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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aditional costume colors in ancient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raditional costume colors in ancient Korea was affected on Chineses goverment officiaFs 

costume colors, specially in Tongil Silla Dynasty.
Goverment officiaFs costume colors were purple（紫），red（赤），yellow（黃），blue（靑）.

The traditional Korean colors for clothes were devided in the white costume of low class and 
the colored costume of high class.

The traditional Korean colors for clothes became fixed in the later Chosun dynasty,
According to developing of dyeing technic, the prohibition of red costume for low 이as응 made 

for them to wear red undercloth.
And on account of costume color in sumptuary law occured the transition of costume color.
As transition of costume color, yellow（黃）changed in light yellow（松花色），purple（紫）did in 

dark green purple （茶割）

Also it was found that the traditional Korean color for clothes was many kinds of soft, deep, 
natural colors out of red（紫）• yellow（黃）, white（白）• black（黑）• blue（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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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論

服色은 민족, 풍토, 문화. 정치 등의 영향을 받 

아 각 시 대마다 또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천을 거치는 동안 中國文 

化의 틀을 벗어나 우리나라 만의 民族文化를 발 

전시키기에 이르렀다. 儀禮的인 要素가 服飾制度 

를 형성하게 되 었고 服飾制度는 사회 질서를 유지 

하는데 필요하였다.

古代의 服色은 철학적 개념과 思想的인 意味를 

지녔으며, 色의 선호와 성항은 傳統性을 형성하 

면서 생활 속에 수용되 어 왔다.

이러한 服色의 취향은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반면 관습적인 기호색이 되며 이것이 

전승으로 이어지는 傳統色인 것이다.

우리의 服飾 또는 服色의 美는 이러한 전통색 

에서 그 特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각 시대에 선택된 色의 가치 개념을 알아보고, 이 

것이 현대에 까지 이어져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한국인의 服色에 대한 美를 시대별로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古墳壁畫를 살펴봄으 

로써 傳統服色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현대 

韓服의 색상에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여, 우리의 傳統服色이 현대의 韓服服色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H. 三國時代의 服色

1. 高句麗 時代의 服色

高句麗는 지리적으로 中原에 접하여 중국문화 

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을 수 있었으며 만주지방 

의 유목지대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마민족 

의 습성이 강했던 나라이다. 따라서 그 색채문화 

는 웅장하고 화려하며 담대하다. 현재에도 古墳 

壁畫의 색채구사나 服飾의 문양에서 과거 화려했 

던 색채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현재 服飾의 형태와 服色을 확인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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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高句麗 壁畫古墳은 舞踊塚, 雙楹塚, 安岳 三 

號墳，四神塚，角抵塚，鎧馬塚，矗神塚古墳壁畫, 

三室塚, 修山里古墳 둥이 있다.

古墳壁畫 내용은〈표 1〉과 같다.

高句麗의 服色은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나 

있는 人物像의 服飾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舞踊塚《그림 1>
① 狩獵圖

•騎馬人物…淡褐色地無文長襦，赤褐色地 

無文細袴.

•騎馬人物…赤褐色地無文長襦，淡褐色 

地無文細袴.

•騎馬人物…淡褐色地無文長襦，淡褐色地 

無文細袴.

② 舞踊圖

•舞踊人（右로부터） 藤灰色地黑點文長襦, 

藤黃色地紅點文細袴.

..................藤黃色地紅點文長襦，藤灰色地 

黑點文細袴.

• . .............藤灰色地黑點文袍.

• . .............藤黃色地紅點文袍.

• . .............藤灰色地黑點文長襦，藤黃色地

紅點文細袴.

③ 廚房圖

•侍從女人（1）...........藤黃色地紅點文袍,

白色地無文裳，藤黃色地無文袴.

•侍從女人（2）........... 藤灰色地黑點文袍,

白色地無文裳，藤黃色地無文袴.

④ 騎馬貴人圖

• 騎馬貴人 ..........  暗紫色地無文튜襦, 藤灰

色地大小黑點文袴.

•侍從少女..........朱黃色地無文長襦，淡灰

色地黑點文細袴.

⑤ 迎賓圖

•主人..............藍色地無文長襦，淡紅色

地紅點文廣袴.

•侍從少年.......... 藤黃色地紅點文長襦，藤

灰色地黑點文細袴.

1）金元龍，韓國美術全集4.壁畫，圖版1〜101,同解說，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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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古墳壁畫資料

內容 

古墳名
古墳의 內容 所.在地 年代

舞踊塚 高句麗 第19代 廣開土大王后妃陵，進饌圖，狩獵 

圖，舞踊圖，角低圖

滿洲輯安縣通溝 5~6C.

雙楹塚 高句麗第24代陽原王后妃陵，牛車，騎馬人物，男 

女立像，力士像

平南龍岡郡池雲面安性里 5C.

安岳三號墳 高句麗 第16代 故國原王 27년에 죽은 冬壽（中國 

人）의 墓（서기 357년） 主人夫婦圖, 牛馬圖, 儀仗 

圖, 行列圖, 그 밖에 家內情景圖

黃海道安岳郡龍順面柳暖里 4C.

四神塚 四神圖，飛雲文圖，忍冬唐草，日，月，神仙 滿洲輯安縣通溝 6 〜7C.
角抵塚 高句麗 第18代 故國壤王의 后妃陵, 角抵圖, 按馬圖 上同 6C.
鎧馬塚 高句麗第20代長壽王后妃陵，鎧馬圖，齒簿圖 平南大同郡柴足面魯山里 5 〜6C.
籠神塚 髙句麗 第23代 安東王陵 또는 后妃陵, 命神圖, 供 

養圖

平南龍岡郡新寧面新德里 5C.

三室塚 壯士圖 中國輯安 5C.
修山里古墳 두男子 平南江西郡修山里 5C.

〈표 1〉古墳壁畫 資料. 朴京子（1983）,「韓國服飾論孜」, 新丘文化社. p.12 참조.

〈그림 1> 舞踊塚의 舞踊圖（高句麗

6世紀頃，主室東壁，滿洲輯安縣）

2） 三室塚

①壯士圖

•壯士........... 白色地 無文短袖長儒，赤褐

色地無文短袴.

3） 角抵塚

①餞別圖

•主人...........藤黃色地無文長襦，藤灰色

地黑點文細袴.

•婦人（1）...........黑色地無文長襦，白色地

無文裙.

•婦人（2）........... 藤灰色地黑點文長襦（赤

色副禳에 黑色加禳）, 白色地無文裙

②角抵圖

•老人像.......... 藤黃色地無文長襦，白色地

縱線文細袴.

4） 修山里古墳

① 少年人物圖

•少年（1）........... 白色地無文寛袖長襦，藍

色地無文廣袴.

•少年（2）........... 白色地無文寬袖長襦，白

色地無文廣袴.

② 貴婦人圖

•貴婦人.......... 藍色地無文寛袖長襦，白色

地無文裙

③ 東壁人物圖

•立像...........黃色地無文黑色加禳袍.

•跪像...........黃色地無文紫色加樸袍.

5） 盒神塚

①主人人物圖

•主人座像..........朱色地縱線文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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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長劍男子人物道

•其1 ........... 白色地斜格子文長襦，赤褐色

無文細袴.

•其2 ........... 黃褐色地無文長襦，赤褐色地

無文細袴.

6) 梅山里四神塚

①主人夫婦圖

•主人..........皂灰色地紅色曲線文袍.

•婦人(1)(2)(3)........... 藤黃色地黑點唐草

文袍.

7) 雙楹塚

① 主人夫婦圖

•主人...........朱色地縱線文袍.

•婦人...........朱色地縱線文袍.

② 羡道西壁人物圖

•人物像...........白色地無文寬袖長襦.

•騎馬人物...........白色地無文寛袖長襦，白

色地無文廣袴.

③ 羡道東壁人物圖

•婦人立像...........白色地無文加樸長襦，白

色地無文裙.

•男子立像...........藤黃色地無文加禳長襦，

白色地無文廣袴.

8) 鎧馬塚

(1)鎧馬圖

•立飾冠貴人像(1)........... 朱黃色地黑圈文

長襦.

•雙角冠貫人像(2)........... 赤褐色地無文長

襦，藤褐色地無文廣袴.

古墳壁畫에 나타나 있는 禳色은 다음과 같다.

