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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fluence of color has been expand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esign field. Among human five 
senses, visual sense is best for information capturing, and 80% of information judgment by visual sense is from 
color. Color is emotion and image. Hanbok is marked by its beautiful color combinations. The guiding principle 
of such color chords was Obangsaek, or the traditional Korean five base color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concepts of Obangsaek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is to investigate application of Obangsaek.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aditional colors and is to provide judgment criteria on various color combinations based on Korean aesthetic sense 
for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The degree of nation culture depends on the level of research, analysis and application on traditional colors. 
Obangsaek, Korean traditional color is splendid and primary color. Also, Oban응sack has symbolic and lucky 
meanings. These colors are still the primary source of coloring. Obangsaek has been reinterpreted by application 
on textile design, some into base colors and others into diverse shades. So this study will help in the aspect of 
development on Korean style design.

Key words: Obangsaek（오방색）, （음양）, 计aditional（전통적인）, primary color（주요색）, symbol and
meaning（상징고｝ 의미）.

I.서  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최근 디자인은 물론 산업의 각 분 

야에서 색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정보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시각이 

고, 시각으로 판단하는 인상 중 80%가 색에 의한 것 

이다. 색은 감성이며 이미지로 사람의 심리가 반영 

된다. 따라서 색을 통하여 상품 이미지나 사람의 기 

호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종합 분석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까지도 파악할 수,있다.

한 국가의 전통색과 선호색에 대한 연구는 각 국 

가의 독창적인 미의식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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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 속에서 각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각 선진국들은 이러한 색의 

잠재력을 일찍 인식하고 자신들만의 표준화에 힘을 

기울여 왔오며, 이를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려고 노 

력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민족마다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색채문 

화는 자연환경의 영향과 더불어 그 민족 고유의 사 

상, 기질 등을 반영하며 형성된다. 우리의 색채문 

화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자연환경의 영향 

으로 형성된 다양한 색채 감각과 전통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특유의 미의식을 반영하며 발전 

하였다个

우리나라는 고대 부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 

지 수천년간 흰색이 우리옷의 색이었다. 그러나 우 

리의 전통 옷인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색의 미， 

이다. 흑백 보색 등 강렬한 대비색은 물론 유사 색과 

중간색, 색동 등 다색의 배색까지 색이 다채롭게 애 

용되어 온 것이다. 이 배색의 근거는 오방색（五方色） 

이었다. 오방색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교육적 가 

치관 등의 문화적인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유 

교적 사상의 엄격한 금색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요와 

민담 속에 '오색 무지개, 노랑 저고리, 분홍치마，등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색채어로 등장하였다.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 고려 불화, 조선 시대의 화조, 산 

수화, 민속 교화 십장생 계통의 그림들, 신분과 용도 

에 따른 복식 및 왕궁과 사찰의 단청 등에 반복해 나 

타나고 있다3）. 오방색은 자연과 더불어 한민족의 생 

활철학을 형성한 삶의 색감이자 미의식이었다. 색이 

단순한 빛깔을 넘어 상징이자 의미였던 것이다.

오방색의 근거가 되는 음양오행설은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해석하여 

색채 역시 오색으로 구분지었으며, 이는 우주에 존 

재하는 모든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행과 결부되어 

승극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방색과 그 활용도를 살펴보고 우 

리나라 전통 기본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문화에 대 

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직물 디자인 등의 개발에 있 

어 한국 미의식에 기본을 둔 다양한 색 배합과 구성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n. 음양오행설과 오방색

1.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

음양오행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장 발 

전과 소멸이라는 음양변화의 법칙에 의해 운행되고, 

존재한다고 하는 관념이다. 음양오행설에서의 우주 

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이며, 이는 태극（太極）이 

되고, 또 오행（五行）이 된다. 음양（陰陽）설은 동양에 

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의 사유와 사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 음양사상은 자연철학적인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고 하더 라도 순환적 질서를 상징 하여 우주적 이원성 

의 차원을 넘어 종교적, 윤리적 차원 등의 범위를 포 

괄하였고, 심지어는 사회적 제도, 풍속 신앙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성원리로서 이용되어왔다，.

