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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 실내장식요소로서 벽지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전개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 1900년대 전후 영국과 한국의 벽지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llpaper Design as the Interior Decorating Elements in Modern Period
- Focused on England and Korea Wallpaper in the 1900s -

Author 이지영 Lee, Ji-Young / 정회원,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디자인학박사

Abstract In the 1900s, the cultural crossing of East and West was realized through the acceptance and reproduction of

culture. Cultural change in the Orient was the result of attempts to harmonize the West's images, which they

chos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with their own culture. However, research on design history until now has

been centered on the West, and East was regarded as a beneficiary of civilization inherited from Western’s. From

the point of view of Western design history as a main tre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sign culture

are not reveal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ies, we want to distinguish Korea 's modern desig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minority. For the study, through the wallpaper, which is one of the detailed components of the

interior space in modern times, we try to analyze the socio - cultural historical factors and design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the interior space in modern times. Summarizing a result of research. The early

modern wallpaper of England mainly uses plants as motifs. But In Korea, animal patterns and letter patterns were

used. The reason why European wallpaper was mainly a plant at the time was that the structure of the motif

was useful for the process of cre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Korean wallpaper pattern, the theme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 motif, and it was abstracted appropriately for the 2D design. As a

result, many geometric shapes were formed. In addition, European wallpaper pattern is more complex and organic

than Korean wallpaper pattern. Therefore, the boundary of the central pattern as the basic unit is unclear and the

patterns are connected. The pattern development method is not a simple repetition but a combination of

symmetry and repetition.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ies of unit patterns are clear and patterns are

developed by simple repetition. There are many diamond-type repeating pattern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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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00년 전후의 시기는 동서양 공히 공간문화의 변혁을

경험한 시기이자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 문화의 수용, 재

생산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교차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유럽에서는 기계기술과 동력의 활용으로 산업시대를 맞

이하며, 예술가와 사회개혁가들을 중심으로 기능주의적

조형방식에 따라 공간을 조직하는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8612)

여기에 교역을 통해 접하게 된 이국풍(인도, 중국 등)의

분위기가 접목되며 독특한 실내장식 경향이 더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세력의 정치적 외

압과 더불어 자국에 진출한 서양인들을 통하여 이전에

없었던 생활양식과 공간형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정치외교의 최전선에서 이들과 교류하였던 상류층을 중

심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상을 재현시

켜갔다.1) 그러나 동양의 국가들이 통째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대체시켰던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 나타난

공간상 변화는 각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선

1) 전남일,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항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

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5호, 200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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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장처 현황

경운궁 준명당

(1900년 건립)

㈜삼아성건축사

사무소

총 14겹의 도배지

박선아(2012)4)의 연구를 통하여 시기 순으로

정리 및 문양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짐

창덕궁 석복헌

(1848년 건립)

㈜삼아성건축사

사무소

총 18겹의 도배지를 분리하여 13종의 문

양지가 확인됨

장순용(2004)의 연구로 초배지에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어 도배지

의 전체적인 사용기간과 시기별 도배 유

형이 추정됨5)

운현궁 노락당

(1864년 건립)

㈜삼아성건축사

사무소
총 32겹의 도배지 확인

<표 1> 한국 근대 도배지 수집 현황

<그림 1> Victoria & Albert Museum

Wallpaper Collection DB

<그림 2> 한국 근대기 왕실벽지

원본

택한 서양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문화와 융화시키려는 시

도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디자인 연구는 디자인 문화의 발화

가 서구주도로 이루어졌고, 동양은 그들의 문화를 그대

로 이어받은 문명화의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 현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선진국들이 이룩한 디자인 산물과 담

론을 보편적 흐름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우리 디자인 문

화의 내재적, 독자적 흐름과 특성을 읽을 수 없다. 이는

동서양 디자인 연구의 양적 질적 불균형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

소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시기 실내공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벽지2)를 통하여 근대시기 실내공간 형

성에 영향을 끼친 사회문화사적 요인들과 그에 따른 디

자인 표현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에게 보편

적 지식으로 인식되어 온 서양과 동양을 함께 비교연구

하여 한국의 내재적, 독자적 근대화 흐름을 더욱 선명히

조명하고, 그간 비주류로 인식되어 왔던 동양의 근대디

자인을 대등한 관점에서 구별짓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실내디자인사 연구에 있어 시대적, 대상적 간극을

메워 역사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당시 급속한 시대상황

에 따른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고유

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의 현대디자인으로

의 전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근대주택의 벽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벽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벽지가 마감재라는

기능적 역할 이외에도 공간의 분위기와 스타일은 물론

가구, 소품 등 다른 실내의장의 구성물들의 선택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당대의 디자인 사조와

취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3) 또한 동양과 서양이 전혀 다른

실내 공간조형을 발전시켜왔음에도 근대시기를 기점으로

벽을 종이 또는 천으로 마감하는 방식의 장식기법을 공

유한다는 점에서 실내디자인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 왕실소유 주

택들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실물벽지의 수집으로 한국

의 근대 실내디자인 사료 연구의 실증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본 연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근대화의 여명기라 할 수 있는

2) 벽지(wall paper)와 유사한 용어로 도배(wall covering)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옥의 마감은 도배와 도배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실내장식의 소재로써의 의미를

강조하고 동서양을 아울러 명명하기 위하여 벽지로 통일하였다.

