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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놀륨은 실용적이고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바닥재이다. 영국의 월튼(Frederik Walton)에 의해 1863년에 개발

된 이것은 코르크와 아마인유, 삼베를 주 재료로 한 유연한 방수 재질로서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유행했다. 화학

제품인 장판과 달리 뒷면의 삼베 바탕을 한 리놀륨은 병원, 사무실과 같은 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부엌, 욕실, 심지어 

거실과 같은 주거 공간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글로벌한 소재의 하나로서 리놀륨은 20세기 초 국내에도 수입·유통된  

정황이 파악되고 우리나라의 덕수궁과 창덕궁 내의 여러 건물에서도 쓰였다. 

덕수궁의 경우 1915년에 작성된 『덕수궁원안(德壽宮原案)』에 의하면 함녕전, 덕홍전, 정관헌과 같은 주요 전각

을 비롯한 여러 곳에 리놀륨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주로 청색과 갈색 무지로서 영국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20세기 초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리놀륨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에 수입되었다. 창덕궁의 경우 이왕직청사의 

건물 평면도에는 곳곳에 리놀륨이 표기되어 있으며 대조전과 희정당 일곽에는 그 원형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대조

전과 희정당은 1920년에 개수될 당시 서양식 실내 장식과 근대적 설비를 갖추면서 화장실, 이발소, 서행각과 같은 일

부 공간에 리놀륨을 사용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검정색 무지, 검정 패턴, 그리고 다색 꽃무늬 타일 패턴으로서 아메

리칸 리놀륨 매뉴팩처링 컴퍼니(American Linoleum Manufacturing Company)나 암스트롱 코르크 컴퍼니(Armstrong 

Cork and Tile Company of Lancaster)와 같은 미국 제품들과 유사성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해 리놀륨의 특성과 사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기초로 향후 창덕궁의 복원·재현뿐만 아니라  

리놀륨이 사용된 근대 실내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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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876년 강화도조약을 필두로 1882년 미국을 비롯하

여 서구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한 이

후 우리나라의 건축과 실내 장식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건축 자재들, 예를 들면 벽돌, 철근, 유리, 콘크리

트와 같은 것들을 비롯하여 벽지, 커튼, 카펫과 같은 내장

재들이 수입됨에 따라 건축의 내·외관 또한 근대적인 면

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내외장재의 도입은 근

대 건축이 탄생되기 위한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근대에 유입된 이러한 신소재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이 유입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가 부족하다. 서양식 건축물인 양관(洋館)은 물론이고 전

통적인 전각에도 이러한 서양식 내외장재가 종종 착목된

다. 궁궐을 비롯하여 근대 건축물의 복원·재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국내로 유입된 자재들의 종류와 

수입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복원의 기초 단계인 고증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창덕궁의 경우 1917년 화재로 

인해 대조전 일곽이 전소된 이후 새로이 재건되면서 내부

는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이때 서양식 건축 자재가 대거 

사용되었는데 현재 원형이 남아 있는 자재 가운데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리놀륨’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닥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물조사를 병행하였고 연

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대적인 방수 소재의 하

나로서 퍽 생소한 바닥재인 리놀륨의 제작 방식과 특성

을 살펴보았다. 또한 궁궐에 사용된 리놀륨의 현황을 조

사했다. 특히 덕수궁과 창덕궁을 대상으로 리놀륨이 사

용된 장소와 국내에 유입된 리놀륨의 원산지와 수입 금액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향후 궁궐 및 근대 건축물 실내 

복원 및 재현을 위한 고증 작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리놀륨의 제작 방식과 특성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인들은 식민지에서 들여

온 여러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바닥재를 개발했다. 그 이

전에는 카펫과 달리 방수가 되는 위생적인 바닥재로서 널

리 사용된 것이 유포(Oilcloth)였다.1 캔버스에 그린 일종

의 대형 유화와 같은 유포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바

닥 위의 빈번한 마찰로 그림이 쉽게 지워지는 단점이 있

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만한 소재로 개발된 것 중

의 하나가 코르크와 인도의 고무를 섞어 만든 ‘캠츌리콘

(Kamptulicon)’이다.2 이것은 1844년 엘리자 갤로웨이

(Elijah Galloway)가 특허를 내고 1862년에 열린 런던 박

람회에 소개된 제품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3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운 가죽 같은 이것은 청소하기 쉬우

면서 방수, 방온, 방음까지 되는 획기적인 소재였다. 그

러나 칙칙한 회갈색이었기 때문에 화사한 유포에 대항하

기 위해서는 문양을 찍어서 더 매력적인 소재로 거듭나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유포와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 

유포나 캠츌리콘에 이어 등장한 것이 리놀륨이다. 