① 舞踊塚，角抵塚，鎧馬塚

老人, 後者級 男女, 少年의 襦의 領, 齊, Vt, 

無紋黑色禳.

② 雙楹塚

貴婦人襦의 領, 根, 齊, 袖口, 黑色에 紅紋樣

禳.

子 85

③ 鎧馬塚

貴婦人袍의 領, 齊, 袖口, 袖根

紫色에 白斜格紋, 點紋.

④ 眞池洞第一號墳

上流婦人 襦의 袖口, 領, 袍, 齊, 副禊은祉, 

齊，袖口.

⑤ 籠神塚

從者級 男子의 盤領襦의 領, 袖, 端, 無紋靑 

色禳.

⑥ 矗神塚，舞踊塚

從者級女人의 盤領袍, 騎人 襦의 領, 袖口, 

-裾，無紋白色禳.

⑦ 角抵塚

貴婦人袍의 領, 袱, 袖口, 裾, 無紋黑色禳에 

紅地黑色.

⑧ 角抵塚

貴人貴女襦의 肩上에 붙임.

無紋黑色樸에 紅地黑色紋副禳, 半圓形黑禳.

⑨ 眞坡里四號墳

女仙의 襦의 領, ？任

無紋紅色禳，靑，白，黃色.

以上 古墳壁畫에 나타난 服色의 例를 살펴보면 

高句麗人들은 白色地의 織物에 紋様染을 施工하는 

경우도 많지만, 淡褐色地 • 赤褐色地 • 藤黃色地 • 

藤灰色地•藤褐色地•藍色地•淡紅色地•黑色地 

• 黃色地 • 朱色地 • 皂灰色地 등 각종 布織物과 

絹織物둥의 浸染織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紋樣은 點 • 線文이 많은데 이것은 摺文 

이나 纏織染으로 紋樣染中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기도 하여 많이 利用되었을 것이며, 그밖의 唐 

草文둥은 防染法의 藹과 染法을 使用하였던 것으 

로 보이나, 壁畫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後漢書東夷傳「十月祭天…略…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呂自飾」》.

三國志高句麗條「二十月祭天國中大會…略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呂自飾」".

翰苑 高麗條에「高麗記云 其人亦造錦 紫地 織文 

者爲上 次有五色錦『이라 하였으며, 後漢書 둥의 

2) 後漢書東夷傳.

3) 三國志高句麗條.

4) 翰苑高麗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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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錄을 보면 10월 祭天大會에는 錦繡에 金銀으로 

裝飾한 화려한 衣服을 着用하였다고 하였으니, 

織物로서는 가장 高級織物이라 할 수 있는 錦과 

繡가 있고, 織物에 紋樣染을 施工하는 高度의 染 

織技術이 發達되었고, 이들 高級染織은 重要한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 입는 衣服에 使用되었던 

것이다叫 高句麗 문헌상의 色彩는 靑, 緋（絳）, 

黃, 赤黃이고 庶人은 素色인 褐衣를 입 었다.

2. 百濟時代의 服色

백제는 三國 중에서 지역적으로 남쪽 평야에 

위치했던 관계로 산물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되 

어 일찍부터 생활이 안정되고 문화가 꽃피었다. 

樂浪, 帶方과의 접촉이 많은 扶餘系인 고구려의 

유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서 중국 문화의 영향 

을 비교적 많이 받은 馬韓을 母胎로 하여 발전하 

였다. 회화에 있어서도 고구려의 북방 유목민들 

의 미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예리하고 활기찬 

화법에 비하여 定着 農耕民 특유의 유연하고 부 

드러운 느낌의 화풍을 보인다. 미술은 고구려와 

중국의 南朝 특히 梁의 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하 

였음을 보이며 유입된 북방 문화를 토대로 정착 

민의 안정된 기풍이 가미된 화풍을 형성하였다. 

백제의 복식제도는 고구려와 南朝의 영향을 받았 

을 것이며, 계급 구분이나 색채의 배치는 귀족 중 

심 의 중국문화의 영 향으로 추측된다.

百濟의 服色은 文獻資料가 부족하고, 회화자료 

나 遺品등이 없어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 

나, 舊唐書 東夷傳 百濟條에 의하면 百濟官人이 

衣服에 緋色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으니, 이것 

으로 百濟에 彩繪의 染彩技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北史」列傳分에 百濟의 服飾은 高句麗와 

대략 같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服飾의 형 

태는 고구려 古墳에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 

다. 그러나「梁職貢圖」7）에 보이는 百濟國使의 服

〈그림 2> 百濟國使

〈梁織貢圖〉

色은 綠色袍에 黑線을 두르고, 袴는 연황토색에 

황토색禳을 둘렀으며 袴부리 는 묶지 않았고 통이 

넓은 형태로 밑단에 이 둘러져 있다. （그림 2）

문헌기록으로,「舊唐書」百濟條에 王服은 大袖 

紫袍에 靑錦袴라 하였다. 隋書 百濟條에 의하면 

官品에 따라 1품에서 7품까지 紫帶, 8품은 皂帶, 

9품은 赤帶, 10품은 靑帶, 11품과 12품은 黃帶, 13 
품이하 16품까지는 白帶로 하였다.

日本書紀神功皇後四十六年（日本皇紀246 
年）에는 百濟의 肖古王이 日本使者에게 五色 絹 

을 보냈고 283年에는 百濟（古爾王）의 縫衣工女 

를 日 本에 보내 지금의 衣縫의 始祖가 되었다8）하 

며 기 타 錦部의 定安那를 비롯한 많은 織工이 日 

本에서 技術指導를 하였다叫 田中長嶺에 의하면 

5） 蘇晃玉（1983）, "韓國傳統染織에 관한 文獻的 硏究” 世宗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18.
6） 「新唐書」권 220, 北史「列傳」제 145, 東夷 高麗條.

-王服五采以白羅製冠革帶皆金釦大臣靑羅冠

次絳羅珥兩鳥羽金銀雜維釦衫同袖袴大口
白韋帶黃革履庶人衣褐載弁女子首巾-

7） 「梁職貢圖」百濟.

8） 日 本書記 卷十 擧田天皇 十四年（癸卯） 二月 . （蘇晃玉, "韓國傳統染織에 관한 文獻的 硏究”, p. 26 재 인용）

9） 日本書記卷十四大泊懶幼武天皇雄略天皇七年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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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의 紫染의 시작은 웅략천황（451~479） 
때에 百濟에서 전해진 것이다河〉.

3. 新羅時代의 服色

신라는 백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산악지대에 위 

치하였고 다른나라들과는 격리되어 있어서 삼국 

중 가장 문화 발전이 늦었던 나라이다. 따라서 문 

화적으로 앞선 백제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그 

문화를 형성하여 갔다.

신라 초기의 복식제도는 新羅 제 23대 法興王 

7년에 이르러 신라 6부 사람들의 服色과 상하, 尊 

卑를 가려 복식제도를 정하였다고 하나 전해진 

것 이 없으며, 그 복색 에 대하여 東夷의 풍속 그대 

로였다는 것으로 보아 백제, 고구려의 紫, 緋의 

복색 체제가 아닌 신라 고유의 색채 상징에 의한 

等位를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법흥왕 10년（523）에 百官의 공복제도가 개정 

되었다.

신라의 의복색은「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를 유추할 수 있다. 신라 23 
대 법흥왕때 6부의 의복색을 다음과 같이 신라 

17둥 官階 공복제도를 통해 살펴보면, 1〜5등급 

（眞骨大等）은 紫衣, 6〜9등급（六頭品）은 緋衣, 

10〜11등급（五頭品）은 靑衣, 12〜16등급（四頭 

品）은 黃衣, 17등급（평민）은 白衣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新羅의 服色에 대하여는 北史 新羅條m에 신라 

인들은 素絹에 그림을 그려 衣服에 染采를 꾀한 

彩繪方法을 나타내고 있고, 焰知王代의 碧花의 

說話m에 錦繡와 色絹 둥이 보여 民間人들이 사 

용하였던 記錄은 浸染이 이미 오래 전에 發達되 

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第 23代 法興王 1" 
때에는 百官公服制度를 마련하여 紫衣, 緋衣, 靑 

衣 둥의 色彩로 區分表示하였고, 同王時代이후 

부터는 武官職制에서 綠衿, 紫衿, 白衿, 緋衿, 黑 

衿, 赤衿, 靑衿 둥의 色衿을 사용하여 직책을 區 

別하였다.