3) 장필구, 전봉희, 일제강점기 대중적 기호품으로서 국내 도배지의

활용과 인식, 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

1900년 전후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유럽은 산업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재료에 기반 한 조

형적 실험, 그리고 그 이면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요구 등이 맞물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미

의식을 출현시킨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는 벽지를 비롯한 텍스타일 분야에서 당대 대중적 호평

을 받은 대표적 디자인 유형들을 탄생, 유통시켰다. 한국

의 경우 벽지 원본이 입수된 전각 및 가옥의 벽지 시공

시기를 사료나 문헌을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개항기로부

터 일제강점기 초기로 추정되어 동일한 시대범위 안에서

공시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의 비교군이 될 영국 근대 벽지는 영국의 빅토리

아 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6)과 미들

섹스대학의 디자인 건축 박물관(MoDA, Middlesex

University)7)의 벽지디자인 컬렉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00년 전후 영국에서 제작된 벽지 약 450여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중 선행연구를 통해 당대의 스타일 유형

의 벽지들을 유형화 한 후 그 중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

를 선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윌리엄모리스

의 대표작 중 3점과 그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아르누

보 스타일 벽지의 대중화를 이루었던 Silver Studio사의

벽지 3점(미들섹스대학 박물관 소장)을 최종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4) 박선아, 대한제국기 경운궁 전각의 도배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

논문, 2012

5) 장순용, 한지의 도배기법, POAR, 95호, 간향미디어, 2004

6)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http://collections.vam.ac.uk/

7) 미들섹스대학교 디자인 건축 박물관-http://www.moda.md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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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식물문 꽃, 잎, 나무 등

동물문 새, 곤충, 상상 속의 동물 등

기하문 사선, 만(卍), 아(亞), 태극문 등

자연문 구름, 해, 달, 산수 등

문자문 수(壽), 복(福), 부(富) 등

<표 2> 분석기준 1: 문양의 주제

한국 근대 벽지의 분석 대상은 창덕궁 석복헌, 운현궁

노락당, 경운궁 준명당의 보수 및 복원을 위한 해체과정

에서 발견된 벽지의 원본을 입수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에 활용된 벽지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이 전각들은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황실가족들의 주거공

간으로 활용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수집된

벽지 또한 해당시기에 도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8)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한 벽지는 총 30점으로 최초

발견 당시 9매에서 14매의 벽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던

것을 분리한 것이다. 이 중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배 시

기와 문양에 대한 기록이 밝혀진 벽지 2종을 포함하여

보존 상태가 양호한 벽지 6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분석대상은 영국의 경우 E-00으로 한국의 경우

K-00으로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1.3. 연구 방법

연구의 흐름은 첫 단계로 민속학, 생활사, 디자인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기록물을 통하여 동서양의 근

대기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와 실내디자인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유럽과 한국의 생활공간에 적용된 벽지를

대상으로 디자인 표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벽지의 제작시기, 표현요소(도안의 모

티브), 조형적 구성(패턴전개)이다.

문양(pattern)은 회화와 달리 목적에 따라 일정한 질

서, 독특한 양식 지니며 재창조된다. 문양을 구성하는 주

제, 즉 선택된 모티브에 따라 조형물은 상징성을 부여받

게 되며, 동일한 모티브라 할지라도 재창조되는 과정에

서 각기 다른 감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벽지의 문양

을 구성하는 모티브의 주제를 분석하여 문양의 종류를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문, 문자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패턴의 기본단위를 구성하는 단위요소의 형태와

대칭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대칭의 분석은 임선양의 연

구9)에서 제시된 바 있는 로버트 울프(Robert Wolf)의 이

론을 참조하였다.

8) 분리된 각 벽지의 도배 시기는 각 건물의 중건시기 및 초배지로

활용된 신문지의 발행년도를 그 단서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 도배

에서는 초배를 한 후 그 위에 다시 치장 목적의 종이를 정배를 하

게 되는데, 초배에는 한지가 많이 쓰이나 헌 신문지 등을 바르기

도 하였다. 수집된 벽지는 정배지와 초배지가 번갈아 겹겹이 붙어

있으며, 그 사이에서 신문이 발견되었다.

9) 임선양, op. cit., p.203

유형 특징

좌우대칭형 수직의 기준선으로부터 마주보는 형태

상하대칭 수평의 기준선으로부터 마주보는 형태

사방대칭 수평, 수직 방향 모두 마주보는 형태

확대 또는 축소형 물의 파장처럼 한 점을 중심으로 확대 또는 축소

비대칭 대칭의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

<표 3> 분석기준 2: 문양의 대칭

또한 벽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넓은 면을 담당하므로

면적 확장을 위한 반복적 전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대 디자인사에서 벽지의 반복패턴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계기술과의 결합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패턴의 기본단위가

반복되며 전개방식과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다. 패턴의

전개 방식에 관한 분석 역시 임선양의 연구에서 제시된

패턴 구성 분석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는 리차드 프록

터(Richard M. Proctor)의 패턴디자인 원리<Principles

of Pattern Design, 1990>에 소개된 기본단위 유형을 적

용한 것이다.