이것은 1860년에 영국인 프레드릭 월튼(Frederik Walton, 

1837~1928)에 의해 개발된 소재이다.4 이와 관련한 유명

한 일화가 현재까지 두루 회자되고 있다. 월튼은 어느 날 

1 네이튼 스미스(Nathan Smith)가 특허를 낸 유포는 18세기 중엽부터 널리 사용되었는데 레진, 타르, 스페인 브라운(Spain Brown), 밀랍, 그리고 아마인유를 

고온에 섞어 천에 바른 뒤 이를 압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2 캠츌리콘은 그리스어 ‘Kempto’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유연한’이라는 의미를 지녔다(Jane Powell, 2003, Linoleum, Gibbs Smith, Layton, p.20).

3 Pamela H. Simpson, 1999, Cheap, Quick, & Easy: Imitative Architectural Materials, 1870~1930,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p.79.

4 월튼은 1860년 1월 27일 특허 번호 209(Patent No. 209)를 획득했고 계속적인 실험과 개발을 거쳐1864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놀륨을 생산했고 1869년부터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Helena Brazil, 2018, Lincrusta 1877~1887: The Development, Designs and Character of Lincrusta - 

Walton,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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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에 사용되는 아마인유가 담긴 병의 뚜껑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병 속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건져내어 천 위에 발라보면서 새

로운 소재의 개발을 예감했다. 그가 이름한 리놀륨은 아

마를 뜻하는 라틴어 ‘linum’과 기름을 의미하는 ‘oleum’의 

합성어이다.5 월튼은 고무의 대체재로서 아마인유의 산

화물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리놀륨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소재나 발명이 우연의 산

물이지만 월튼의 리놀륨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된 것은 

아니었다. 월튼 이전에도 고무를 대체할 바닥재의 연구

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월튼의 리놀륨은 유포나 캠츌리콘처럼 앞서 사용되

고 실험된 바닥재들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것이었다. 그

는 아마인유 기름병에서 걷어낸 기름막이 산화의 결과물

임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산화 오일, 수지, 그리고 코르크

의 혼합물을 캔버스나 튼튼한 천, 특히 삼베에 압착시켰

고 이를 처음에는 ‘캠츌리콘’을 따라 ‘캠티콘(Kampticon)’

이라고 불렀다가 곧 ‘리놀륨’으로 이름을 고쳤다.6 특허를 

내고 1864년 런던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에 돌입했지

만 처음에는 유포나 캠츌리콘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을 면

치 못했다. 그러나 여러 잡지에 리놀륨을 적극적으로 홍

보한 결과 5년간의 적자를 딛고 드디어 대중의 주목을 받

기 시작했다. 또한 캠츌리콘이 인도의 고무 가격 상승에 

따라 그 시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놀륨은 점차 바닥재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리놀륨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산업시대에 걸

맞은 기계화와 수작업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산화된 아마인유에 코르크 가루, 송진, 수지, 염료

를 섞어 캔버스 천에 대형 롤러로 압착시켜 만든다.7 우선 

아마인유를 큰 통에서 끓이고 식혀 산화시킨 후 천장 높

이에 있는 구멍이 뚫린 통에서부터 걸려 있는 면포에 하

루에 두 번, 6~10주 동안 흘려 일차적으로 코팅을 한다. 

이것이 리놀륨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펄프

처럼 가루를 내고 여기에 송진, 수지를 섞어 이른바 리놀

륨 ‘시멘트(cement)’를 만든다. 이것을 바닥에 놓고 흰색 

파우더를 섞은 뒤에 적당한 덩어리로 잘라 3주 정도 숙성

을 시킨 후 마치 고기를 가는 기계와 같은 믹서(German 

mixer)에 넣어 간다. 이렇게 갈린 것에 코르크 가루와 염

료를 섞는다. 이렇게 수차례 리놀륨 시멘트와 코르크, 염

그림 1 리놀륨 제작 과정8

5 Pamela H. Simpson, Ibid, p.80.

6 Jane Powell, Ibid, p.22.

7 리놀륨의 상세한 제작 과정은 S. E. Conybeare, 1919, ‘The Story of Linoleum’, Du Pont Magazine, pp.5〜8; Pamela H. Simpson, Ibid, 

pp.80~85를 참조. 