4. 統一新羅時代의 服色

통일신라시대는 300년간 안정된 국력을 바탕 

으로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무역이 확대되어 필연 

적으로 색채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同 시기의 

일본의 문헌에는 다양한 염료의 수입이 기록되어 

있어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료의 

교역은 매우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興德王의 服色禁制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의 

服色制度를 살펴보면, 색의 禁制는 의복뿐만 아 

니라 屋舍, 車騎, 器用에도 적용되어 귀족의 계급 

적 등위를 명시한 것이다.

三國史記 興德王의 服色禁制切의 女子服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女 九色禁赭黃

六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金屑紅

五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黃屑紅緋

四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黃屑紅緋滅紫

平人女 四頭品女와 同

眞骨女는 九色, 禁赭黃, 6두품녀는 禁赭黃, 紫, 

紫粉, 金屑, 紅, 5두품녀는 禁赭黃, 紫, 紫粉, 黃屑, 

紅, 緋, 滅紫, 평인녀는 4두품녀와 동일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색의 等差는 赭, 黃, 紫, 緋, 滅 

紫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眞骨女에게는 9색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나타난 色名으로는 

7가지 밖에 추적할 수 없다. 즉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滅紫이다. （赭黃色은 禁色）1，金屑은 

金粉을 의미하고 黃屑은 金粉과 同一 하다®. 이보 

다 시대가 앞선 法興王代의 紫, 緋, 靑, 黃의 것 

10） 染織^生活史. 앞의 책.

11） 北史列傳新羅條「服色尙畫素」

12） 三國史記卷3新羅本記焰知麻立干22年條.

13） 三國史記卷4新羅本記4法興王7年條.

三國史記卷33雜志2色服新羅條.

14） 三國史記卷33雜志2色服條興德王服色禁制.

15） 金永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硏究, 1988, p.118.
16） 金東旭,「增補 韓國服飾史」, 포細亞文化史, 197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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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보면 色彩區分이 다양해지고 그 체계 

가 바뀌 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紫色은 紫와 滅紫이다.

日本의「萬葉集」에 이 노래를 지은 작자는 

조선의 귀족으로서 일본에 망명하여 한국의 색인 

紫色으로 고국에의 향수를 읊고 있는 것이다. 즉 

紫染은 고국인 韓人의 색인 것이다. 한인의 색인 

자색과 그 염법은 한인의 이민과 더불어 유입되 

어 전파되었던 것이며, 일본에서 현존하는 당시 

의 紫, 滅紫의 기록이나 유물은 신라의 색으로 볼 

수 있다.

滅紫色은 正倉院文書에 天平勝 五年八月十九 

日寫經疏間紙允裝潢帳（大日本古文書九）滅紫紙 

白七十九張（753）이라 하였고 일본 平安 初期까 

지 사용된 색이다.

일본의 滅紫色은 자색의 엷은색을 의미하며 이 

때 엷어 진다는 것은 담색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濁色에 가까워지는 색조를 띄게 됨 

을 의미한다.

新羅時代의 유물로 국립박물관에 현존하는 紫 

紙金銀泥經（景德王 13년 754）은 濃紫色 바탕에 

金泥로 그림을 그리고 銀泥를 부분적으로 곁들인 

것으로서 그 色은 거의 쪽빛에 가깝다찌 古代新 

羅의 자색의 색조는 色彩名과 유물에서 보둣 청 

색계의 색이 더 강하지 않았다. 추측되지만 新羅 

의 滅紫色은 조금 엷은 紫色으로 오늘날의 유물 

에서 볼 때 赤色이 많은 紫色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 19）.

신라의 紫色은 媒染助劑의 가감으로 紅味가 있 

는 경우도 있고 濃色의 경우는 藍 味가 많으며 재 

료의 양에 따라 色名이 滅紫, 紫둥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2。＞. 또한 滅紫色은 四頭品女와 平人女의 

服色으로 禁止되었다. 그러므로 滅紫色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9색중에서 四頭品女와 平人女를 除 

外한 五頭品女以上의 新羅女人들이 가장 많이 사 

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河. 滅紫色이 어 

떤 色 인지에 대하여는 北譯三國史記에서 未詳이 

라 하였다.

이 滅紫色은 故 金東旭 敎授는 "보다 엷은 紫 

色, 조금 엷은 紫色，끼 퇴색된 紫色”이라고 해석 

하였다. 譯註 三國史記 주석에서는 滅紫를 "퇴색 

된 자주색”이라 해석하였다. 滅字는 여러 뜻이 

있지만 火食의 意味를 取하여 불이 꺼지면 어둡 

고 캄캄하다. 즉 黑色이 된다. 그러므로 滅紫色은 

紫色에 黑色이 加味된 色으로서 鮮明한 紫色이 

아니 라 가라 앉은 紫色 즉 黑少 紫多之色이라 해 

석 된다끼

in. 高麗時代의 服色

高麗時代의 支配層인 官人階級의 服飾制度는 

그 변천이 다양했던 당시 중국의 국가 체제 변화 

들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唐制I, 宋制 둥의 중국 服飾의 영향, 元의 服屬 

으로 인한 蒙古服飾의 영향, 원의 쇠망과 더불어 

신흥국인 明制度의 영향 둥 3期로 구분할 수 있 

다.

고려의 왕실과 상류계급 복식은 당시에 중국적 

인 영향에 따라 당, 송, 원의 복색과 관련이 있으 

나 서민의 백색옷은 삼국시대와 같은 것으로 나 

타난다.「高麗史」와「高麗圖經」의 내용으로 의복 

색 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時代의 王朝服의 색은

國初……柘黃色.

文宗（11代）……紅，黃色.

忠烈王……黃色.

을 착용하였다.

恭愍王 19年 明太宗으로 부터 冕服과 더불어 

遠遊冠에 絳紗袍를 사여밭아 赤色인 絳紗袍로 服 

飾을 착용하게 되었다.「高麗圖經」에 나타난 王 

17） 麻田運陽春,「萬葉集」卷 4-1569. （金永淑（1988）, 앞의 책. p.157 재인용）

「韓人O衣染;紫0〉情二染Z，C思^;•力'芝」

18） 李良燮，「韓國傳統紫染硏究」，「硏究報吿」.

19） 金東旭，「增補韓國服飾史」，亞細亞文化社，1977 p.30.
20） 金永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硏究”, 淑明女子 大學院 家政學科 박사학위논문, 1988.
21） 金鎭玖, “三國史記의 服飾硏究”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2호, 1998, p.194.
22） 金東旭，韓國服飾史硏究，1979, P.30.
23） 金鎭玖, “ 三國史記의 服飾硏究”,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2호, 1998,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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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常服은 網色인 淡黃袍로 宋黃帝의 同一色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 恭愍王때 新興明으로부터 청하여 받은 

冠服이 있었고加 祸王代에는 明의 服飾制度에 2 
둥 遞降涮 原則에 따라 袍色이 紫 흑은 大紅色으 

로 변하였다. 高麗에서 百官의 公服制度를 처음 

제정한 것은 4代 光宗 11年이며 2 등급은 紫衫, 

緋衫, 綠衫이다. 17代 仁宗代에 四色公服制度를 

定하였는데, 둥급은 紫文羅袍, 緋文羅袍, 綠衣이 

다. 그 또한 18代 睿宗朝에 詳定한 公服色과「高 

麗圖經」에 나타난 服制는 大同小異하여 紫衫, 緋 

衫, 綠衫으로 기록되어 있다.

「高麗圖經」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衣服色相은

黃色系……（濃淡）網色，金色，黃廂，壊色，柘 

黃，赭黃.

赤色系……絳，紅，紫,朱，練，赤，緋.

靑色系……綠（深淺），蒼.

黑色系.......皂，烏，黑，玄.

白

銷金

둥이다.

이외에도 고려의 색상명은 丹, 烏，靑 등을 더 

찾을 수 있다. 그 중 일반 서민에게 白, 黃（濃淡）, 

紅, 黑色을 사용하였고, 紅，黑色은 의복의 치장용 

등 악세사리 용도로 드물게 쓰여졌고 庶民은 주 

로 백색이었다.

문헌상에 나타난 각종 기록은 고려 때의 자색 

염이 매우 아름답고 선명하여 주변국가에서까지 

그 선호가 높았던 것을 보여준다.

