자인의 특징은 모티브들을 대칭되게 배열하고, 모

래시계 형 레이아웃, 세로 줄 모양 레이아웃 등을 사

용하 으며, 모리스의 빅토리안 문양디자인은 제한된

범주 안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이너의 역량

을 과시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그림 3>. 그의 디

자인은 절제된 율동감을 지니며, 자신이 역설하던 디

자이너의 의도가 담긴, 용도에 맞고 창의적인, 신선하

고 논리에 합당한 디자인을 표현하 다. 또한 그는 이

국적인 문양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촉

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실험된 반복패턴을 점차

이해함으로써 많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빅

토리안 문양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9).

둘째, ‘자연에 대한 진실’이라는 모리스의 주장은

식물학을 연구하 던 그리스토퍼 드레서

(Ghrstophber Dresser; 1834-1904)에 의해 재 강조

되었다. 드레서의 특징으로는 자연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의 결과로 나타난 식물의 구조적인 체계가 공예

형태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라고 간주하 으며, 실제적

으로 식물구조에 기본을 둔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시

킨 문양디자인을 보여주었다10).

셋째, 19세기 초 부유한 국인들은 동양의 옻칠

(Iacquer), 가구, 도자기, 실크 등을 포함하여 동양에

열렬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관심은 토마스 워

72

A 제8권4호

<그림 2>  사실적인 표현의 꽃문양, 1842 <그림 3>  W. Morris, Cray, 1884



들(Thomas Wardle; 1837-1909)에게 많은 향을 미

쳤다. 토마스 워들은 특히, 인도 직물 문양디자인에 관

심을 가졌으며, 인도와 중동을 여행하며 문양을 수집

하 다. 그는 외국 제조업자들과의 무역유대 관계 증

진에도 큰 역할을 하 으며, 그의 직물 문양디자인의

특징은 인도로부터 많은 실크를 수입하여 자신의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고 프린트하여 이국적이면서도 현대적

디자인의 성격을 띤 빅토리안 문양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넷째, 오웬 존스(Owen Jones; 1807-1874)도 인도

와 중국의 문양에 큰 관심을 보 다11). 19세기 중반 경

원시시대로부터,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동양

등 과거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나타났던 장식 문

양을 집대성한《장식 문법(Grammar of Ornament)》

이라는 백과도록이 1856년 오웬 존스에 의해 출판되

어 건축, 미술, 공예 장식미술에 오랫동안 향을 주었

다 <그림 5>. 오웬 존스의《장식문법》에는 3,000여 가

지의 색채 장식도판이 수록되었는데, 디자인은 곧 장

식과 같은 뜻으로 이해했던 빅토리아 시대 문양디자인

의 개념 형성에 지대한 향을 주었으며, 빅토리아 시

대의 절충주의 시각언어는 곧 이 책에 의해 형성되었

다고 평가하 을 정도 다. 장식 문법은 적절한 시각

적 양식을 필요로 했던 제조업과 공예가, 디자이너들

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백과사전이 되었고, 적어도

1920년대에 와서 이러한 장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더

니즘 디자인의 혁명이 있기 전 까지는 모든 디자인을

지배하는 기본 문법으로 통용되었다12).

III.
Victorian

1. 어패럴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패럴 제품디자인은 다양한 아이템을

공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는 텍스타일

제품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신

의 개성에 맞는 어패럴을 선택하고, 시각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요구하며, 유행에 뒤쳐지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어패럴 제품디자인에 표현된 문양은 시각적

인 만족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문양에 대

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다 .

그러므로 현대 어패럴 제품디자인에서는 문양이 서

로 혼합되어 모던한 감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법과 과거의 예술 양식이나 예술적

사조가 도입되어 독창적인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빅토리안 문양 역시 현대 어패럴 디자인에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빅토리안 시대의 문양을 시대적 분

위기에 맞게 재 연출하여 제품화되고 있으며, 화려하

면서도 낭만적인 꽃문양이 가장 비중 있는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6>은 빅토리안 꽃문양과 건축의

고딕장식을 응용한 패턴으로 스커트(Skirt)에 표현하여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림 7>은 빅토리아 시대의 단순, 간결, 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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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omas Wardle, 블록날염, 1878 <그림 5>  장식문법, 1856



디자인의 특징으로 식물문양이나 동물문양 또는 고전

적 자료를 주제로 비대칭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

하여 아우트라인을 강조한 빅토리안 문양디자인을 현

대적인 감각에 맞게 다소 강한 듯하지만 개성 있는 원

피스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이다.

