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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벽화   용  복합  격  판 형 담   시한다. 본  는 담  

평 에 회화  를 담아 벽화가 그 진 담  다. 여 에 담   심  ·통신 비를 내 함

 담  고 한 능 에 가 나 원 , 비  활용  수 도  능 에  복합 과 확  갖추었

다. 담  하는 들  공 에  규격에 맞춰 생산할 수 도  고 했다. 러한  안  통해 담

 본  역할  공간 획  어 개 과 사회  통  도할 수 는 담  시하고  했다.  결과 심미

 효용뿐만 아니라 죄  등  사회  능에 지 도움  주는 폭  복합  능  현하는 담  

능할 수 다.

주 어 : 벽화, 담 , 통, 복합 , 공공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board fence design with a convergence-style mural. The basic structure 

contains pictorial factors with mural paintings on the fence. It is also equipped with electricity facilities inside 

the fence itself, so it has not only the unique function of the fence but also the complexity and expandability 

in order to be used as a garden lighting and security alarm system. All the components meet the standard so 

they can be manufactured in a factory. Through this design proposal,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fence which 

encourages personal or social communication one another as well as the basic function of the fence. As a 

result, the fence realizes a broad convergence function of its usefulness for social functioning such as the crime 

prevention as well as an esthet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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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가 제안하는 담장의 디자인은 무채색의 평면인

담장에 회화 요소와 기능성을 융합시키는 작업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담장은 일반 으로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이루는 요

소로서, 지(垈地)경계에서 그 밖으로 직 면(a plane)

을 드러낸다. 이 빈 평면은 인간에게 표 의 욕구를 자극

하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에서부

터 그러하 듯이, 인류사의 장구한 시간 동안 사람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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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평면인 담장이나 벽은 심미 유희를 한 공간 사

용되었다. 그리고 이 심미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기원(祈願)의 발 이기도 하다[1].

한편, 담장은 그 자체로 공간 구획을통해주체의 의도

를 드러낸다. 를 들어, 도시의 고층빌딩을 따라 도로에

세워진 가드펜스(guard fence)는 인명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 의지의 표 일 것이다. 그리고 안 성이 주인

경계, 보안, 가드 일, 낙석 방지 등의 기능을 사회 필

요에 의해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2]. 더불어 농경

사회의 싸리 울타리도 생각해 보자. 싸리 울타리는 농민

의 소박함을 보여 것이고 솟 는 신 존재와 소통하

고자 하는 마음, 그로부터의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상징한다[3].

결국 물리 담장은 ‘마음의 벽’이라는 비유 인 표

처럼 인간의 심리와 연결된다. 심리 인 형태의 벽은 물

리 인 객체를 디자인하는 것과 무 해 보일 수 있다. 그

러나 심리 인 벽에 한 사유는 벽 는 담을 바라보는

이의 입장을 반 한다. 그리고 나아가 벽의 본질에 해

고민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장은 건축구조물로서 단순히 물리

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형성하는 ‘환경’으로서 인간에게 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의 담장 허물기 등 담장 련된 환경 개선사업이 구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거나[4], 오래된 주택가

를 심으로 벽화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상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5]을 로 들 수 있겠다.

이연구는 담장이 가진 물리 기능, 즉 경계를구획하

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를 보호하는 기본 인 담장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담장

을 회화공간으로 재인식하는 인식의 환과 조명 등의

기능성을 융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2. 본  

2.1 담  개

본 연구의 주제어인 담장은 유의어로 ‘담’, ‘울타리’ 등

을 떠올릴 수 있다. 한, 외래어로서 ‘펜스’ 역시 생각할

수 있다. 일상 인 언어 사용의 수 에서 이런 어휘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지칭하면서도 조 씩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담장의 개념을 토 로

연 된 어휘들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건물이나 정원 공간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담이 부가

으로다루어지는연구는 다수 할 수있었으나 담 자

체에 한 연구물을 흔치 않았다. 정무웅의 연구에서는

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담장은 담, 장원(牆垣), 장옥(墻屋), 장리(牆籬) 등으