8 출처: http://blog.modernmechanix.com/how-machines-make-magic-carpets-from-oil-and-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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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섞은 것은 마치 두껍고 기름진 톱밥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것을 뜨겁게 달군 실린더 형태의 대형 롤러인 캘

린더(calender)에 넣어 캔버스나 삼베 천에 압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약 30야드 정도(약 27미터) 되는 리본처럼 늘

어진 리놀륨을 ‘스토브(stove)’라고 부르는 대형 오븐 방

에서 두께에 따라 2~8주 정도 말린다. 이 과정에서 리놀

륨이 더 산화되면서 더욱 단단한 재료가 된다. 단색의 리

놀륨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패턴이 있는 것은 유포와 마찬

가지로 처음에는 블록 프린팅 기법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문양을 찍어냈다. 1880년대부터는 평판 프린팅 기

계가 도입되어 이를 이용하여 문양을 냈다. 문양을 찍은 

후에는 다시 스토브에 넣고 약 일주일간 페인트를 말린

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잘라내고 검수의 과정을 거쳐 6

평방야드(5.49㎡) 크기로 잘라 말아서 포장한다.

월튼은 그가 개발한 신소재에 대해 “...유포와 달리 

완벽한 방수 천이면서도 고무와 같은 마감과 유연성을 갖

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내구

성이 강하다(warm, soft, and durable)”는 월튼의 광고 문

구와 함께 리놀륨의 특성을 잘 말해준다.9

III. 리놀륨의 사용 및 국내 수입
 

서양식 실내 장식에서 바닥 마감재, 즉 바닥재로는 

나무, 대리석, 타일이 가장 일반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

다. 차가운 소재에 속하는 이것들 위에 방한의 목적으로 

카펫을 전체 혹은 부분으로 덧대어 깔기도 했다.10 그런

데 1900년 무렵부터 카펫과 함께 또 다른 깔개가 궁궐 곳

곳에 사용된 것이 착목된다. ‘리놀륨(リノリユーム)’이 그

것인데 육안으로 보면 이것은 비닐 장판과 흡사하지만 화

학제품인 장판과 달리 리놀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마인유, 코르크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뒷면에 

삼베(burlap)를 댄 것은 비닐 소재와는 완연히 다르다.11 

국내에서 리놀륨이 사용된 궁궐로는 현재로서는 덕수궁

과 창덕궁의 대조전, 희정당 일곽, 이왕직청사 정도로 파

악된다.

1. 덕수궁의 리놀륨

덕수궁의 경우 이왕직에서 1914~15년에 펴낸 『덕수

궁원안(德壽宮原安)』을 통해서 리놀륨의 사용이 가늠된

다. 여기에 작성된 ‘건물조사보고(建物調査報告)’ 내에는 

건물 명칭을 비롯하여 창호류, 깔개 및 각종 설비가 항목

별로 기재되어 있고 리놀륨의 경우 깔개에 해당하는 ‘수

물(數物)’이라는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 그 사용처와 종류, 

그리고 수량과 같은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12 여기

에 명시된 깔개로는 ‘융전(絨氈)’, ‘ジュウタン’ 또는 ‘ヅウ

タン’으로 적힌 것이 있고 ‘リノリユーム’라고 표기된 것

9 원문은 “...giving a perfect waterproof cloth, unlike oilcloth, but having the rubber finish and flexibility”이다(Helena Brazil, Ibid, p.27 

재인용). 

10 바닥에 까는 ‘깔개’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펫은 주로 모직으로 제작되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첨모직 깔개를 고

대부터 사용했고 조선시대에는 모담(毛毯), 모석(毛席)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닥 전체를 까는 바닥재라기보다는 모섬유의 

부분 깔개라고 생각된다. 서양의 카펫이 국내로 유입된 것은 개항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1900년대 초의 기록에 따르면 ‘융전(絨氈)’, ‘단통(緞通)’, ‘양탄자(洋彈

子)’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졌는데 이는 서양의 카펫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박윤미, 2018, 「조선말기 이후 첨모직 깔개에 관한 연구」, 『문화재』 51, 국립문화재

연구소, p.86).

11 리놀륨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뒷면에 캔버스나 삼베(대마, burlap) 바탕의 유무로 확인된다. 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 대마, 아마, 저

마, 황마로 구분할 수 있고 리놀륨의 바탕으로는 대마(삼베) 또는 황마가 주로 쓰였다(Richard Wilson, 2007, Early 20th Century Building 

Materials : Resilient Flooring, Technology & Development Program, p.4).         

https://www.fs.fed.us/t-d/pubs/pdfpubs/pdf07732322/pdf07732322dpi72.pdf.