이와 같이 상호 유기체적인, 즉 상호보완적인 관 

계로의 정의로서, 이는 원래 하나의 덩어리인 혼돈 

（混沌）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음양인 것이다. 즉, 혼돈 

이 살아있는 상태는 음양을 구분할 수 없는 밤도 아 

니고 낮도 아닌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혼돈 

이 사라지고 음양으로 분리된 뒤로는 대립의 양극론 

이 대두되었다6）, 지（地）와 천（天）, 밤과 낮, 식물과 동 

물, 여성과 남성 등 모든 것들은 서로 상반되고, 대립 

되면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그 일정한 속성에 따라 

음（陰）과 양（陽）으로 나눠진다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양극화된 이분법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 

을 것 같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분리 할 수는 없는 것 

이 , 또한 음양이다. 이 들은 서 로를 배제 하고 혼자서

1） 윤지영, 하지수, ''한국 전통 자수의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복식 56권 8호 （2006）, pp. 95-112.
2） 문명선,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
3） 윤희경,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2.
4） 소범주, “오방색에 관한 연구: 박생광 회화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4.
5） 조영실, “음양오행설을 통한 한국적 색채미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3.
6） 유근향, “오정색과 오간색의 전통색 체계에 관한 연구,” 디자인 과학 연구 5월호 （2003）, p. 3.
7） 조영실, Op. ci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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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항상 대립의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음양의 대립적인 양극론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음양중화이다. 이는 이질 

적인 성분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내는 오행 중의 

중앙이다. 이처럼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를 태극이라고 한다.

오행이란 바로 하나의 태극이면서, 태극은 본래 

무극（無極）이다. 음양의 개념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음양의 운행을 사시（四時）와 사방 

（四方）에 배합하는 관념으로 오행사상의 자연 순환 

질서에 대 한 자각의 산물로서 시공간을 통섭 하는 운 

행법칙으로 완성시킨 사상（四象）의 차원인 것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음양의 법칙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주역으로 보면 사상（四象）이며, 명리학으로 본 것이 

오행으로 즉,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성분이 돌아다 

닌다는 뜻이다幻.

다섯 가지의 성분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가리키며, BC 4세기 초부터 그 개념이 보이 

기 시작하고, 오행（五行）의 속성과 오장（五臟）, 오미 

（五味）, 오성（五星）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고대인들의 생산실천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처 

음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의 기본재가 상징 

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分 음양의 이치에 의해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인 오행이 연결되어 

우주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며, 인간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일 

을 주관하는 것이 양이고, 땅의 운세를 결정하는 것 

이 음이라 할 때 인간계에 작용하는 모든 실천 원리 

는 바로 오행이라는 것이다⑴

우리나라의 전통색채인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에 근 

본을 둔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 가지 색으로 

써 적색（赤色）, 청색（靑色）, 황색（黃色）, 흑색（黑色）, 백 

색（白色）을 기본 색으로 정해서 이것을 정색（正色）, 오 

방색（五方色）, 오색（五色） 또는 오채（五彩）라고 하였 

다⑴ 오방색은 또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는데, 

청은 동쪽이며 용, 적은 남쪽이며 봉황, 백은 서쪽이 

며 호랑이, 흑은 북쪽이며 거북이를 상징하고 황은 

중앙을 의미한다. 또한, 청은 양기 왕성한 봄의 색이 

며, 적은 여름의 생명력, 혹은 지혜이자 겨울, 백은 

시작과 영원을 의미하는 가을의 색, 황은 우주의 중 

심이자 포용과 조화의 색이다. 색동은 오방색의 상 

생으로 조화시킨 전통배색의 정수로 아이의 무병장 

수를 기원하는 색동저고리와 복주머니 등에서 그 의 

미를 읽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색채（적, 청, 황, 흑, 백）은 양에 해당하며, 

이 양에 대해서 음에 해당하는 색이 존재하게 된다. 

오방（五方）, 곧 동 서 남, 북, 중앙 사이에 놓여지는 색 

이 음색으로 다섯 가지 정색에 대해서 다섯 가지 간색 

이라 하며, 오간색이라 하고 녹색（綠色）, 벽색（碧色）, 

홍색（紅色）, 유황색（硫黃色）, 자색（紫色）을 말한다⑵ 

동방과 중앙의 간색은 녹색, 동방과 서방의 간색은 벽 

색, 남방과 서방의 간색은 홍색, 북방과 중앙의 간색은 

유황색이며, 북방과 남방의 간색은 자색이나 즉, 간색 

은 정색과 정색의 혼합으로 생기는 색이다（그림 1）.