유형 특징

하프드롭형 하나의 단위를 세로길이로 엇갈리도록 배열

정방형 하나의 단위를 상하좌우로 이동하며 반복

벽돌쌓기형 하나의 단위를 가로길이로 엇갈리도록 배열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형의 기본단위가 사선에 의하여 반복

은행잎형 은행잎형의 기본단위가 쌓이면서 반복

정삼각형 삼각형의 기본단위가 쌓이면서 반복

오지패턴 반곡의 S자형 무늬가 위아래로 연결

정육각형 육각형의 기본단위가 사방으로 반복

<표 4> 분석기준 3: 패턴전개의 기본 유형

2. 근대 이전 벽지의 발전

2.1. 근대 이전 서양 벽지의 역사

동서양을 통틀어 벽지는 중국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BC200년경 박엽지에 손으로 모양을 그려 궁

전의 벽화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

유럽에서 실내를 장식하는 용도로 종이가 본격적으로 사

용된 것은 17세기경으로,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벽걸이

직물(Tapestry)이나 벽화 등을 대신하여 풍경을 묘사한

종이가 실내장식에 사용되었다.10) 159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벽지들이 서

양의 벽지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7세기 중반 무

렵에는 인디아페이퍼(india paper)라는 이름으로 중국 등

동양에서 유입된 벽지가 크게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11)

10) 임선양, 서양의 풍경벽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3, p.29

11) Ibid., p.31

중국은 이런 고가의 벽지를 그들 생활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1690년 경 프랑스의 제슈잇(Jesuit)선교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실크는 부자들에게만 사용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방의 벽에 흰색

으로 칠을 하거나 종이를 붙였다고 언급하였다. 후기로 갈수록 중

국의 벽지는 오히려 유렵의 경향에 맞추어 디자인되었다.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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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17C 18C 19C 20C

유럽
중국으로

추정

-실내장식물의

모사품으로써

종이벽지 등장

(풍경벽지)

-부유층의 기호

품으로 여겨짐

-벽지의 중산

층 수요증가

-패턴벽지 유행

-중국, 인도

벽지의 유행

-롤러프린터를

통한 대량생산

-아르누보 스

타일의 벽지

대중화

-서구 전역으

로 확대

한국 기록없음 기록없음

궁궐건축에서

능화지를 활용

한 장식 목적

의 도배가 이

루어짐

색과 금박, 은

박을 입히는

등 장식이 더

욱 과감해짐

-1945년 최초의

벽지생산기업

대동벽지 설립

-장식벽지의

대중화

<표 5> 동서양 벽지의 역사

당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벽지가 아닌 고대건축양

식, 이국풍경 등을 주제로 벽에 거대한 벽화 또는 풍경

화를 그려놓은 듯 보이도록 하는 풍경벽지가 유행하였

다. 벽지는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기호품으로 여겨졌으며,

영국 청교도 혁명 이후 크롬웰이 이끌던 청교도 정부는

벽지생산을 금지하기도 하였다.12) 무늬를 찍어 여러 장

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이음방식으로 벽 전체를 장식하

는 작업은 프랑스의 장파피용(Jean Papillon)에 의해 이

루어졌는데 서양 디자인사에서는 이를 근대벽지의 시효

로 보고 있다. 18세기에는 벽지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중산층의 수요가 확대되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행을

이루었던 수작업으로 채색된 중국의 벽지가 비싼 가격에

거래됨에도 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프랑

스와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반복적 포맷을 이용하여 인쇄

를 한 중국풍의 모방벽지들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를

시노아즈리(chinoiserie) 벽지라고 한다.13)

2.2. 한국 전통 벽지의 역사

조선초기부터 민가건물 내부의 벽면에 회칠 또는 벽지

를 발랐다는 기록이 전해짐에 따라 오래전부터 벽에 종

이를 바르는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유래는 정

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벽지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병자호란 이후 100여년이 지난 영, 정조시대부터로 상류

층에서 능화지14)를 벽지로 사용하였고, 궁궐에서는 중국

에서 수입한 벽지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당

시 중국에서도 주택의 내벽에 종이나 비단을 붙이는 풍

습이 있던 것으로 보아 실내마감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 있어 공통적인 문화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벽지는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나 조선시대 의궤 중 궁궐건축과 관련 있

는 영건의궤를 통해 공사에 들어갈 물품목록 중 사용된

종이와 도배용품을 살펴볼 수 있고, 도배지의 명칭을 통

해 적용된 무늬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 궁궐과 관영

건물의 공사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궁궐의 생활공간인

침전과 그 주변을 둘러싼 행각의 방, 주방, 곳간 뿐만 아

니라 정무와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정전, 편전, 그리

고 제례공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도배에는 일반인들이 사는 주택과 달리

색과 무늬가 있는 종이류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격

중국벽지는 수수하고 간소한 디자인이었으나 18세기를 넘어가며

좀 더 색채가 강렬해지고 더 많은 묘사와 장식이 추가되었는데 이

는 유럽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https://en.wikipedia.org/wiki/wallpaper

13) Ibid.,

14) 능화지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장식지로 널리 사용된 종이로

초주지에 염색을 하거나, 운모가루로 마름모 형태의 무늬를 찍어

만든 종이를 통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능화문이 찍힌 종이는 주

로 책의 표지와 도배지로 사용되었는데, 색상도 다양하였다고 한다.