「鷄林志」에

"고려는 紅, 紫 염색을 잘하여 가장 기묘하였 

다. 이에 쓰이는 紫草根은 줄기가 큰 것은 牡丹 

뿌리와 같았고 이것을 찧어 染綿을 하니 매우 선 

명하였다20.”고 전한다. 고려 紫色은 그 아름다움 

으로 인하여 인근 국가에 供物로 제공되었으며 

때로는 상대 국가에서 강제로 징발하는 대상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元에서는 收奪品 가운데 고려 

紫色 비단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24 25 26 27） 중국에서의 

24） 「高麗史」世家卷第42,恭愍王.

25） 「高麗史」志卷第26, 一舆服.
26） 孫穆「鷄林志」

27） 「髙麗史」卷22. 髙宗 8년 2월 （1240）.
28） 「高麗史」卷 32 忠烈王 20년 4월.

자색 선호와 더불어 고려 자색염의 선호를 짐작 

케 한다. 忠烈王 20년（1294）28〉22년（1296） 元에 

가지고 간 供物目錄 속에서 紫羅가 유일한 色織 

으로 포함되어 있다.

왕의 의복은 朝服이 황색이며 常服은 담황색이 

던 것이 공민왕 때에 자색과 대흥색으로 변했다. 

공복은 자색이지만 평상복은 백저포를 입어 일반 

백성과 같은 횐색옷을 착용하였다.

百官服은 조복에서 정3품과 4품은 紫紋羅袍이 

며, 5 • 6품은 緋紋羅袍, 8 • 9품은 綠衣를 입었다. 

또한 公服으로는 光宗代는 紫衫, 丹衫, 緋衫, 綠 

衫의 순서였고, 仁宗代에는 紫紋羅衫, 緋紋羅衫, 

綠衣였으며, 毅宗代에는 4품은 자삼, 5 • 6품은 

비삼, 서관은 녹삼이다.

이상의 공복의 색은 자색이 가장 상위이며 녹 

색이 하위다. 또한 이 녹색은 醫生도 착용하였다.

계급자의 의복은 대체로 자색을 입고, 왕이나 

왕비는 비색이나 대홍색을 입는다. 이에 비하여 

서민과 하급자인 工技 , 農商은 백저포를 입는다. 

또한 하급자의 의복색은 皂色으로 人吏, 民長이 

입었다. 서민녀는 紅羅로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黃衣白紆袍를 입 었으며, 婢妾은 紅囊을 사용하였 

다.

또한 고려도경에 "舊俗 女子의 服은 白紆衣, 

黃裳으로 위로는 公候貴家로 부터 아래 는 民庶의 

妻妾에 이르기까지 대개 無辨하였다.”하였으며 

徐兢이 고려를 다녀간 전후의 풍속은 白紆衣, 黃 

裳이 상하 婦女의 通服이 었다 하겠다.

裳은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노란색이었으며, 

그 색은 짙기도 하고 엷기도 하여 上下가 그 제도 

에는 구별이 없었다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보면, 고려인의 의복색은 붉은색 

계통인 자색, 비색, 다흥색을 귀한 색으로 여겼으 

며 녹색은 하급자의 색이며 皂色 역시 천한 색이 

었다. 황색은 왕의 조복에 사용되기는 하였지 만 조 

선시대만큼 귀하게 취급되지 않은 둣하고 오히려 

미혼녀에게 착용되었다. 백색의 의복은 일반백성 

의 의복색으로 전통적인 민족복색의 의미를 지니 

-89 -



90 韓國 傳統服色에 대 한 考察 복식문화연구

고 있다. 따라서 왕도 평상의 생활에서는 백색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W. 朝鮮時代의 服色

朝鮮時代의 복식은 전기에는 明 복식의 영향하 

에서 관복제도가 변천 되었으며, 중, 후기에는 임 

진, 병자 양란을 치르는 동안 중국의 한족에 의해 

명이 멸망하고 만주족에 의한 청이 들어왔음에도 

관복만은 그대로 明의 제도를 고수하면서 우리 

민족 복식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색 채관을 형성한 것 중 하나가 음 

양오행설이 다. 음양오행설은 중국에서 처 음 발생 

한 사상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한민족 

의 민족성에 적합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즉 한민 

족 고유의 색채와 샤머니즘적인 색의 요소가 오 

행설과 연결되어 독자적 색채관이 탄생한 것이 

다. 소위 오행이라 불리우는 사상체계는 색채의 

식에 강한 영향을 주어서 색채를 五彩로 구분하 

는 기준이 되었다29）.

31） 김영자,「韓國의 服飾美」, 민음사. 1992, p.119.
32） 孫穆，1■鷄林志」.

33） 李萬運，「萬機要覽j財用篇參照.

34） 世宗 7월 9일 丁未條.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陰陽五行思想이라는 사 

고 체계는 의복, 민속, 생활 양식 등에 의미를 부 

여하여 정신과 생활속에 의례나 제도에 관련하여 

색채 상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叫

그러므로 조선시대 색채 관념은 당시의 사상적 

관념이었던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하여 색을 선택하였으며 삼국시대부 

터 전해내려 오는 민속신앙을 토대로 한 주술성 

의 색채의식으로 색채관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계급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색은 상징적 의미로 

복색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색 질서가 확 

립되었다. 그러나 서민의 색채 생활은 의복에서 

백색의 사용과 더불어 경사로운 시기에 有色을 

의복색으로 하는 제한적인 색 사용이 이루어졌으 

나 영조, 정조시대 이후는 실학사상이 싹틈과 더 

불어 자유로운 표현성이 동반된 색의 다양함과 

고정관념이 약화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한다.

강윤숙, 이순홍, "服色의 象徵的 意味에 관한 硏究”, 

앞의 글. P.87. 31 32 33 34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사조에 따른 부분적인 양상 

에 불과하고 전해져 오는 전통적 감정은 저변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鷄林志」에서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緇（黑色）, 

玄，素，絳，緋，繡縉（淺絳色），縹（玉色），縄（雅靑 

色）, 黔（淺靑色） 둥을 基本으로 하였는데 점차 

染色이 발달되면서 中間色이 늘어 연두색, 草綠 

色, 淡黃色, 眞黃色, 一藍色, 남속색, 洋藍色, 반 

물색, 玉色, 靑色, 眞紅色, 松花色, 白色, 洋草綠 

色, 洋玉色, 眞粉紅色, 紫赤色, 취월장색, 회보라 

색, 藍色, 粉紅色, 紫色, 雅靑色, 灰色, 柳綠色, 豆 

綠色, 黃色, 淡黃色, 鴨頭綠色등 다채로운 색깔이 

있었다고 한다3》. 그러나 朝鮮初期부터 服飾禁制 

에 대한 服色 紋緞 使用의 制限을 하였고, 高價의 

外國 產染料 使用에 크게 부담이 되었으므로 上 

流階層에서 使用하는 織物에 局限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 染織 發展의 침체를 가져 온 것이 

다.「萬機要覽」에는 多紅, 藍, 鴉靑 둥의 雲紋紗 

水紬•白鼎紬 또는 紫的草綠•大紅•間色 둥의 

吐紬 • 磕紅鼎紬 • 白綿布 • 大紅綿布, 또 正布의 

白正布 • 生正布 • 演靑正布 둥과 白苧布 둥의 染 

織이 있었다고 한다33）. 그러나 이것들은 주로 上 

流階級의 호사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朝鮮朝初는 어느시대보다도 蘇木 貿易이 발달 

하였으며 世宗朝에 蘇木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다. 蘇木은 우선적으로 宮中의 소용품으로 

확보하고 剩餘品에 한하여 일반 商人에게 拂下하 

거나 귀족이나 시녀들에게 下賜의 형태로 분배하 

였다渤. 이는 곧 자색의 選好性과 流行性을 의미 

한다. 世宗 9년 에 는 자색선호가 卿大夫로부터 賤 

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하여 금지하고 있다. 

紫色의 금령은 世宗朝에 宣祖때까지 계속되었으 

며 世宗朝에 더 자주 보인다.

李德懋는「士小節」「婦儀」에서 "선비의 아내가 

다루는 것으로 紅花, 紫草, 丹木, 黃蔡, 黑今金, 

藍靑色의 染色材가 있다하였고,「閨閤叢書」에도 

단목에 대한 염색 기록이 있으며 조선조말 宮中

服飾 30, 199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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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記가운데 고종 19년 世子嘉禮때 洪祐爽家에서 

진상해온 물품 중에 丹木 15斤이 있다히. 이들 기 

록은 朝鮮時代 蘇木의 지속적 사용을 나타내 보 

이고 있다.