12 ‘건물조사보고’ 조사표는 건물 명칭, 소재지, 동수, 건평 수, 문이나 담장의 유무, 창호류, 바닥과 부착물, 바닥 깔개, 모자걸이, 창 걸개, 아궁이 및 주방용구, 블라

인드, 전화기, 초인종, 전기와 가스, 수도꼭지, 건설 월일, 가격, 일건 서류 합철 연월일, 도면번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2017, 『덕수궁

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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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전자인 ‘융전’과 ‘쥬단’은 모두 카

펫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리놀륨’은 카펫

과는 그 성격이 구분되는 바닥재로서 20세기 초 조선총독

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수출입 현황 자료인 『조선무역연

표(朝鮮貿易年表)』에 따르면 리놀륨은 ‘油布及リノリユ

ーム Oil cloths and linoleum for floors’라는 항목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깔개(數物)와 관련하여 『덕수궁원

안』 어디에도 ‘유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1910년

대에는 ‘리놀륨’과 ‘유포’가 구별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리

놀륨’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듯하다. 이는 

당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리놀륨은 덕수궁 내의 여러 건물 가운데에서 함녕

전, 덕홍전, 정관헌, 석어당, 준명전과 같은 주요 전각을 

비롯하여 사무실, 창고, 복도와 같은 부속 공간에 이르기

까지 총 20곳에 사용되었다. 그 종류는 문양이 없는 갈

색과 청색이 가장 많았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색상은 

‘청(靑), 차(茶)’로 표기되어 있으며 색상이 없는 것은 ‘무

지(無地)’, 무늬가 있는 것은 ‘모양(模樣)’으로 표기되어 있

어 그 색깔과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리놀륨의 

원형이 남아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덕수궁원안』에 

적힌 리놀륨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 덕수궁 내에 상당히 많은 전각과 

부속 공간들에 리놀륨이 사용되었다. 함녕전 행각, 복도, 

덕홍전, 찬시실, 구여당, 정관헌과 같은 곳에는 비교적 넓

은 공간에 리놀륨이 깔렸음을 알 수 있다. 『덕수궁원안』

이 1915년에 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덕수궁에 사용된 리

놀륨은 그 이전에 수입된 것이다. 1915년을 기준으로 이

전 3년간 국내에 수입된 유포 및 리놀륨의 국가별 수입액

은 <표 2>와 같다.

표 1 『덕수궁원안』에 적힌 리놀륨의 사용처와 종류 및 수량13

번호     사용된 곳  종류 수량

1 함녕전 청색 무늬
2평225

10평348

2 함녕전 행각 및 구여당 복도 일부분 내용 없음 15평1합

3 태령문 및 간무소 무지 1평766

4 덕홍전 청색 26평233

5 덕홍전 현관 청색 20평452

6 귀빈 대합실
갈색 무지

청색 무지

4평203
3평036

7 찬시실 및 사무소 갈색 무지 23평259

8 전의분실 및 창고 갈색 무지 11.509

9 서무실 사무관장실 사무관실 응접실 갈색 무지 32.033

10 회계실 및 주전과 대기소 갈색 무지 34평783

11 공선실 및 배선실 갈색 무지 17평172

12 경찰서 2층 무늬 8평191

13 상인 대기소 무늬 4평292

14 주방생과방 무늬 16평878

15 복녕당 무늬 17평339

16 광화당 무늬 8평695

17 구여당 내용 없음 28평2합2작

18 구여당 복도 일부분 내용 없음 8평8합8작

19 정관헌
내용 없음

무늬

10평

24평079

20 석어당 무늬 2평670

21 준명전
무늬

갈색 무지

1평575
2평160

22 경운궁(현 즉조당) 갈색 무지 6평080

표 2 1912~1915년 유포 및 리놀륨 수입국과 수입액14

수입국
연도별 유포 및 수입액(단위: 円)

1912 1913 1914 1915

중국 12 62 36 20

홍콩 56 - - -

러시아령 아시아 27 - - -

영국 8,768 10,388 10,449 12,361

프랑스 2,940 12 - -

독일 7,352 1,516 1,364 267

러시아 - 7 621 57

13 위의 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4 『朝鮮貿易年表』(조선총독부, 1912~19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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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1912~1915년 사이에 국내에 

수입된 유포와 리놀륨은 거의 영국에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미국은 수입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의 수입량도 미

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덕수궁에 사용된 리놀륨은 대부분 

그 최초 원산지격인 영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7년 9월 8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고종의 사진

에는 리놀륨으로 추정되는 바닥재가 보인다. 연미복 차

림으로 고종의 제66세 탄신을 기념하여 찍은 것으로 추

정되는 사진 속에서 바닥재의 문양이 선명하다(사진 1). 