식에 맞는 내부공간을 꾸미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들

이었다고 한다.15) 공간의 내부를 마감하기 위한 도배지

로 사용되었던 능화지는 주로 푸른색으로 염색한 청릉화

와 염색하지 않은 백릉화가 사용되었다. 청릉화가 창호

의 테두리나 반자틀 등 띠를 이루는 부분을 도배하는 데

사용된 반면, 백릉화는 벽면, 천장면, 기둥 등의 모든 면

을 도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16) 도배지로 등장한

염색, 전지류는 궁궐 침전의 온돌방, 영전, 사묘의 감실

등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간에 사용되었다. 전

지류는 표면에 각종 색이나 금박, 은박을 입힌 것으로

이들 역시 격식 있는 공간을 마무리 하는 장식지로 사용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7)

3. 실내의장재로서 벽지 발전의 배경

3.1. 영국의 근대 실내장식

(1) 배경

18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전반을 아울러 등장한 기계기

술과 동력의 활용으로 영국은 경제적 팽창과 상업적 성

공을 거두었다. 당시엔 감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자연주

의와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러한 기조 아래 신흥 부유층으로 떠오

른 중산층을 중심으로 중세적 양식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을 지향하는 빅토리아 양식이 유행하였다.18)

다른 한편에서는 상류계층과 중산계급의 풍요로움과

대조되는 저임금, 고물가,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력 착취

에 시달리는 도시 빈민의 급증, 절대빈곤, 실업, 질병, 범

죄 문제들이 대두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이룩하려는 사회개혁 의지가 사상가,

지도자들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바탕을 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형질서

를 잡아가려는 미술공예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미술

15)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p.847

16) Ibid., p.857

17) Ibid., p.859

18) 김정근,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Vol.18, No.4, 200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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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stle Howard, Drawing

room

<그림 4> Castle Howard, Dressing

room

공예운동의 실천자인 윌리암 모리스(William Morris)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신념에 따라 수

공예에 의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벽면장식, 벽지, 텍스

타일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19)

이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텍스타일 산업의 발

전과 문화민주주의 사상에 기반 한 사회개혁운동의 흐름

으로 대중의 생활공간과 일상생활 용품들이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탐구를 위해 끊임

없는 실험을 거쳐 아르누보 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2) 실내장식 경향

당시 유럽 주택의 실내장식은 빅토리안 양식의 기조

아래 그리스, 이집트 등의 고대 건축양식을 모방한 장식

과 중국, 인도, 일본 등 동양의 영향으로 인한 이국적 색

채와 패턴, 새로운 디자인으로 등장한 아르누보가 융합

되어 시대와 민족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움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빅토리아 양식 주택의 일반적 경향은 역

사적 유대를 갖는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여러 양식을 중복하여 절충하기도 하였

다.20) 영국은 중세양식 중에서도 고딕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딕을 재해석한 빅토리안 고딕을 발전시켰는

데,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주택으로는 필립웹

(Phillip Web)이 설계하고 윌리엄 모리스가 실내장식을

담당하였던 <Red House>를 들 수 있다. 테이블, 의자

등 가구 역시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각 실의 기능에

맞추어 제작되었는데, 고딕양식을 모티브로 한 아치와

사선, 짙은 색조가 특징이다.21)

특히 중산층의 주택 실내장식은 사회적 지위상승을 드

러내기 위해 실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양식들을 적용하

여 화려함을 더했다. 예를 들어 식당은 규범이 엄격한

고전양식을 적용하고, 침실은 로코코 양식과 같이 여성

취향의 화려함을 강조하는 식이다.22) 벽면의 가장자리는

고딕 혹은 고전건축의 요소를 모티브 삼은 장식이 새겨

진 테두리를 둘렀는데, 이처럼 패널(dado)과 장식프레임

(frieze)으로 구성되는 벽면 마감방식은 현재까지도 양식

주택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3) 벽지를 통한 실내장식

벽 입면은 그림이나 자수직물 등을 걸어 화려함을 더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점차 화려한 벽지로 대체되

어 갔다.23) 당시의 실내장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주택

으로는 필립웹이 설계한 <Castle Howard, 1894>가 있으

19) 구희경, 영국산업혁명 이후의 텍스타일에 표현된 패턴에 관한 연

구,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통권 제1호, 1999, p.143

20) 김정근, op. cit., p.29

21) https://en.wikipedia.org/wiki/Red_House,_Bexleyheath

22) 김정근, op. cit., p.30

23) 임선양, 서양의 전통도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4호, VOL.10, no.2, 2006, p.209

며, 모리스가 디자인한 벽지와 직물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모리스는 1861년 Morris, Mashall Faulkner & CO.

를 설립하여 근대디자인의 대표작품으로 알려진 유려한

디자인의 벽지를 생산하였다. 당시 벽지를 구성하는 패

턴의 주제는 주로 자연이었으며, 중세 프랑스 양식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24) 또한 이집트, 중국, 터키

등 동양에 대한 동경에 연유하여 이국적 패턴을 혼합한

디자인도 이 시기 유행하였다.25) 바닥에는 카펫이나 러

그를 전체 혹은 부분에 깔아 마감하였는데, 터키나 페르

시안 카펫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벽지가 산업생산품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산

업예술 분야로 인식되고,26) 롤러프린트로 양산체제가 갖

추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벽지생산도 이루어지게 된다.