朝鮮朝 初期 蘇木은 紫色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紫色禁制 때문인지 자색계의 發色 

源으로 보다는 紅色系로 사용되었다3®. 다만 조 

선시대의 홍색 문화가 전개되면서 紫는 紅味가 

가미되어 紫的（紫赤）이 되어 새로운 색명의 장이 

전개된다.

그에 대한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들을 지적 할 수 있다.

• 新羅의 滅紫色의 色調나 高麗 以前까지의 色 

彩名을 紫라고 한 점.

• 世宗朝 이후 蘇芝에 의한 紫染의 退潮（청색 

계로 발색）, 靑紫의 포기는 世宗朝 이후 보이지 

않는다.（세종32년 1월 癸巳條）

• 燕山君 이후에는 紫的, 英祖때 부터는 紫赤 

으로 混用 표기 .

이로 미루어 고려 때까지 또는 조선조 초기까지 

의 자색은 청색계가 더 강하였으며 조선조 중기 

이후는 붉은색 계열의 자색이 더 널리 쓰인 것 같 

다. 현존하는 영친왕의 紫赤, 龍袍는 붉은 기운이 

훨씬 강하다. 1901년에 조사된 조선인의 기호 색 

상에서도 紫芝（赤紫色）를 선호하고 洋甫羅色（紫 

色） 사용이 비교적 적다고 하였다.

「閨閤叢書」에도 紫赤을 들이는 법에는 紫草에 

의해 염색한 후 丹木물에 백반을 타서 헹군다 하 

였으니 붉은 계통의 紫染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朝鮮時代 色彩名을 黃色系, 紫色系, 赤色系, 綠 

色系, 茶色系, 黑色系, 靑色系, 藍色系, 기타색 둥 

으로 분류한다.

紫色系의 色彩名은 紫的 • 紫赤 • 紫芝 • 자 뎍 • 

朱紫•靑紫•甫羅•淡紫•赤紫•黝紫•洋甫羅 

• 灰甫羅 • 지초보라 둥이다.

조선조때의 紫色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빼 

앗기고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1940년까지도 

順子 91

婚俗에서 紫色選好 風習은 여전해서 특히 신부의 

衾枕에 자주색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머리에 

쓰는 처네（薦衣）나 어린이 둥에 업을 때 두르는 

천의 둥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된 색 

이 자주이다. 또 肅宗 • 英祖시대가 배경인「春香 

傳」에서 춘향의 단오 명절 옷차림에 자주 댕기와 

자주 繡唐鞋가 둥장한다.

“ ……三升 버선 （紫芝鄕織 繡唐鞋）를 날 岀子 

로 제법 신고.......”

춘향의 신분은 妓生으로 서민이 신을 수 없는 

자주, 그것도 繡唐鞋를 신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 

색 선호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석달맞이' （조선후기）에는 남녀 노소의 자 

색 계통의 저고리가 많이 눈에 보이는데, 이는 자 

주색에 가까운 茶割色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초의 기록으로 紫色이 부분적으로 착용 

된 것은 讓寧大君의 妾件里가 紫色 옷고름을 달 

았다가 司憲付 禁史에게 잡혀 문제가 된 일이 있 

다35 36 37 38 39）.는 故事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 紫色을 사 

용하는 회장저고리 의 착용은 15C 중엽 의 출토 유 

물로서 청주한씨 저고리, 안동김씨 수의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착용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옷 

고름의 색은 거의 紫色系로 보고 있다.

35） 金容淑,「宮中撥記」, 향토서울 18.
36） 金永淑,「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硏究」, 숙대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p.153, 1988.
37） 憑虛閣, 李氏「閨閤叢書」, 李慶善 狡註, 新됴文化社, 1974.
38） 「燃藜室記述別集」卷之6官職典故，司憲府.

39） 金永淑,「韓國服飾史에서 나타난 傳統色 硏究」,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2.

黃色系의 色彩名은 深黃 • 柳黃 • 土黃 • 鵝黃 • 

明黃•鞠鹿•紅黃•明金•微黃•純黃•淡黃• 

松花色 • 駝色 • 銀杏色 • 金鄕色 • 豆錄色 둥이다.

松花色은 연한 노랑색으로 위에서 언급한 綿色 

과 柘黃色이 아닌가 본다. 권위의식에서 황금색 

이 남성용인데 반하여 여성용인 바 주로 저고리 

색이었다찌

朝鮮朝에는 黃色은 그 지위가 높아 누차의 금 

제에도 불구하고 귀족충 심지어는 서민에게 까지 

도 그 사용이 만연되어 제어에 어려움이 많았다. 

황색의 色調변화는 우리민족의 色調 기호의 단면 

을 보이고 있다. 黃色은 原色과 混合色으로 분류 

되며 혼합색은 白色系, 紅色系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黃金色（正黃色）은 중국 황제의 색이었기 때 

문에 敬畏의 색으로 서민에게는 그 착용이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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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혼합색중 白色系（淡色） 

인 松花色은 꾸준히 사용된데 반하여 황색의 彩 

度가 떨어지는 紅色系인 黃紅色이나 赤黃色은 조: 

선시대 이후 그 사용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國末의「宮中件記」壬午嘉禮의 간택 처자의 의 

복을 보면 三揀擇후의 복식은 물론 嬪宮衣 湯모 

두 송화색저고리가 쓰이고 있다. 韓末 李能和「朝鮮 

女俗考」의 혼례 의복에는 신부 의복으로 초록색, 송 

화색 , 보라색의 上衣 3작을 지 적하고 있다

黃色 저고리는 宮中과 民間에서 다같이 착용된 

것으로 그 풍습은 국초부터 국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없다. 黃色 옷은 젊은 처녀나 婚禮時 服色 

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朝鮮朝初 이후에 나타나 

나,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도 그러한 풍속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靑色系의 色彩名은 반물（藍） • 深藍 • 藍間 • 翠 

藍•軟藍•黯藍•형藍•日藍•二藍•洋藍•品 

藍 • 藍松 • 藍兩 • 갈매 • 縹監 • 天藍 둥이다.

조선시대 尙衣院에 10명, 濟用藍에 20의 靑染 

匠이 있어 전문적으로 청색 염색에 종사하였다. 

한편 농촌에서 마을 단위 형태로 藍染하기도 하 

고 가정에서 남색, 옥색의 염색은 부녀자들의 전 

담이었다.

전통염색은 藍을 생즙으로 만들어 염색하는 방 

법（생즙염색은 변색이 쉽다.）이 있으나 藍澱을 

만들어 염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 

다. 藍澱은 '반물'이라 하여 일반 가정에서 각기 

藍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물집'이라 하는 靑 

染 전문 染色所에서 생산하였다이 반물집에 

서는 반물을 들여 주기도 하고 藍澱을 주머니에 

넣어 팔기도 하였다. 藍澱 주머니를 '반물주머니' 

라 하여 이것을 사다가 주머니채 물에 살살 흔들 

어 色度를 적당히 맞추어 염색을 할 수 있었다.

조선조 藍澱에 대한 기록으로는「山林經濟」나 

「閨合叢書」에서 볼 수 있다. 英祖시대「續大典」 

에 보면 堂上官은 藍色, 堂下官은 靑玄色의 貼裏 

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同 39년에는 적극적으로 

藍色系의 복색 착용을 종용하였다. 당시 이미 발 

효에 의한 염색법40 41 42 43 * 45）이 정착하여 저렴하고 편리하 

게 염색 할 수 있어 同 34년 燕京에서 수입 해오 

던 靑染布를 금하고 청색으로 염색된 국내산 무 

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40） 李能和，「朝鮮女俗考」，「婚姻論財」，第6章.

41） 조선일보, 1988. 4. 22.
나주시 박경중 도의원 口傳.

42） 閨合叢書.

山林經濟.

43） 太宗11년 4월 丙辰條, 12월 辛丑條, 15년 11월 壬戊條. 44） 조선일보, 1988. 4. 22.
나주시 박경중 도의원 口傳.

45） 영조 52년 3월 庚辰條.

靑色系의 色彩名은 蒼 • 福 • 碧 • 靑碧 • 藍靑 • 

鴉靑•深靑•黃柳靑•靑柳靑•天靑•淡靑•灰 

靑•玉色•深玉色•靑玉色•葡萄靑•蛋靑•句 

頭靑 • 靑阜 둥이다.