로 불리기도 한다. 담장은 자 (自重) 이외의 다른 하

의 부담이 없는 구조물로서, 그 원시 인 발상은 방어를

목 으로 이용된 자연 상태 그 로의 성벽기능의 높은

언덕, 가 른 벽에서 그 원형(原型)을 찾을 수 있다. 자

연의 바람, 도, 외 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한 방어수단으로서 본능 으로 취해진 시설이다. 더불

어 일상 인 용어로서 담장이 갖고 있는 막는다는 개념

이외에 ‘둘러싼다(enclosure)’는 개념으로써 극 으로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의지로 환된다[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장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방어한다’라는 의미와 공간을 형성하는 ‘둘러싼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맥락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

시하는 담장디자인은 두 번째 제시된 ‘둘러싸다

(enclosure)’라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인 작업이다.

담장은 건축 환경에서 외형 으로 다채로운 모양으로

시설된다. 그러나 그 기능 인 측면서는 몇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앞의 정무웅에 따르면 담은 기능을 기 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6].

1) 지경계 확인에 의한 구분

2) 방어수단으로서의 성벽이나 교도소의 담장

3) 사생활보호를 한구획( 를들어, 통한옥의안채)

4) 공간구분, 행동유도를 한 담장

5) 물리 인 기능으로서 바람이나 햇볕, 도를 제어

하는 경우

덧붙여, 울타리, 담과 연 어이자 유의어인 ‘벽(壁)’은

집이나 방 따 의 둘 를 막은 수직 건조물을 뜻한다[7].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벽은 에 지붕을 씌움으

로써 그 안에 내부공간이 완성된다. 한 ‘석벽(石壁)’이

나 ‘장벽(障壁)’이라는 용례에서처럼 보다 견고하고 가리

어 막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외래어 ‘펜스’를 살펴보자. 어에서 ‘fence’는 건물의

외부공간을 구획하거나 둘러치는 구조물이다. 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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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일(rail), 그물 등을 면(a plane)을 이루는 소재로 하

여 그 사이를 하 을 지지하는 기둥으로 연결하여 구성

한다[8]. 이 용어는 지역에 따라 목책(木柵)과 같은 울타

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한 담을 의

미하기도 한다[9]. 국어사 을 보면 운동경기장에서 구장

과 석을 구분하는 벽체를 ‘펜스’라고 해 두었는데 특

히 야구경기장에서 그러하다[10]. 한편 건축 장에서

장을 둘러쳐 가려 놓은 가설(假設)벽을 펜스라고 부르기

도 한다. 나아가 담과 울타리를 비교하 을 때, 울타리는

담의 유의어로서 담을 신하는 물건을 뜻하기도 한다.

즉, 풀이나 나무 따 를 얽거나 엮어서 담 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을 뜻한다[11].

부연하자면 담이 돌담이나 토담과 같이 보다 견고하

고 차단된 것을 가리킨다면 울타리는 싸릿 를 세우거나

탱자나무를 심어 두는 것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재료를 활용한 얼기설기하고 개방 인 모습이다.

2.2  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담장 디자인은 서론에

서 언 한 바와 같이 담장의 잠재된 평면에 한 고민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담장이 만들어내는 평면 ‘공간’

에 심미성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디

자인 외형의 도출은 아래 이미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

이 담장의 소재와 보는 사람에게 미치는 향, 조명의 필

요를 고려하고 그 장 을 취하여 하나로 융합한 것이라

고 하겠다.

[Fig. 1]  Design process

상단의 목책(木柵)은 나무라는 친환경 인 소재를 사

용함으로써 주변경 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장 이 있지

만 패턴이 단순하여 심미성이 다. 단의 시멘트블록

을 사용한 담장은 방어라는 담장의 본연 인 기능에 충

실하지만, 회색평면이 시선을 차단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 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단 은 원색을 사

용한 벽화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하단은 도로에

조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야간 통행 시 안 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연구자는 담장이 생활의 공간을 구획하는 역

할을 하는 만큼 방호와 심미성, 환경친화성을 두루 갖추

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담장을 디자

인 하 다. 원목을 소재로 하는 장(板墻)형태이고, 벽

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평면에 회화를 입혔다. 그리고 상

단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야간에 회화의 심미성을 높

이거나 통행 시 안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2] Object view: day&night

➀ 형태

제안된 디자인은 두 기둥사이에 빤지를 가로질러서

담장을 구성하는 장(板墻)을 기본 형태로 하 다. 두

기둥 사이에 당한 폭의 빤지(wood board)가 일정 간

격으로 층을 이루면서 배열된다. 기둥에 필요에 따라 일

정 간격으로 홈을 서 빤지를 홈에 맞춰 끼우고 이후

볼트로 채결하여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이다.