실버스튜디오(Silver Studio)는 수많은 아르누보 스타일

의 벽지를 대량생산하며 대중화에 기여한 대표적 기업이

다. 이처럼 텍스타일이나 벽지, 소품 등이 산업생산품으

로 모방, 복제되며 아르누보는 영국의 지배적인 양식으

로 확산되어갔으며, 중산층 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

를 끌었다.27)

3.2. 한국의 근대 실내장식

(1) 배경

한국의 근대초기 양반계층은 기존의 인습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실학사상을 배경으

로 기존의 전통적 주택 개념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당시

주택들의 대다수가 훼손되어 현재로써는 문헌과 사진자

료들을 통해 살펴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 시

기 상류계층은 서양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서구식 주거

문화를 일찍이 경험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주거공간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8)

24) Watkinson, Ray. Red House Decorated. The Journal of William

Morris Studies. 7 (4), 1988, p.11

25) 구희경, op. cit., p.144

26) 1851년 영국에서 열린 크리스탈 궁 전시회의 공식카달로그에 다음

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 그리고 수천명

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방대한 양의 종이, 색상, 울과 금속 등

을 소비하는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제조용품으로 자리하게 됨으로

써...또한 벽지는 예술의 스타일을 각 나라와 각 계층간에 널리 확

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J.Kosuda-Warner, p.63

27) Watkinson, Ray, op. cit., pp.10–15

28)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게, 201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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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종의 외교고문이었던

Owen Nickerson Denny의 사저

출처: An <American adviser in late

Yi Korea : the letters of Owen

Nickerson Denny>, 1984

<그림 6> 돈덕전 침실, 1910년

촬영

출처: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문화재청, 2015

<그림 7> 경복궁 교태전 실내사진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

10>, 1915, p.1373

<그림 8> 창덕궁 대조전 실내사진

출처:<韓國の古宮2 昌德宮>,

열화당, 1896, p.35

그들은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에

연유하여 선교사 주택이나 공사관 및 외교관 주택 등 서

양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장식경향을 부 또는 개화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서구의 주택유형과 주생활 모두를

직접적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29)

(2) 실내장식 경향

당시 왕실에서는 서양인을 고용하여 서양 궁정사회의

엄격한 의례와 실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는데,30) 그 과정에서 서양식 실내장식 요소들이 대

거 유입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손탁(Antoinette

Sontag)을 들 수 있다. 1885년 초대 주한 러시아 대리공

사 겸 총영사인 웨베르(Carl Lvanovich Waeber)의 처형

으로 가족과 함께 내한한 그녀는 고종과 황후의 신임을

얻어 그들이 기거하던 궁궐 내의 응접실과 침실을 서양

식으로 꾸미게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31)고종이 아관파

천 이후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며 중건한 석조전의

실내장식에 손탁이 많은 조언을 하며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되어 있다.32) 그를 통하여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

축물 뿐 아니라 고종과 황후가 기거하던 창덕궁의 응접

실과 침실은 물론,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할 시 단

장되었던 건천궁 역시 서양식으로 꾸며졌다.33)34)

이와 같은 왕실건축의 실내장식 경향은 도성의 양반들

에게도 영향을 주어 대청마루에 카펫과 서양식 가구들과

집기를 두어 응접실로 꾸미는 등의 변화로 이어졌다. 전

통한옥에 서양 실내장식이 접목된 예는 고종의 외교고문

이었던 데니의 사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29) Ibid., p.85

30) 박재영, 한말 서구문물의 도입과 독일인, 독일연구 제 23호, 2012,

p.47

31) 김은주, 석조전-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 민속원, 2014, p.61

32) 김은주, op. cit., p.167

석조전의 설계자는 영국인 건축가 하딩이지만 <매일신보>의 1922

년 4월 22일자 기사에는 석조전이 독일사람 손탁의 계획으로 완성

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33) 박재영, op. cit., p.47

34) 김은주, op. cit., p.61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숍여사가 한국 방문 당시를 기록한

<Korea and her neighbors>에도 경복궁 건천궁에서의 왕과 왕비의

생활은 서구식 생활을 거의 일반화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마 살펴볼 수 있다. 낮은 천장과 서까래, 문지방, 대청

마루 등 전통 한옥의 공간감을 유지하면서, 문과 창을

유리로 바꾸고, 화려한 벽지와 카펫을 적용하였다.