조선조 전시대에 걸쳐 청색의 藍染의 권장이 

있었으나 청색보다는 초록이 더 유행되었고 문헌 

상으로도 청색보다 옥색의 둥장이 많다. 그러나 

조선조 초에 옥색의 금령 이 자주 내 렸다. 太宗朝 

11년 4월 12월에,

- 灰色, 玉色의 禁止 -

가 반포되었다. 그 이유는 고려말 국민들이 灰色 

옷을 좋아하였더니 나라가 망했다는 俗言이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후 同 15년 11월에 옥색 

의의 착용을 허락하였다⑶.

世宗朝에는 예조판서 閔義生이 靑色옷의 염색 

값이 비싸므로, 深紅, 土黃, 玉, 藍色衣를 착용할 

것을 건의하자 왕은 그에 대해 玉色은 國初부터 

숭상해 온 것이나 素色에 가까운 색이라 하여 금 

하였다옥색의 금제는 조선조 초부터 조선조 

말 고종 40년 2월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英祖 52 
년 宮에 넣은 의대에도 玉色廣織 中赤莫（중치 

막）, 玉色貢緞 中赤莫, 玉色長衣妁가 있어 王이 

평상시 옥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申 

閏福의 風俗畫에도 玉色 道袍 차림이나 횐색과 

옥색 치마저 고리를 입은 부녀자들의 모습이 많이 

둥장한다.

「林下筆記」에 英祖 13년 李成이 아뢰기를,

"이미 白衣를 금하였고 申節하는 敎旨가 있었 

는데 그 靑衣로 말할 것 같으면 입고 있는 청의의 

색이 매우 淺淡하여, 나라에서 靑衣를 입게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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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 없으니……"46)

라는 구절에서 靑 아닌 玉色衣의 유행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위로는 왕을 위시하여 아래는 士大夫 

들의 도포나 두루마기색에 이르기까지 애용된 색 

이다. 또한 여인네들의 여름 모시 치마는 거의 玉 

色이었으며, 1966년까지 생존한 마지막 조선 純 

貞皇后, 尹妃는 미망인 이므로 두루마기, 저고리 

도 민 옥색 저고리를 잘 착용하였다. 또한 세모 

시 옥색치마，라는 구절에서도 한국여인의 여름 

전통 치 마색 이 玉色임 을 알 수 있다46 47 48 49 50 51 52〉.

46) 「林下筆記」권 15 文獻指拿篇.

47) 「宮中件記」辛亥 7월.

48) 金永淑(1988),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硏究”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8.
49) 英祖 52년 3월 庚辰條.

50) 高宗 27년 4월 19일.

51) 世宗 22년 10월 乙亥條.

52) 中宗 23년 8월 丁巳條.

53) 中宗 28년 7월 乙卯條.

54) 中宗 31년 6월 辛卯條.

55) 宣祖 39년 6월 王子條.

56) 中宗 9년 10월 甲寅條.

57) 成宗 19년 3월 乙酉條.

綠色系의 色彩名은 鴨頭綠•黑綠•鷲哥綠・ 

柳綠•明綠•柏枝綠•草綠•雅靑草綠•靑綠•軟 

草綠•玄綠•紅綠•朱綠•黝綠•팔유청•洋草 

綠 • 草綠兩色 • 擬草綠 • 녹두빛 둥이 다.

綠色의 기 록은 신라때 에도 보이나 公服의 색으 

로 기록된 것은 고려 때 부터인데 4둥급 복색에 

서 最下色이 綠色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부터는 草綠은 男女 의복과 衾枕, 裳 둥의 색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초록은 혼례의 品目으로 黃, 

紫, 草綠에 속하여, 또는 왕의 棉宮에 넣은 의대 

의 품목©에 사용하며 또 棺衣色에 多紅과 함께 

쓰이는 色50)이다. 초록은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 

면 間色에 해당된다.

조선조 초에,

“草綠 • 茶割 • 柳靑의 三色은 입어도 괜찮으 

니”51)라고 하여 별로 초록색에 대한 선호가 나타 

나있지 않았지만 中宗 23년 8월에 傳敎하기를, 

"초록색을 진하게 물들여 입기를 좋아하여 밭에 

다 곡식을 심지 아니하고, 많은 쪽을 심어서 너무 

나 검게 하기에 힘쓰고 있다. …… 듣자니 尙衣院 

에서 물들인 남색이 적당하다고 하니 그것을 마 

子 93

름질하여 들여 오게 하여 그 색이 어떠한가를 보 

고 밖으로 내보여서 내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 

을 표준삼아 금하게 하려하니 이 취지를 사헌부 

에 말하라”s고 하였다. 이는 당시 초록색이 유행 

했음을 알 수 있다.

5년후 中宗 28년에는 부인들이 진한 초록색이 

없으면 부끄러워 외출하기를 꺼 렸다 할 정도로53〉 

초록이 유행되었으며 同 31년에도 당상관의 짙은 

草綠色衣를 금하고 있다54). 그리고 宣祖代에는 

生白紬, 軟草綠表衣의 유행을 들어 금지하고자 

강력한 제재가 내렸던 것이다55 56 57).

中宗朝의 禁令이 수차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草綠은 쪽으로 염색하는 間色으로, 草綠色의 

유행은 염색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燕山朝에 

北京에 기술인을 유학을 보내 草綠 둥의 염색법 

을 배워오게 한 것이다. 또한 中宗 9년의 大司練 

崔淑生의 上疎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초록색을 물들여 옷을 만드는 사람은 

그 빛깔이 다만 풀빛처럼 만드는데 그쳤지만 지 

금은 그 빛깔이 鴨頭보다도 더 진하게 하는데, 압 

두색으로 물들인 것을 다시 鴉靑色으로 만들어 

새로운 모양을 다루어 본받으므로 공력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그 

치지 않으니 어찌 숭상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되 

었겠습니까? 삼가 듣건데 尙衣院에서 內染 할 때 

에 藍草가 모자라면 또한 여러 民田에서 취하는 

더〕, 패를 세워 놓고 다 베어 권내로 실어 들여서 

될 수 있는 한 진하게 물들이도록 아랫사람에게 

권한다 하니, 아랫사람 중에 어찌 이보다 심한 자 

가 없겠읍니까?尚 즉, 藍草에 얻어진 藍色이 푸른 

빛(초록)이 되어 이것을 더욱 진하게 염색하면 

鴨頭色으로 그보다 더 진하면 鴉靑色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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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鴉靑은 검푸른색, 靑黑色 또는 갈매색, 반물 둥 

의 다양한 이름이 있다. 雅란 갈가마귀의 깃색이 

푸른색이 도는 검정색인데서 야청(또는 아청)이 

라는 색명이 생겼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검정색 

은 야청을 썼으며,5” 궁중에서 그처럼 야청색의 

수요가 많은 것은 검정색을 忌服의 색이라 하여 

기피하였던 때문이다. 國未 궁중에서 사용한 야 

청색의 실물을 보건데 靑黑色이 아니라 붉은색이 

도는 검은 색이었다. 이로보아 '갈가마귀'같다 해 

서 야청색이라 하지만 純黑色이 아닌 약간 붉은 

색 이 도는 혼색 이었다.

“時服은 鴉靑色인데 우리 토산물이 아니어서 

형세가 항상 착용할 수 없으므로 公會 둥처의 복 

색이 똑같지 않아 보기에 혼잡스럽습니다.”尚

“혹색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항 

시 입을 수가 없고…….曲라는 구절에서 鴉靑色 

은 국내 생산품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藍에 의한 염색이 발달되었고 

대유행을 하였다. 또한 아청의 염색법이「山林經 

濟」6。＞에도 있으나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한 

다.

鴉靑 옷감이 이 와같이 外來品이 라 國未 髙宗때 

의「宮中件記」에 의하면 아청 옷감의 수입품은 

주로 甲紗, 貢段둥 비단에 한하였고, 궁중 下隸인 

羅赤 (조라치 ) 와 女무수리 들의 옷은 아청이 었는 

데 재료는 무명이었다. 무명옷은 아청색이라 부 

르기는 했지만 색이 충충하였고, 민간에서는 떫 

은 감물을 들여 대용하기도 하였다.