상하로 긴 직육면체 기둥의 상부에는 조명기구나 동

작감기기와 같은 방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빤지를 층으로 배열하여 만들어진 평면에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Fig. 1]의 단과 같은 사례에서 착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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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➁  능

이 담장의 구조 기능은 기둥, 빤지, 조명, 그림으

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기둥은 담장의 하 을 지지

한다. 층으로 배열된 빤지의 무게는 기둥에 의지하여

지지된다. 한 직육면체의 기둥 내부 공간은 기둥 상부

에 설치될 조명기구 등을 비롯한 자장비를 한 력·

통신 설비를 매립하는 공간이 된다. 바닥에 배선하고 기

둥 안으로 선이나 통신선을 연결하면 선을 외부로 드

러낼 필요가 없다. 한 공장에서 기둥 안에 배선을 마친

상태에서 조립되고 단자(socket)를 통해 체결하는 방식

을 갖춤으로써 장 작업의 편리성을 더 한다. 원목 소재

로 디자인된 본 담장은 시멘트블록을 사용한 담이나 철

책에 비해 방호기능이 약하다. 하지만 조명이나 방호장

비를 담장과 결함시킴으로써 경계와 방의 형식으로 방

호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담장이라는 구조물은 기둥사이에 가로질러지는 빤

지에서 완성된다. 층으로 배열되어 하나의 면을 형성하

게 되는 이 분분은 안과 밖을 차단하는 실질 인 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통 건축에서 많이 언 되는

바와 같이 담장은 차단하는 역할 외에 담장으로 둘러싸

인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런 부

분을 다 언 하기는 어렵지만 설치되는 빤지의 층과

간격을 조 하여 높이를 결정함으로써 내부에서 바라보

는 시선에 들어오는 경치를 바꿀 수 있다. 즉, 담장이 공

간을 분할하지만 동시에 그 담이 설치된 장소를 변화시

키기도 하며 경 의 측면에서는 경 을 집안으로 끌어들

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빤지가 만들어내는 평면은 회화의 공간으로 재인식

된다. 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색채와 질감을 가진 평면

에 그림을 입힌다. 기존의 벽화작업이 화가가 장에 나

가서 직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장에서 사 에 이미지를 린 하고 담장이 조립되었

을 때 완성된 그림이나 무늬가 드러나는 것으로 구상했

다.

➂ 재  재가공

소재는 기본 으로 통나무를 길이 로 종(縱)으로 자

른 빤지나 나뭇결을 살린 집성목(Collection tree)을 사

용한다. 담장을 구성하는 요소가운데 볼트나 조명기구

력배선을 한 부품을 제외하면 모두 이러한 원목을

소재로 사용한다. 나무소재는 그 자체로 환경친화 인

소재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그러한 느낌을 달

하기도 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담장이라는 것이 실외

에 설치되는 것인 만큼 일 이나 기온변화, 강우와 강설

에 견딜 수 있도록 천연 그 로가 아닌 가공된 목재를 사

용한다.

목재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부드럽게 가

공된 목재 표면에 음각하고 그 음각된 면에 채색한다. 음

각된 홈으로 인해 채색된 상태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조명하에서 그림이 보다 입체

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➃ 심미 과 류/ 통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의 가장 특징 인 부분

은 담장의 면에 린트되는 그림이다. 그림은 보는 이에

게 감상의 상이 되기도 하고, 건물이나 건물주의 정체

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존 담장이 차단하

고 방어하는 역할에 머물 다면 본 연구에서는 ‘벽화’라

는 아이디어를 담장에 용함으로써 심미성과 감상성에

무게를 둔다. 이러한 노력은 담장의 디자인을 통해 정서

으로 삭막한 외부 공간에 벽화를 그려 넣어 미 으로

정서를 환기 시키는 힘을 부여한다.