(3) 벽지를 통한 실내장식

한국 전통가옥의 벽은 기둥과 상인방, 하인방, 중방으

로 구성된 목구조에 흙으로 벽면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실내공간의 바닥은 마루를 깔거나 방의 경우 흙

으로 마감하였고, 천장부는 반자틀을 매달아 반자널로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전통가옥의 실내는 흙과 나무라는

이질적 재료의 접합부를 처리해야 하는 기능적 필요에

의해 도배가 발전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도배는

벽면과 천장, 창호, 바닥을 마감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

로 벽면과, 천장은 도배지로, 창호는 창호지로, 바닥은

장판지에 풀을 발라 벽, 천정, 바닥 면에 붙이는 방식이

이어져왔다. 벽의 도배는 기둥, 보, 도리, 문틀, 벽선 등

나무부재와 흙벽을 모두 감싸 바르는 것이 원칙이며, 창

호의 비중이 큰 한옥의 공간구조 특성 상 벽면보다는 굽

도리와 천정과 반자틀에 많은 양의 벽지가 소요되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실내공간의 이미지는 천장

과 벽면, 바닥을 하얀 한지로 감싸 여백과 비움을 미를

강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궁궐과 상류계층의 주택에서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나 도배지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1915년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와 1910~1917년에 촬영되

었다고 하는 <창덕궁 사진첩>을 통하여 당시 화려한 문

양의 궁궐 도배지가 왕가 주택의 실내장식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당시 왕실침전의 실내장식을 좀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로 1910년에 촬영된 돈

덕전 침실사진<그림 6>이 있다. 문양과 색이 있는 벽지

에 서양식 가구와 카펫을 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왕실은 물론 일부 사대

부집에서도 치장 목적의 도배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직 대내의 침실에만 비단을 쓰는 법인데 ...오늘

날 사대부 집들이 비단과 단청을 이웃마을까지 비치게

하면서도 방자하게 자신이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동등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36)

35) 장필구, 전봉희, op. cit

36) Ibid.,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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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초기는 전통적인 왕실의 생활공간에 서양

의 생활문화와 실내장식법이 도입되며 동서양의 스타일

이 혼용된 실내장식이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도배지는 한국의 전통적 공간감과 화려한 유럽의 가

구 및 장식물을 매개하며 실내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3. 소결

문헌연구를 통하여 근대초기 영국과 한국은 공히 실내

장식에 있어 벽지를 주요한 장식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각 문화권 고유의 공

간유형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의 경우 처음 시작은 전통적 실

내 장식물들을 모사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영국의 대표

적 실내장식가인 모리스를 통하여 벽지 패턴 그 자체가

독창적 주제를 지닌 예술품이자 실내 이미지를 결정짓는

장식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37) 당시 주택의 장식을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며 중

시하는 빅토리안 사조의 영향 아래 이와 같은 인식은 점

차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에 창조된 새로운 예술

적 패턴들과 산업기술이 결합하며, 벽지가 대중적 기호

를 담은 실내장식 소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흙벽을 마감하던 기능적 목적에 장식의

목적이 더해진 것으로 보이며, 왕실의 침전건물은 물론

일부 사대부집에서도 장식을 위한 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영건의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

대에는 궁궐법도에 따라 도배가 이루어졌다. 즉 한국의

근대벽지의 발전은 기호나 취향 보다는 의례성, 상징성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궁궐

침전의 실내장식에 사용되었던 장식그림들의 주제로 보

아 벽지를 비롯한 여타 실내장식의 디테일 선정에 있어

공간의 용도, 거처한 사람의 신분과 품격이 주요하게 여

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까지도 일반주택에서

는 백지로 도배하고 황색종이로 굽도리를 바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벽지는

왕실과 상류층의 전유물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4. 동서양 벽지디자인 비교 분석

4.1. 영국 벽지디자인 분석

E-01은 1864년 발표된 모리스의 초기작 ‘daisy'이다.

이 문양은 15세기 경 저술된 프뢰싸르 연대기

(Froissart's Chronicle) 중 벽걸이를 묘사한 삽화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중세 프랑스의 타피스트리인 수천꽃

37) Rechard C. Nylander, Wall papers for historic buildings, The

preservation press, 1983, p.81

(mille-fleurs)의 문양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자연주

의자이자 낭만적 중세주의를 강조한 라파엘전파의 실천

가로써 모리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38) 좌우대칭형의

기본단위 4가지가 각 2종류씩 쌍을 이루어 수평적으로

반복 전개되어있으며, 가로 방향으로 엇갈리는 벽돌쌓기

구성을 이루고 있다.

E-02은 모리스가 1875년에 발표한 'Acanthus'이다.

아칸서스는 톱니모양의 잎과 곡선의 줄기를 가진 풀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 건축, 가구, 실내장식에 이르기

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장식 모티브이다. 아칸서스 잎을

패턴의 기본골격으로 이루어진 모리스의 아칸서스 패턴

은 당시 모던풍의 실내장식을 상징하는 벽지로 가장 유

명한 디자인이 되었다. 아칸서스 잎사귀의 윤곽선이 S자

곡선을 그리며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체로 보인다. 경계

없이 연속되는 비대칭형의 기본단위가 상하좌우로 반복

되며 장방형 구성을 이루고 있다.

E-03은 1879년 발표된 모리스의 'Sunflower'로 해바

라기와 포도넝쿨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포도넝쿨과

해바라기는 프로방스 지역의 들판을 연상케 하는 대표적

인 식물이며, 면직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중적인

모티브이다. 모리스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거주하였던

레드하우스의 정원에 장미, 라벤더, 로즈마리와 함께 해

바라기를 심었으며, 자신의 디자인을 위해 정원의 식물

들을 관찰하곤 했다.39) 모리스의 해바라기 패턴은 다소

평면적이며, 형식화된 표현이 특징적이다. 해바라기 꽃과

포도넝쿨로 구성된 좌우대칭형의 기본단위가 상하좌우로

반복되며,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E-04는 실버스튜디오에서 1895년에 발표한 벽지 디자

인으로 장미와 아칸서스잎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것이다.