정형화된 꽃문양의 타일 패턴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배열

된 이것은 20세기 초 전형적인 리놀륨 패턴으로서 영국 

나이른사(Nairn)와 같은 곳에서 생산된 리놀륨과 유사하

다(그림 2).15

『덕수궁원안』의 기록에서 보듯 리놀륨은 외양으

로 보면 크게 무지와 무늬가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무

늬가 있는 리놀륨의 경우 월튼이 1872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아메리칸 리놀륨 매뉴팩처링 컴퍼니(American 

Linoleum Manufacturing Company, 이하 ALC)를 비롯

하여 암스트롱 코르크 컴퍼니(Armstrong Cork and Tile 

Company of Lancaster),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조지 블라

본(George Blabon), 토마스 포터(Thomas Potter), 그리

고 트렌튼(Trenton, New Jersey)에 위치한 쿡스 리놀륨

(Cook’s Linoleum)과 같은 회사들이 수백 가지의 패턴을 

생산했다. 그 가운데에서 앞서 고종의 사진에서와 같이 

정형화된 꽃문양이 격자로 배치된 타일 패턴이 가장 많았

다(사진 2, 그림 3, 4).16 리놀륨은 대리석이나 타일, 나무

와 같이 종래에 사용된 바닥재의 원형을 모방한 대체재로

15 나이른사는 스코틀랜드의 키르크칼디(Kirkcaldy) 지역의 마이클 나이른(Michael Nairn)이 설립한 리놀륨 회사이다. 그는 원래 영국의 여러 바닥재 공장에 

캔버스를 납품하는 업자였는데 월튼의 리놀륨에 영감을 얻어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월튼은 나이른이 ‘리놀륨’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월튼이 리놀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이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이미 ‘리놀륨’은 하나의 소재명으로 널리 통용된다

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리하여 월튼은 영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1872년 미국 뉴욕의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서 조셉 와일드(Joseph Wild)와 함께 

아메리칸 리놀륨 매뉴팩처링 컴퍼니(American Linoleum Manufacturing Company, 이하 ALC)를 설립했다. 

16 조지 워싱턴 블라본(George Washington Blabon)은 1851년부터 다른 회사에 유포를 납품했고 1885년부터 리놀륨을 생산했다. 그는 유럽과 스코틀랜드

의 공장들을 견학한 후 그의 공장에 영국 엔지니어들을 고용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188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리놀륨 캘린더를 주조해 사용했고 평판 인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887년부터 프린팅한 리놀륨을 생산했고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리놀륨 생산에 있어 선두 주자였다. 토마스 포터는 1837년에 필라델피

아에 자리를 잡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포 제작 업체였다. 그는 1890년대 초부터 리놀륨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9가지 색상을 고속으로 인쇄하는 기계를 개발하여 

1분에 24평방야드를 만들 수 있었다. 미국의 평판 인쇄 기계의 명성이 유럽에서 자자해지자 나이른(Nairn)을 비롯하여 유럽의 다른 공장에서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Pamela H. Simpson, Ibid, pp.88~89).  

17 출처: https://collection.maas.museum/object/113515.

18 출처: https://statenisland.pastperfectonline.com/photo/504D610C-24C4-4F57-B311-053745521020.

19 출처: https://archive.org/details/BlabonArtLinoleumStylesFor1921.

사진 1   고종(26.1×20.2cm, 191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하정웅 

기증)

그림 2   영국 나이른사(社)의 리놀륨 

(Nairns Linoleum), (1890~ 

1920년)17

사진 2   아메리칸 리놀륨 매뉴팩처링 컴퍼니

(1900년경)18

그림 3   조지 블라본사(社)의 

‘아트 리놀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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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시각적으로 모방한 패턴이 많았다. 특히 모자이

크 형태의 타일 패턴은 언뜻 보기에 마치 타일을 시공한 

것 같은 효과를 내지만 타일에 비해 재료와 시공에 있어

서 훨씬 경제적이었다. 

  

2. 창덕궁의 리놀륨

한일합방 이후 궁내부가 해체되고 이왕직이 그 역할

을 맡으면서 창덕궁 내 진선문 일대를 철거하고 이왕직청

사를 건립했다(사진 3). 1960년 의문의 화재로 소실된 이 

건물의 평면도(1910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의 각 

공간에는 ‘리놀륨(リノリム)’, ‘타다키(叩き)’, 그리고 바람

개비 형태의 기호가 각각 기입되어 있다(그림 5). ‘타다키’

는 흙이나 콘크리트를 두드려서 마감한 것이므로 리놀륨

을 포함하여 평면도에 적힌 것들은 바닥 마감에 대한 표

기일 것으로 추정된다.21 상하층 각 약 30여개의 공간과 

복도에 리놀륨이 계획된 곳이 2/3에 달한다. 