무채색의 담장이 만드는 삭막한 골목길을 화사하고

밝게 바꾸어서 범죄빈도가 낮아지고 주민들 간에 면이

잦아진 사례[12]들을 참고해 보면, 담장에 디자인과 기능

을 더함으로써 나타날 변화를 상해 볼 수 있다.

통 건축물에는 뒷산의 능선을 닮은 지붕선이 그러

하듯이 담의 형태나 소재 자체를 주변 풍 과 조화시켜

미 감흥을 끌어 올려 왔다[13]. 연구자는 담장 디자인

을 통해 담장이 가지는 심미성, 감상성을 나름의 방식으

로 재 해 보고자 하 고 그 하나의 방식이 빤지라는

자연스러운 소재에 벽화의 아이디어를 더해진 그림이 그

려진 담장이다. 그림이 그려진 담장은 타인의 시선을 머

물게 할 수 있다. 담장으로 계가 단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진 담장을 매개로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무채색의 담장으로 인해 행

인들이 심리 인 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장과 그림

을 통해 달되는이야기를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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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담장은 기본 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체계

의 최 역할이자 가장 명확한 방어선을 만들어 놓는다.

주택의 경우, 담장은 건축물을 둘러싼 지인 마당의 가

장자리에 일반 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담장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고 연상해 보았을 때 외부의 공간

이란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에 의해 내부공간과 분리되고

이때 발생하는 외부 공간은 담장에 의해 일차 으로 한

정된다. 지붕과 벽체 담장은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동시에 시각 으로 경계를 확인해 다. 한 외

부공간은 일차 으로 지경계를 확정하는 담장의 설치

로 규모가 한정된다. 그러나 시각 인 연결은 이에 그치

지 않고, 담장의 높이는 한정되어 있으나, 천장요소가 제

거된 형태로의 외부공간 속에서는 하나로 흐르는 일체라

는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6,13.]

그러므로 담장은 그 담을 세워 경계를 가로막고 건축

물을 둘러싸는 것에서 그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그 벽이

만들어 내는 공간을 어떻게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도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

킬지에 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로 공공건물이나 마을 단 로 노출

된 외벽이나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 있다. 딱딱하

고 삭막한 느낌의 담장에 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학교

담장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표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14], 공사 장을 둘러싼 높다란 펜스에 벽화를 그림

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재화하는 의미

있는 평면 공간으로 변모시키기도 하 다[15]. 자칫 우울

해 보일 수 있는 무채색의 담장이 그림그리기를 통해 ‘의

미’ 있는 공간이 되고 사람들이 심을 가지고 입에 올리

는 공간이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담장에 한 고찰을 바탕으

로 담의 평면을 회화를 한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벽화

의 기법을 용하여 회화 요소를 품고 있는 담장을 디

자인하 다. 담의 면에 회화를 가미함으로써 감상의 즐

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계 짓고 구분 짓

는 담장으로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배척하지 않는다. 오

히려 반 로 시선을 유도하는 열린 성격의 담장이 될 수

있다.

담장은 환경의 일부가 됨으로써 심리 으로 향을

끼치게 된다. 담장으로 둘러진 안과 밖에 있는 군가는

그 공간 내외에서 물리 으로 단 되게 되고, 모든 계

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기도 한다[16]. 그런데, 담과 담이

모여 다른 공간을 형성하게 될 때 담에 마주하여 ‘소

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담장의 정반 편에서, 담

장을 없앤 뒤 나타난 정 인 변화에 한 연구는 높고

두터운 담장만이 담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본론에서 논의 하 듯이 담은 공간을 구분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창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와 같은 맥락에서 담장에 한 연구를 통해, 환경친

화 이고 심미 인 나아가, 생활의 안 까지도 도움을

수 있는 펜스 디자인의 유용성은 매우높을 것으로

상된다.

본고의 마무리 과정에서, 연구자는 본 디자인 제안이

함의를 갖는 것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역시 고려하

고자 한다. 미 감수성의 자극, 충족의 문제, 실용 장

식미의 차원이 아닌, 외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스토

리가 생성되는 담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더 나

아가는 연구에서 충분히 발 가능한 추가 인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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