<그림 8>은 빅토리안 식물문양의 모티브를 다이아몬드

패턴(Diamind Pattern)으로 구축하여 실크 쉬폰 소재

에 여성용 블라우스로 제품화하 고, 니트, 스커트, 스

타킹의 모든 패션에 빅토리안 문양을 프린트하여 장식

적인 요소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이국

적인 스포티브 스타일을 추구하는 비블로스(Byblos)의

가을, 겨울 컬렉션으로 모노톤의 다양한 전개가 돋보

이며, 빅토리안 문양의 프린트로 동양적인 느낌을 더

하고 있다. <그림 10>은 빅토리안 문양을 금속의 디테

일한 느낌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여성용 팬츠에 나

타났으며, <그림 11>은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화된 식물

문양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줄기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블랙컬러의 전개에 빅토

리안 문양을 자수화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빅토리안 시대의 문양은 현대 어패럴 텍

스타일 제품디자인에서도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

으며, 빅토리안 문양이 어패럴 제품디자인에 표현되었

을 때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빅토리안 문양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형태와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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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2, S/S Milano Collection 

빅토리안 꽃문양과 건축문양을 응용한 Skirt

<그림 7, 8>  2002, S/S Milano Collection 

빅토리안 식물 문양의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한 제품

<그림 9>  2003-2004 F/W Milano Collection 

빅토리안 문양의 프린트의 동양적인 스타일

<그림 10>  2003-2004 F/W Milano Collection 

빅토리안 문양이 금속의 디테일한 느낌과

조화를 이룬 Pants



2. 홈 인테리어

빅토리아 시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미 양식의

미학으로 디자인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

각, 즉 정신적인 감정을 중요시하며 실용화된 디자인

을 추구한다는 디자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

새로운 주거공간과 추구하는 이념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주거공간은 보다 더 캐주얼화 되

고, 기계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민주적인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감각주의적인 자신만의

개성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은 욕구로 현대 홈 인테리

어 분야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홈 인테리어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텍스타일 제품디자인

도 변화되어야하고 다량생산보다는 소량의 다양한 디

자인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야 할 것이다. 국 역

사상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안 스타일은 홈 인

테리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빅토리아 시대의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발전은 홈 인테리어 디자인에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

빅토리아 시대는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패

턴이 프린트된 종이나 천을 이용한 벽지, 커튼, 소파, 카

펫 등을 이용하여 집안을 장식하려는 과잉장식 나타난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공예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므로

가구에서도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이 발달한 시기이다.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실내장식은 오늘날 새로운

빅토리안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복

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기법이 도입되어 좀 더 과

감하고 복합적으로 현대 제품에 표현되어지고 있다<그

림 12>. <그림 13>은 빅토리아 시대 자연에 대한 연구

로 꽃의 다양한 문양이 성행하 는데, 현대에 와서는

빅토리안 꽃문양의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 모티브로 활

용하 으며, 울 실크(Wool Silk) 소재에 고급스러운 실

루엣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림 14>는 빅토리안 시대

의 대표적인 작가 윌리엄 모리스의 자연현상을 묘사한

작품으로 색채, 문양의 디자인을 그대로 현대 벽지 제

품에 적용하여 화려하게 연출되어져 있다.

빅토리아 시대 직물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로 이국

적인 문화에 대한 흥미로 활발한 교역과 여행을 통해

동양적인 색상과 이미지를 디자인하 는데, <그림 15>

는 동양적인 색상을 중심으로 빅토리안 식물문양을 가

미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벽지 제품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 식물문양이 장식

적인 가치로 파악되어 모티브의 외각선이 적용되었던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현대 소파제품에 나타나고 있다.

국의 직물 역사에서 사실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남

용되어 싫증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식물문양이 양식화되거나 도안적인 문양으로

전환되어 나타났는데, <그림 16, 17>은 빅토리아 시대

의 식물문양의 양식화나 도안적인 문양의 직물 디자인

을 그대로 모방하여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에 나타

나고 있었다. <그림 18>은 빅토리안 문양을 한 제품에

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소파, 커튼, 벽지 등 다양한 제

품에 활용하 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어 마치 빅

토리아 시대의 과잉 장식적 실내공간을 연출한 듯 하

다. 이와 같이 홈 인테리어분야에서는 빅토리안 문양

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적극 활용되어 묘사되고 있었으

며, 빅토리아 시대의 과잉 장식적 경향의 실내장식을

현대 제품에서도 반 되어져 화려한 색채와 문양으로

장식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경제적인 발전으로 홈 인테리어 디

자인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시기이므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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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3-2004 F/W Milano Collection 