창덕궁 대조전 일곽은 20세기 초 두 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1912년 무렵에 개조되

면서 어목실(御沐室), 선무실(膳務室), 휴게실(休憩室)과 

같은 새로운 공간이 대조전 서쪽 별도의 건물 안에 생겼

다.22 이를 위해 그려진 욕실도면에 따르면 욕실과 변소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욕조가 설치된 공간의 바깥과 변

소 내부, 그리고 변소 바깥 공간, 즉 손을 씻는 세면기를 

제외한 공간은 격자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6). 이곳은 탈

의실과 복도, 기관실과 달리 욕조, 변소 바닥과 같이 물을 

사용하거나 오염되기 쉬운 곳이므로 카펫보다는 타일 또

는 리놀륨을 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희정당 변소

에 검정색 리놀륨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곳 

역시 리놀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4 J. E. 질랜드사(社)의 리놀륨(1912년)20

사진 3 이왕직청사(1910년대, 서울역사아카이브)23

그림 5   이왕직청사 건물 평면도(1910년 이후 추정, 34×69.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p.55)

20 출처: https://archive.org/details/RugsCarpetsLinoleumsCurtainsDraperiesShadesMattingsEtc.

21 현재로서는 바람개비 기호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바닥재의 종류를 표기한 것으로서 카펫이 아닐까 추정된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근대건

축도면집(도면편)』, p.55).

22 인정전, 희정당, 대조전 일곽의 변형에 관해서는 기세황, 2014, 『20세기 초 창덕궁의 변형에 관한 연구-인정전 일곽과 희정당, 대조전 일곽을 중심으로』, 한국예

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논문, pp.44~64를 참조. 

23 https://museum.seoul.go.kr 아카이브번호 : 7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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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조전은 1917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재건

되면서 건축은 전통 양식으로, 내부는 서양식으로 꾸며졌

다. 창덕궁의 경우 대조전, 희정당 일곽에 사용된 리놀륨

은 검은색 무지(그림 7①, ②, ④), 검은색 무늬(그림 7③), 

그리고 타일 문양의 리놀륨(그림 7⑤)이 현존한다. 우선 

검은색 무지 리놀륨은 희정당 신관 동측 복도각 끝에 위

치한 화장실과 대조전 욕실 옆 화장실의 바닥에 사용되었

다. 이것은 모두 검정색으로서 겉면에 무늬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뒷면은 올이 굵은 삼베임을 알 수 있다(사진 4). 

겉면이 낡아 떨어져 나간 부분에도 바탕인 갈색 삼베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사진 5). 

무늬가 있는 검은색 리놀륨은 순종의 이발소 바닥에 

깔려 있다. 이것은 무늬가 있지만 단색으로서 불발기 아

래에 부분적으로만 깔려 있다(사진 6, 7). 이보다 색상이 

화려하고 정형화된 꽃무늬 타일 패턴의 리놀륨은 대조전 

서행각 방바닥에 깔려 있다(사진 8). 이곳은 궁녀대기실

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리놀륨 가운데에

서 가장 화려한 형태이다. 모서리 잘린 사각형 안에 정형

화된 꽃무늬가 작은 사각형과 격자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

는 미국의 여러 리놀륨 회사들의 패턴북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퍽 유사하다(그림 3, 4).  

그림 6   대조전 욕실지도(浴室之圖) 부분 도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p.46)

그림 7 대조전 일곽의 리놀륨 현황(2020년 7월 조사, 8월 30일 작성)

사진 4 희정당 신관 화장실 리놀륨 뒷면 사진 5   희정당 신관 화장실 겉면

이 떨어져 나간 리놀륨

사진 6   창덕궁 대조전 이발소 불발기 

하부 리놀륨

사진 7 <사진 6>의 리놀륨 세부

사진 8 창덕궁 대조전 서행각 방 리놀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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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대조전 일곽이 개수된 1920년을 전후로 3년

간의 유포 및 리놀륨 수입량과 수입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간 유

포와 리놀륨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여전히 영국이

지만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린 반

면 앞서 표기된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는 통계에서 사

라졌다. 미국의 경우 1919년과 1920년에는 영국 수입액

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다가 1921년에 이르면 영국의 수

입량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일본은 1920년의 수입액이 유독 컸는데 이는 일본을 

통해 영국이나 미국의 리놀륨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일본의 경우 1919년에 동양리놀륨사(東洋リノリウ

ム, TOLI)가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20년에 처음 리놀륨

을 개발하여 1921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25 그

러므로 창덕궁에 사용된 것이 일본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동양리놀륨사가 남긴 납