赤色系의 色彩名은 繍 • 絳 • 緋 • 茜紅 • 土紅 • 

-丹•木紅•小紅•深紅•粉紅•挑紅•淺紅•淡 

紅•多紅•鮮紅•黑紅•眞紅•純紅•磕紅•紅 

花色•牧丹色•綠紅•藍紅•軟粉紅•眞粉紅• 

粉紅兩色•連紅•銀紅•水紅•丁紅•蔡紅•淡 

朱 • 朱紅 • 朱黃 • 朱 둥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赤色系에 대한 色彩 표현 

명칭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여졌지만 

용어가 표현하는 실제의 색에는 큰 차이가 없다. 

赤色 차이는 濃淡의 정도와 鮮明度를 증대시키기 

위한 밑거리 染材 사용 여부 정도이다. 조선시대 

에 홍색을 色調의 濃淡이나 染料에 따라 色相을 

분화시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에 대홍은 '다흥'으로 읽어 '多紅'과 같 

은 뜻이다. 國初에는 다홍을 대체로 '大紅'으로 

표기 했으나 중후기 이후 英祖때만 하더 라도 實錄 

이나 궁중관계 문헌에 '多紅'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大紅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대홍은 진상하 

는 御服色으로 男子 관복의 경우 王, 世子와 堂上 

官 이상만 사용하였고 그외 직급에서는 禁하였 

다.

土紅은 端宗 2년에 朝啓, 常參, 會禮宴, 使臣迎 

接時香을 받을 때 외에는 大小臣僚에게 土紅色 

옷을 입도록 하라 하였으니 당시 土紅色이 관리 

들의 일반 公服이었으며6D 그 色이 淡色인 관계 

로 喪服切으로도 얘용되 었다.

木紅은 宣祖 34年 6月 에 冠服色에 대한 論議가 

있었다.

成宗初年에 朝臣들의 建議에 依하여 朝臣들이 

服色을 마음대로 제조하였던 바 雜亂하고 법도가 

없다고 하여 禮官으로 하여금 大臣과 議論하여 

制度를 定하였다. 언제나 雅靑, 草綠과 木紅을 사 

용하였고, 이밖에 玉色, 緇色과 淡黃色은 使用하 

지 못하게 하였다58 59 60 61 62 63 64〉. 이로인해 成宗때 冠服은 雅 

靑, 草綠 및 木紅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成宗 5年에 완성 한「經國大典」에 冠服의 色으 

로 一品에서 正三品까지는 紅袍, 從三品에서 六 

品까지는 靑泡, 七，八，九品은 綠袍閱를 제정하였 

다. 그러므로 一品에서 正三品까지의 紅袍는 木 

紅色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흥은 御服色 

이며, 王과 王世子服色이어서 禁하였기 때문이 

다.

58) 中宗 13년 9월 甲紫條.

59) 中宗 14년 6월 辛未條.

60) r山林經濟」展功志二.

61) 端宗 2년 士子條.

62) 世宗 3년 6월 丁巳條.

63) 宣祖 34년 6월 甲戌條.

64) '■經國大典」禮典儀章.

小紅은 大紅에 대비하여 생긴 명칭으로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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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기록은 世宗實錄에 보인다. 즉 世 

宗 28년 5월에 議政府에서 服色詳定 조건을 啓請 

하기를 "大紅은 進上하는 服色이므로 금해야 하 

며 內丹木에 小紅을 물들인 것을 禁止하지 마소 

서”하였는데, 集賢殿에서 議論하여 아뢰기를,

……” 內丹木에 小紅 물들인 것을 입는것도 流 

品朝士와 衣冠子弟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어떻겠사옵니까?”

라는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서서히 실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小紅도 고위층에 한정되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紅은 조선후기 에 주로 안감을 물들이는데 사 

용되었다.「尙方定例」에 따르면 大紅이 주로 겉 

감으로 사용된데 반하여 磕紅은 모두 안감으로만 

사용된 것이다免＞. 이러한 色 외에 眞紅의 색채명 

이 朝鮮時代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조의 婚禮服으로 흥의를 전통적 으로 채 택 

한 여러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婚禮服에는 紅花 

染이 사용되었으며 그 시기는 조선조 초기 이전 

부터 世宗 28년에는 혼례를 행하는 집과 평상시 

의 남녀가 모두 다홍으로 의상을 만든다하여 禁 

止한 바 있다.

茶色系의 色彩名은 茶割色 • 茶褐 • 銀褐色 • 紅 

褐色•靑褐色•黑褐色•耦褐色•胡挑褐色•棗 

褐色•椒褐色•明茶褐色•荊褐色•모갈색•紺 

色色 • 紺茶色 • 紺茶割色 • 深染茶割色 둥이 다.

黑色系의 色彩名은 玄色 • 烏色 • 早色 • 黑色 • 

純黑色•靑黑色•靑玄色•紅黑色•朱黑色•赤 

黑色•紫黑色-淡黑色•黯色•黯色•緇色•無 

揚赤色黑衣 • 灰色 • 深染灰色 둥이다.

기타색은 品月色•취월장색 •蘇榴色•馬留色

•三綠色•蒼艾色•黑醬色•黃黑間色•玄華色

• 金彩色 "取色 • 黝色 둥이 다.

이 렇듯 朝鮮時代 服色에 使用하였던 色相은 五 

方色 이외에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전통색채 

명의 명확한 色調 유추는 매우 어렵다.

美人圖의 女人은 순정적 인 앳된 얼굴에 삼단같 

子 95

이 윤나는 큰 트레머리의 한 쪽에 자주빛 댕기가 

살짝 내리 비꼈고, 옷고름에 달린 수마노 노리개 

를 연연한 손으로 매만지는 맵시가 매우 자연스 

럽게 표현되었다. 초생달 같이 길고 가는 실눈썹 

과 귀 뒤로 하늘거리는 잔 귀밑머리털에 이르기 

까지 肖像에서 풍기는 艶麗한 자태는 朝鮮時代 

女性美의 集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66）.
여인의 복장은 넓은 허리띠를 중심으로 더욱 

단소해진 저고리와 더욱 풍성해지고 長大해지 치 

마를 착용했는데, 거대한 트레머리와 둥글게 부 

풀어 오른 치마의 조화로 굴곡이 심한 輪廓線을 

형성한다. 머리와 치마의 量感에 반비례하여 긴 

장을 고조시키는 작은 저고리는 “팔꿈치를 한번 

구부리면 바느질이 터지고, 잠깐 입었어도 어깨 

7} 편하지 못하며 벗기가 어려워 소매를 튿어서 

벗을 정 도로67） 작았다.

미인도에 보이는 삼회장 저고리는 누런 황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유사한 茶割色의 깃과 곁마기, 

겉옷고름, 빨강색의 속옷고름 둥을 대비시켜 단 

아한 저고리를 부각시키고, 치마는 紅黃色을 주 

조색으로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림 3）
단순한 衣服色은 당시 대의 색사용의 제 한이나, 

지속적으로 출연했던 黃•白•灰•玉•紅•紫 

등의 色에 대한 禁制 등의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색에 대 

한 당 시대인들의 美的態度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正色과 間色에 대한 관념은 지체가 

높을수록 正色에 해당하는 선명담백한 色彩를 착 

용하게 하였고,时 여러 色의 혼합색 보다는 正色 

에 가까운 순수한 색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상정된다. 원색의 사용이 성인용 平常服에서는 

자제되었던 반면에 어린이의 복장에는 일반화되 

었었다.

그러나 온양박물관 소장의「돐잔치」에는 어 린 

아이가 색동저고리 굴레를 쓰고 있다. 이 색동저 

고리는 식물염색의 색감으로 침착한 자연색의 조 

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4）
조선복식의 주조색을 이루는 白色과 玉色阶은

65） '■尙方定例」大殿誕H進上.
66） 崔淳雨,「韓國美術全集 12.회화」（서울:同和出版公社）, 1979, P.105.
67） 李德懋，靑莊館全書勤30. 士小節下•婦儀•服飾.