빅토리안 식물문양의 부드러운 줄기를 강

조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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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빅토리안 문양이 모던화되어 나타난

현대의 Living Room

<그림 14>  윌리엄모리스 작품을 패턴화한

Wall Covering

<그림 16>  빅토리안 시대의 식물문양이 표현된

클래식한 제품

<그림 13>  Wool Silk의 소재에 빅토리안 문양의

고급스러운 실루엣의 파티션

<그림 15>  동양적인 색상의 빅토리안 문양의

Wall Covering

<그림 17>  빅토리안 시대의 양식화된 식물문양이

표현된 Carpet



3. 패션 소품

현대에서 패션 소품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닌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다. 최근

사회적 경기 침체로 화려한 색채나 문양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자기만의 브

랜드를 런칭하고 있다.

패션 소품은 장식성이 강하고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양이나, 로고를 프린트화한 제품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빅토리안 문양 역시 현대 패션 액세서리를

위한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9>는 빅토리안 식물문양의 사실적인 묘사로

화려한 색상과 함께 프린트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현대

스타킹제품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어두운 컬러의 의상

에 매치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

가방제품에서도 빅토리안 꽃문양이 사실적으로 묘

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독특한 디자인으로 가방의

겉이 아닌 안감에 프린트함으로서 개성 있는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그림 20>. <그림 21>의 스카프는 빅토

리아 시대의 기하학적인 식물문양의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는 아이템이다.

나만의 것,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패션 소품은 최근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빅토리안 문양을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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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빅토리안 문양이 다양하게 연출된

Living Room
<그림 19>  빅토리안 꽃문양을 프린트한 스타킹

<그림 20>  빅토리안 꽃문양의 가방

<그림 21>  기하학적인 문양의 스카프



IV.

현대에는 소비자의 시각적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게 되고, 디자인의 요구

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패션

산업의 중심이 되는 텍스타일 제품 디자인 분야 역시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텍스타일 제품

디자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제품의 차

별화가 요구되고,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현대 텍스타일 제품 디자인은

자연회귀현상, 옛것에 대한 향수의 향으로 자연적인

모티브와 과거의 전통적인 모티브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의 장식양식의 이해가 현대에 있

어서 패턴의 표현추구의 받침으로써 새로운 패턴의 발

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혁명이후 무역의 발달로 부를

위한‘부르조아지’라는 계층의 향으로 과잉 장식

적 경향을 보 고,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생산, 기

계화가 가능하여 판매경쟁이 활발해진 빅토리아 시대

의 빅토리안 양식을 이해하고, 그 양식에 나타난 빅토

리안 문양이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의 고부가가치

의 제품화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 문양의 역사 속에 변모된

형태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문양의 창조적 범위의 확

대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

을 어패럴, 홈 인테리어, 패션 액세서리 제품디자인으

로 분류하고 빅토리안 문양이 어떠한 감각으로 표현되

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 다. 첫째, 어패럴 제품디

자인은 빅토리안 식물문양인 꽃문양을 화려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디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문양을 시대적 분위

기에 맞게 재 연출하여 제품화되고 있었으며, 문양이

서로 혼합되어 모던한 감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둘째, 빅토리아 시대는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문양이 프린트된 종이나 천을 이용한 벽

지, 커튼, 소파, 카펫 등을 이용하여 집안을 장식하려

는 과잉장식이 나타난 시대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현

대 홈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빅토리안 문양이 새로운

소재와 기법이 도입되어 좀 더 과감하고 복합적으로

현대 제품에 표현되어지고 있었다. 빅토리안 문양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거나 빅토리안 문양과 색상이 그대

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빅토리안 식물문양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패션 소품을 위

한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에서는 빅토리안 문양의 활용

이 어패럴과 홈 인테리어 제품디자인에 비해 적용사례

가 적었으나, 빅토리안 꽃문양의 사실적인 묘사와 화

려한 색상으로 장식성이 강한 패션 소품으로써 개성

있는 디자인이 선보여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에는 빅토

리안 문양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디자인이 나타나고 있

었으며, 빅토리안 문양은 현대 텍스타일 제품디자인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커다란 향력을 미치며 사용범위

가 실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텍

스타일 제품디자인에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문양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문양을 현대 텍스타일 패턴의 표현추구를 위한 받침으

로 여기고, 빅토리아 시대의 문양을 재조명하여, 좀더

독창성이 가미되고 미적가치를 높일 수 있는 텍스타일

제품 디자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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