품 이력에도 창덕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26 

3. 리놀륨의 국내 수입 정황

1928년 5월 4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서양식 방의 마

루는 코르크 판(張)이 좋다, 코르크의 특장 및 리놀륨의 

손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리놀륨의 장점과 손질법을 상

세하게 담고 있다.27 우선 코르크 재질로 된 이것은 겨울

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탄력성이 풍부해서 밟

는 느낌이 좋고, 벼룩이나 남경충과 같은 벌레의 번식을 

막고, 보온성과 내구력이 좋고,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청소에 편리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이 기사는 궁궐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하

던 이른바 문화주택의 마루에 리놀륨이 도입되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국내에 리놀륨이 수입된 경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어렵다. 그러나 리놀륨은 20세기 초 일본인이 운영하

는 실내장식품이나 건축재료상점을 통해 주로 수입되었

다. 특히 다카시마야경성출장소(高島屋出張所), 니시야

마코타로상점(西山小太郞商店), 이시다건축재료점(石田

建築材料店)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꾸준히 광고

를 실었고 영업품목에 리놀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상

점은 모두 황금정 2정목에 위치하고 있었다.28 또한 몽고

메리 워드(Montgomery Ward & Co.)의 지점이었던 테일

러상회(Taylor & Co.)도 1920~30년대에 각종 서양 물품

의 수입을 대행했고 지붕재나 페인트와 같은 건축 내외

장재에 대해 국내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이 이러한 곳을 통해 속속 국내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29 1933년 부산 삼우상회(三友商會)는 ‘동양리놀륨 

표 3 1919~1921년 리놀륨 수입국과 수입액24

수입국
연도별 유포 및 리놀륨 수입액 (단위: 円)

1919 1920 1921

중국 139 471 205

러시아 32 - -

영국 17,094 12,570 28,601

미국 8,138 5,629 23,773

일본 3,876 10,369 5,962

24 『朝鮮貿易年表』 (조선총독부, 1919~1921)를 바탕으로 국가별 리놀륨 수입량을 도표로 작성하였다.

25 동양리놀륨사는 테라니시토미키치(寺西福吉)에 의해 1919년 효고현 이토시에 설립되었다. 원래 메이지기부터 바닥재 유타카오리(由多加織)를 제작하다 이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1920년에 일본 최초로 리놀륨을 생산했다. 동양리놀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대정 14년(1926)에 펴낸 『건축자료공동형록(建築資料共

同型錄)』에 적혀 있다.

26 http://www.toli.co.jp/company/toli_history.html.

27 부산일보 1928년 5월 4일 기사.

28 다카시마야경성출장소는 황금정2정목 54번지에 있었고 니시야마코타로상점은 황금정 2정목으로만 광고에 표기되어 있으며 커튼(窓掛), 깔개(數物), 양가구(洋家

具)를 취급했다. 이시다건축재료점은 명치4년(1871)에 창업, 건축 재료 및 도로포장 공사 청부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고 황금정 2정목 148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8, 『<대경성부대관>과 『대경성도시대관』으로 보는 경성상점가』, p. 217.;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1921년 6월, 1925년 11월 광고.

29 최지혜, 2020, 「테일러상회의 무역 활동과 가구-전통가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9,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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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東洋リノリユーム特約店)’ 역할을 한다는 광고를 

냈다.30 이를 통해 1930년대에는 리놀륨이 지방에까지 널

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입국과 수입액만으로 창덕궁에 사용된 리놀륨이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의 

제품 사이에는 패턴과 재질의 특성이 대동소이하므로 외

형상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정형화된 꽃무늬 타일 패턴

의 리놀륨은 ALC를 비롯한 미국 제품과 그 유사성이 가

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리놀륨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들이 있지만 대부분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출시되

고 있어 창덕궁에 있는 것과 같은 타일 패턴은 구하기 어

렵다. 하지만 단색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품이 출시

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암스트롱을 비롯하여 

포르보(Forbo)와 타르켓(Tarkett)과 같은 회사들은 현재

에도 다양한 리놀륨을 생산하고 있어 향후 복원·재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31 

IV. 맺음말

리놀륨은 겉모습만 보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플

라스틱 장판과 유사하여 판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뒷면

에 삼베가 바탕천으로 사용되어 있어 이를 화학제품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식 실내장식에

서 카펫이나 마룻바닥과 같은 일반적인 바닥재 이외에 리

놀륨이라는 ‘근대적’ 소재에 대해서 주목해보았다. 리놀

륨의 근대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남아

메리카와 미국의 아마인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코르크, 

인도와 파키스탄의 황마를 비롯하여 이를 스코틀랜드에

서 직조해 바탕천으로 만들었으니 리놀륨에 쓰인 원료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조로 완

성된 천연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산업화시

대에 새로이 개발된 이것이 대량생산을 통해 전 세계, 전 

계층에 각광받았다. 그러므로 파멜라 심슨이 지적했듯이 

리놀륨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소비재’였다. 