아칸서스 잎의 유기적인 전개는 반복패턴 자체를 숨기기

위해 복잡함과 정교함을 추구했던 모리스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40) 경계없이 연속되는 비대칭형의 장미다발과

아칸서스 잎으로 구성된 문양이 장방형으로 전개되며, S

자 곡선을 그리며 연결된다.

E-05은 1896년 Harry Napper에 의해 디자인된 실버

스튜디오사의 벽지이다. 양귀비 꽃을 모티브로 다소 평

면적인 꽃잎과 곡선형의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단

위와 이를 다시 좌우대칭시킨 문양이 수평적으로 반복되

며, 가로방향으로 엇갈려 쌓여있는 장방형 구성이다. 잎

사귀가 S형 곡선으로 연결되는데, E-02, 04에 비하면 더

욱 형식화,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 전

개는 1890년대 중반 아르누보 양식의 주된 특징이다.41)

38) http://www.vam.ac.uk/content/articles/w/william-morris-and-wallpaper-design/

모리스는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위해 수많은 역사적인 텍스타

일들과 중세서적들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39) https://en.wikipedia.org/wiki/Red_House,_Bexleyheath

40) http://www.vam.ac.uk/content/articles/w/william-morris-and-wallpaper-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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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 1864

A B

데이지꽃 / 좌우대칭형

C D
벽돌쌓기형

E-02 / 1875

비대칭형 / 아칸서스잎

정방형

유기적 연속

E-03 / 1879

좌우대칭형 / 해바라기, 포도넝쿨

정방형

유기적 연속

E-04 / 1895

비대칭형 / 장미+아칸서스잎

정방형

유기적 연속

E-05 / 1896

비대칭형 / 양귀비+아칸서스

벽돌쌓기형

유기적 연속

E-06 / 1900

좌우대칭형(오지형) / 꽃

오지형

유기적 연속

<표 6> 영국 벽지디자인 분석

41) http://www.moda.md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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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은 1900년 발표된 실버스튜디오사의 벽지이다. 좌

우대칭으로 단순화된 꽃과 잎사귀의 주변부로 반곡의 곡

선이 감싸듯 연결되어 오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단일한

기본단위가 수평적으로 반복되어 가로방향으로 엇갈리며

쌓여있는 장방형 구성이다. 잎의 형태가 E-05에 비하여

더욱 단순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 영국의

아르누보 양식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다.42)

4.2. 한국 벽지디자인 분석

K-01의 문양은 창덕궁 석복헌에서 발견된 것으로

1848년 건립 당시에 도배된 것이다.43)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널리 쓰였던, 목숨 수(壽)자에 임금 왕(王)을 넣

어 형상화 한 문자문을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오복을 상

징하는 다섯 개의 박쥐문양이 회전반복 된 오각형 패턴

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이 기본단위는 상하 방향으로

대칭을 이루며 반복된다. 여백에는 십장생 중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 구름문이 사선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K-02의 문양은 운현궁 노락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소

장자인 장순용의 연구44)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다. 도배

시기는 1860년 경으로 추정된다. 만자(卍)를 모티브로 한

마름모형 바탕문양이 연속되며, 이 위에 다시 원형의 용

문양이 겹쳐 사선방향으로 반복된다. 만자문은 만덕(萬

德)을 염원하는 뜻이 담겨있으며, 궁중은 물론 규방에서

도 두루 쓰이던 문양이었다. 특히 연속만자문은 직물이

나 능화판 무늬에서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용은 왕을 상

징하는 대표적 상징 물로 왕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상서

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과 관련된 사물과 공

간에 두루 쓰여졌다.

K-03의 문양은 경운궁 준명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용

과 봉황을 각각 중심에 둔 원형의 기본단위에 주변부는

당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황은 용과 더불어 최고의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며, 특히 태평성대를 의미한

다고 한다. 이처럼 용과 봉황이 함께 쓰여진 무늬를 용

봉문이라 한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1906)>에 도배지로

용봉지가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박선아의 연구를

통해 K-03벽지가 문헌상 용봉지의 실체임이 알려진 바

있다.45) 원형의 용과 봉황 문양이 엇갈리며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장방형 구성이며, 여백에는 중앙에 꽃을 둔 십

자(+)형의 당초문이 장방형으로 반복되고 있다.

K-04는 창덕궁 석복헌에서 발견되었으며, 도배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약간의 시기 차이를 두고 동일

한 문양의 벽지가 반복 사용되었으며, 2009년 청주동헌

에서도 동일한 벽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관아의

42) http://www.moda.mdx.ac.uk

43) 박선아, op. cit, p.92

44) 장순용, op. cit,

45) 박선아, op. cit, p.92

장식벽지로 많이 쓰여 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 고결한

군자를 비유하는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인 8엽의 국화

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사선방향의 격자형 장

식테두리가 겹겹이 둘러싸여 사방대칭을 이루고 있다.