68） 金容淑,「朝鮮朝 宮中風俗硏究」, 서울 : 一志社, 1987.
69） 朴京子,「韓國服飾論玫丄 （서울:新丘文化社）, P.64.「士小節, 婦儀」, 1983,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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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美人圖(신윤복)

〈한국의 미 19〉

〈그림4> 돐잔치

〈온양박물관 소장〉

儀禮나 명절에 입는 복식과 같은 화려한 원색과 

조화를 이루어 화사한 아름다움을 表現했으며, 

선비복 둥의 身分服에서는 黑과 함께 강직한 黑 

白의 조화를 이루는데 비해, 平常服에서는 藍色, 

紫色, 豆錄色, 분홍색 둥의 침착한 중간색들과 어 

울려 차분하고 담백한 조화를 형성한다. 이렇듯 

중간색의 조화로 표현되는 평상복의 색채조화는 

朝鮮服飾의 美的特徵이 된다.

黑白의 조화와 원색의 조화에 해당하는 色彩를 

제외하면, 침착한 自然色의 조화가 일상적인 색 

채조 화로써 조선시대인들의 색채감각을 대변한 

다고 하겠다. 회화에 보이는 服飾의 색조화는 上 

• 下 異色대비, 혹은 袍가 첨가된 三色대비, 의복 

구조에 他色의 첨가에 의한 四色대비 등으로, 玉 

色 저고리 와 藍色 치 마, 두록색 저고리 와 남치 마, 

백색 저고리와 연남색 치마 둥으로, 대부분 치마 

는 藍色계를 착용하고 上衣인 저고리만을 다른 

色으로 변화를 주므로써 제도화된 단순한 색채조 

화를 보인다叫 (그림 5)
조선시 대의 평상복에 가장 많은 빈도로 둥장하 

는 옥색 저고리와 藍色 치마는 宮中服에서 班家 

의 평상복까지 廣範圍하게 사용된 복색이라 하겠 

다.

구체적으로 玉色은 宮中에서 宮女들의 회장저 

고리의 바탕색으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색이다. 

王妃도 혼자되면 회장이 아닌 민玉色 저고리를 

입고, 王은 대개 玉色 저고리 玉色 周衣가 통례로 

되어 있었다加.

여기에 藍치마가 包含된 宮中服飾은 일반백성 

들이 지향했던 上流階層의 衣服이었기에 玉色의 

사용영역은 더욱 확대된다. 玉色과 藍色의 대비 

는 같은 靑色系의 동색대비로 수수하고, 평범한 

조화를 보인다. 단조로움을 보이는 동색대비에 

첨가되는 紫色 깃과 백색 동정은 부드럽고 유연 

한 분위기에 한 點의 강한 엑센트가 되어 긴장된 

색채 效果를 보인다.

70) 琴基淑(1988),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硏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5.
71) 金容淑(1987), 앞의 책,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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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달맞이

〈한국의 미 19>

玉色이 주는 색채감정은 韓國自然의 하늘색과 

닮은 색으로 한국인들의 자연관을 나타낸 둣 하 

다72). 玉色에 대 한 깊은 애정은 당시대인들의 美 

的態度에 기 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朝鮮時代 

에 출현하는 玉色에 대 한 禁制&는 당시 대에 玉 

色의 사용이 그만큼 보편적 이었다는 것을 역 설적 

으로 설명해 준다.

같은 靑色系인 藍色 또한 女性服의 치마에 주 

로 사용되어 시각적인 면적이 넓었다. 宮中의 치 

마색이 모두 藍色이고, 일반 백성들의 치마색도 

대 부분 남색 을 많이 사용한 靑色指向 的 색 기 호를 

보였다. 金容淑에 의하면 宮中에서의 靑色의 애 

호는 물론 王妃의 치마색을 비롯한 모든 宮女들 

의 치 마색 이 남색인 것에서 알 수 있겠으나 民間 

에서는 금기하는 藍色 衾枕를 많이 애용한 점에 

서도 藍色愛好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冷.

혜원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人物들의 복장을 볼 

때, 많은 靑色 혹은 藍色 치마의 출현을 보게 된 

다. 그러므로 玉色 저고리와 靑色 치마의 동색대 

비는 당시 대인들의 靑色指向的인 性向을 반영 하 

는 것이다. 이렇듯 白色이나 玉色 둥의 밝은 색과 

藍色, 紫色 둥의 침착한 중간색의 조화는 몇 안되 

는 色彩의 사용으로 미묘하고 섬세한 色彩調和를 

보이며, 특히 女性服飾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美的特徵을 보여준다.

첫째, 上 • 下衣에는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淡白 한 조화를 보인다. 上下衣에 사용된 색은 시 

선을 자극하는 黃 紅裳과 같은 강렬한 원색의 조 

화도 있으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 

고高雅한조화이다.

둘째, 上下衣 異色의 조화 중에 깃, 동정, 옷고 

름, 곁마기, 끝동 둥에 紫色, 藍色과 같은 이외의 

색을 개입시키므로써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形態의 단조로움을 뛰어 넘는 단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셋째, 上衣와 下衣의 衣服色을 다르게 조화시 

키므로써 上下衣의 경계가 되는 도련선의 美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美的效果를 갖는다.

넷째, 上衣와 下衣의 色彩 사용 중 下衣의 色을 

짙고 어둡게 명도를 낮춰줌으로서 衣服에 안정감 

을 부여 한다.

다섯째, 服飾의 전면에 둥장하는 白色은 동정, 

허리띠, 바지, 배래선 둥 服飾의 각 부위에 분산 

되어 통일감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白色의 화사함 

과 함께 담백한 아름다움을 보인다成.

朝鮮時代의 간단하며 단순한 服飾構造에서 보 

인 傳統美는 服色에 있어서도 준수됨을 볼 수 있 

다.

V。結論

以上으로 三國時代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 

지 服色을 고찰한 바, 우리나라의 有色 정착은 中 

國의 官服制度의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中國의 服飾制度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72) 白琪洙(1975), P.158.
73) 太宗實錄11年12月辛丑.

74) 金容淑(1987), 앞의 책 p.355.
75) 琴基淑(1988), “朝鮮時代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硏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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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新羅의 服飾에서 이다. 대표적인 官服色은 

紫•赤•黃•靑色으로서 그중紫•赤•黃色이 

최상위 색으로, 中國王朝의 변화에 의해 中國을 

모방하거나 禁制色으로 인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 

응하여 변화 과정을 형성한 것이다.

韓國의 傳統色의 色調는 白色을 기반으로 하여 

담백한 色調의 色相을 표현하는 독특한 색채문화 

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傳統服色은 庶民의 무 

채색인 白色（素色）과 官服色인 有色으로 區分된 

다.

韓國의 有色 개념은 古代로 부터 있었고 傳統 

有色들인 紫 • 黃 • 赤 • 靑의 개념들이 처음 도입 

된 것은 新羅時代부터 이다. 이러한 색채 사용 개 

념은 壬亂以后 朝鮮後期부터 韓國的 전형을 형성 

하면서 변화하였다. 朝鮮時代後期에 韓國의 固有 

色의 정착과 동시에 傳統服飾의 토착화를 이룬 

다.

우리나라는 染色技術의 발달과 함께 服色禁制 

에 대한 대안책으로 속옷의 色彩 使用이 나타나 

며, 紅色衣裏를 길조로 여겨 紅色이 많이 사용되 

었고 表衣의 강력한 금지에 비해 제재가 적었다. 

또한 服色禁制로 인한 色彩名의 변화 현상으로, 

黃色禁制의 대안으로 淡黃色調의 松花色을 선호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類似色彩의 代用色은 茶 

割色이 紫色, 黃色의 代用色으로 사용된 것이다.

대표적 有色인 紫 • 赤 • 黃 . 靑의 傳統色化 과 

정으로서, 淺色系의 有色 정착은 赤 • 黃 • 靑 둥 

의 有色이 공통적으로 엷은 색조로 변화 정착한 

다. 黃色系는 松花色, 紅色系는 粉紅, 靑色系는 

玉色으로 색 경 향을 볼 수 있다. 또한 多紅, 眞紅, 

鮮紅은 원색의 선호를 볼 수 있다. 紫色系 의 변 

화로 紫色은 시대가 내려 올수록 明度가 높은 붉 

은색 경향의 紫赤으로 변화한다. 또한 조선중기 

에는 綠色의 선호가 유행하였다.

以上으로 한국의 傳統色은 五方色에 기 준을 둔 

원색 이외어〕, 은은하고, 부드럽고, 가라 앉은 차 

분한 자연미와 조화를 이룬 우리 정서에 맞는 많 

은 間色을 천연염료로 천연섬유에 염색하여 다양 

한 色相으로 服色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韓國의 傳統服色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현대 전통 한복의 色相에 傳統服色을 바람 

직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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