리놀륨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

라 실용적이고 항균성이 뛰어나 병원, 학교, 상업시설, 공

공시설에 주로 사용되었고 가정에서는 물을 주로 많이 사

용하는 욕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리놀륨은 

주로 대리석이나 타일, 나무처럼 다른 소재를 모방했기 

때문에 마치 장판이 천연 마루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여겨

지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그것이 모방하는 원형재와 비교

했을 때 시각적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하급재

로 무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리놀륨의 눈부신 

발전과 폭발적인 사용은 당시 그 어떤 바닥재와도 비교하

기 어려운 인기를 누렸다. 

덕수궁의 사례에서 보듯 1910년대에 전통적인 여러 

전각에서 리놀륨이 사용되었다. 안타깝게도 후대에 복

원·보수 공사를 거치면서 그 원형은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창덕궁의 경우 현재 원형이 일부 남아 있어 이를 

통해 리놀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덕수궁에 사용된 

것은 영국 제품으로 추정되지만 창덕궁이 개수된 1920년 

무렵에는 미국 제품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타

일 무늬가 있는 창덕궁의 리놀륨은 ALC와 같은 미국 제

품과 유사성이 크다. 창덕궁과 같은 근대적 설비를 갖춘 

30 조선시보 1933년 4월 24일 광고. (주)삼우상회는 비노우베슌이치(美濃部春一)가 1922년 관계(官界)를 은퇴하면서 부산의 영정(營町)에서 화양가구류상을 운

영하다 1928년 무렵 부산 본정(현 중구 동광동)으로 확장 이전을 해서 서양 가구, 커튼, 깔개, 장식 직물, 금고 등을 취급했고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에 이를 납

품했다. 1937년에 작성된 회사기업가연표(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7년판), 東亞經濟時報社)는 삼우상회의 설립연도를 1935년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1928년 6월 19일자 조선신문에 실린 이와 같은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설립일을 1922년 무렵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경성 종로 2정목 2번

지에 있었던 같은 이름의 삼우상회와는 다른 회사로 추정된다. 종로의 삼우상회는 1920년 무렵에 전태동, 김태희, 이두현 세 사람이 합자로 설립하여 수입 직물

을 주로 취급한 포목점이었다.     

31 https://www.forbo.com/corporate/en-gl/about/forbo-flooring-systems/facts-figures/pemiyf.  

https://commercial.tarkett.com/en_US/category-tna_C05010-lino-x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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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 리놀륨을 사용한 것은 위생과 실용을 추구하는 당

시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로서 근대 실내 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리놀륨은 비

닐 장판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제품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친환경 소재인 만큼 재평가될 필요성

은 충분하다. 또한 덕수궁, 창덕궁 이외에 다른 궁궐이나 

근대 건축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리놀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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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oleum is a resilient, hygienic, and eco-friendly floor covering. It was developed in England by Frederick 

Walton in 1863. Made of  cork flour, linseed oil, and burlap as its main materials, the flexible and waterproof  

linoleum became globally popular in the early 20th century. Unlike the vinyl coverings, the burlap-backed linoleum 

was used not only in commercial spaces but also in household areas like kitchens, bathrooms, and even living rooms. 

As a global product, linoleum was imported and used in Korean palaces like Deoksugung and Changdeokgung in the 

early modern period. 

According to the record Deoksugung Won-Ahn, linoleum was applied to the major buildings, including 

Hamnyeongjeon, Deokhongjeon, and Jeonggwanheon, and various other venues. The linoleum used in these 

places are mainly monochrome blue and brown color, which probably means that they are from England. The trade 

records in the early 20th century show that linoleum was imported mainly from England and America. 

The Ewangjik building floor plan in the Changdeokgung Palace shows that linoleum was used extensively. 

There are even some originals, which were laid in 1920 and left in the Changdeokgung Palace. When Daejojeon and 

Huijeongdang were rebuilt in 1920, the interior was outfitted with western features and linoleum was used in areas 

such as bathrooms, the tonsorial parlor , and one of  the rooms on the west side of  Huijeongdang. In situ in the 

Daejojeon and Huijeongdang areas in the Changdeokgung Palace are monochrome, patterned black, and stylized 

floral tile patterned, which are closely similar to American products made by ALC and Armstrong company. 

This study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linoleum’s characteristics, its uses and the material itself. It will also 

form the basis for the restoration of  Changdeokgung Palace as well as other modern interiors with linoleum floor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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