문양의 전개는 사방대칭의 마름모형의 기본단위가 사선

방향으로 연속되는 다이아몬드 구성이다. 이처럼 마름모

형태로 전개되는 패턴형식을 능화문이라 한다.

K-05는 운현궁 노락당에서 발견되었으며, 도배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이 문양은 중앙에 좌우대칭형의

화초문양을 두고 사선의 기하학적 테두리가 둘러싸여 마

름모꼴을 이루고 있으며, K-04와 마찬가지로 사선방향으

로 반복되는 다이아몬드 구성이다. 문양의 중심 주제인

화초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빗살격자화초문판’

으로 명명된 동일한 문양의 문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으며, 제작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즉 실물 벽지의 제작 및 도배 시기보다 앞서 본 문양이

두루 활용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K-06은 창덕궁 석복헌에서 발견되었으며, 도배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이 문양은 거북이를 형식화한

것으로 보이는 타원형의 문양을 중심으로 사선방향의 격

자형 장식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다. 고대로부터 거북이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중국은 물론 서아시아

전역에도 귀갑문이 유행하였다. 후대에는 십장생의 하나

로 일컬어지며, 사용자의 장수와 복을 기리는 의미로 의

복, 문방구 등 생활 속에 두루 사용되었다. 타원형의 귀

갑문 내외부와 테두리가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동

시대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가구를 덮는 장식용 크로쉐

덮개(Doily)를 연상케 한다. K-04,05와 마찬가지로 마름

모꼴의 기본단위가 사방으로 연속되는 다이아몬드 패턴

구성이다.

4.4. 소결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국의 근대초기 벽지는 주로 식물을 문양의 주

제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식물 이외에도 동물

문과 문자문이 두루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 벽지 패턴에

비하여 유럽의 벽지패턴은 좀 더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

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기본단위가 되는 중심 문양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패턴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특

징을 지니고 있다. 패턴의 전개 방식 역시 단순반복이

아닌 대칭과 반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단위 문양의 경계가 명확하고

단순반복에 의해 패턴이 전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사방대칭연속 패턴이 다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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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 / 1848(추정)

좌우대칭형

/ 문자(壽+王)+박쥐 / 구름

상하대칭 반복

K-02 / 1860(추정)

사방대칭형 / 만자(卍, 용

다이아몬드형

기하학적 연속

K-03 / 1907(추정)

사방대칭형 / 용, 봉황, 구름

장방형

기하학적 연속

K-04 / 일제강점기

사방대칭형 / 국화꽃+격자

다이아몬드형

기하학적 연속

K-05 / 일제강점기

사방대칭형 / 화초+격자

다이아몬드형

기하학적 연속

K-06 / 일제강점기

사방대칭형 / 거북이+격자

다이아몬드형

기하학적 연속

<표 7> 한국 벽지디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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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동서양, 그 중에서도 영국과 한국의 근대초기 벽지를

비교분석하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실내장식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 디자인의 특징에 있어 한국의 내재적, 독자

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악할 수 있다.

첫째, 근대초기 영국과 한국은 벽지를 주요한 장식재

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벽지를 활

용한 장식이 각 문화권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 실내장식물의 대체

제로 여겨졌던 벽지가 점차 주체로써의 지위를 지니게

된 반면, 한국의 경우 흙으로 이루어진 실내 면을 마감

하기 위한 기능의 목적에 장식적 역할이 더해진 것이다.

둘째, 당대 장식목적의 벽지를 향유하는 계층의 차이

를 통하여 대중적 인식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주요 계층으로 떠오르

며, 대중적 기호를 담은 실내장식 소재로 인식되기 시작

한 반면, 한국의 장식벽지는 왕실과 상류층의 전유물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벽지

디자인은 사용자의 신분, 지위에 맞는 상징성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셋째, 그 결과 영국의 벽지디자인은 주로 식물을 모티

브로 하여 식물의 구조적 특징을 살린 유기적 형태와 구

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기본단위가 되는 중심 문양의 경

계가 불분명하고 패턴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특징

을 지니고 있으며, 패턴의 전개 방식 역시 단순반복이

아닌 대칭과 반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한국의 벽지디자인은 용, 봉황, 문자 등 의미 중

심으로 선정된 모티브들의 추상화와 단순반복을 통해 원

형, 마름모 등 기하학적 패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단위

문양의 경계가 명확하고 단순반복에 의해 패턴이 전개되

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사선방향의 반복패턴이

다수를 이룬다.

이후 영국의 벽지디자인은 단위문양과 패턴전개 방식

의 단순화를 통해 서서히 형식화되며, 아르누보 벽지패

턴의 대표양식인 오지패턴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방대칭연속 패턴인 능화패턴이 지속되며,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장식적 표현으로 발전해 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근대시기 한국의 독자적인

실내장식 문화의 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일 것

이다. 벽지문양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가

능 한만큼 당대 서구의 대표적 양식과 구별된 독창적 문

양을 활용하여 다양한 현대디자인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소재와 색채에 대한 고증이 뒷받침

되어 한국적 실내디자인의 기조, 양식 등에 대한 준거들

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사례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색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

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밝혀낸 바 후속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근대벽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을 진

행코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근대시기 벽지에 대한 충실한

고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통의 현

대디자인으로의 전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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