〈그림 1> 음양오행적 기본색채 체계⑶

8) 유근향, Op. cit., pp. 3-4.
9) 조영실, Op. cit., p. 5.

10) 문명선, Op. cit., p. 13.
11) 조영실, Op. cit., p. 10.
12)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 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1989), pp. 11-15.
13) 유근향,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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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극

상생

〈그림 2> 오방색의 조화 원리.

오색의 사용은 오행의 원리에 의해 이웃한 색끼 

리는 상생仔目生）하고, 하나씩 건너면 상극（相剋）이 

되는 것이 조화의 원리이다（그림 2）.

〈그림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방색은 우리 

선조들에게 단순한 색만이 아니라 방위와 계절, 옷 

은 물론 음식 등 모든 생활문화를 지배한 엄한 기준 

이었다. 이렇듯 오방색은 독특한 생활문화로 정착되 

었다,

2. 오방색의 개념과 상징성

14） 문명 선, Op. cit., pp. 27-28.
15） 조영 실, Op. cit., p. 23.
16） 소범 주, Op. cit., p. 8.

1） 적색

적색은 음양오행 중 화（火）에 해당하며, 적（赤）, 

홍（紅）, 주（朱）를 총칭하고 있다. 방위로는 남쪽을 

나타내고,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며 풍수로는 주작 

（朱雀）이다.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명력이 충만 

한 색으로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나 

타내며, 청색과 더불어 우리 민족과 밀착되어 사용 

되어 온 색이다. 적색은 양기가 완성하고 만물이 무 

성하여 생명에 대한 숭배와 힘으로 상징되어 민속 

에서 많이 쓰인 색이다. 또한, 귀신으로 대표되는 

음을 양으로써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벽사색（辟邪 

色）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동짓날 팥죽을 먹으 

면 팥의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으며, 간장 

을 담글 때 빨간 고추를 띄웠고, 아들을 낳았을 때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문 밖에 붉은 고추를 단다 

는 등 민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⑷ 이처럼 적색 

은 우리 민족의 무속이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 

련한 색이었다.

2） 청색（靑色）

청색은 오행 중 목（木）에 해당하며, 초록, 남색, 

청색 등을 총칭하고 있다.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 

는 봄에 해 당하고, 풍수로는 청룡（靑龍）을 뜻한다. 

청색은 청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양기가 왕 

성한 양의 색으로 만물의 생성과 성장을 의미하 

며, 적색과 함께 대표적인 양의 색으로 관혼상제 

（冠婚喪祭）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우리 민족이 

청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청색 역시 적색과 같이 

주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귀신을 물리치거나 

화를 면하고 복을 초래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15）. 청색은 정신적인 영역에다 육신의 성장과 번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시종교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청색은 물, 식물 등의 생명을 

상징하며, 창조, 불멸, 정직, 희망을 뜻하고, 사용 

되어지는 의미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 

기 위한 소극적인 기원이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영 

원한 차원에 도달하기 위한 발원이며, 의지의 표 

현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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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색

황색은 오행으로는 토（土）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중앙, 계절로는 사계절, 풍수로는 구（勾）를 뜻한다. 

지구에 있어서 태양의 궤도가 되고 태양과 가장 가 

깝다는 뜻에서 이를 일면，황도'라고 일컬으며, 광명 

과 생기의 정화로 보았다. 황색은 밝고 성스러움의 

표현이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색채관이 형 

성되어 황제의 색으로 고귀함의 표현으로 사용되었 

고, 초기의 종교적인 회화에서 성자의 배광색으로 

쓰이기도 했다. 미속（美俗）에서는 황색이 적색 계열 

의 색채와 같이 귀신을 쫒거나 병을 방지하는데 쓰 

였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성 공간인 제의 장 

소에 금줄을 치거나 해산 후에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고, 가축의 생산이 있을 때 황토를 놓 

으며 묘전에 황토를 놓기도 한다. 이러한 황색의 사 

용에는 오행상으로 신성한 색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⑺

4） 혹색

혹색은 오행으로는 수（水）, 방위로는 북을 나타내 

고,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하며 풍수로는 현무（玄武） 

를 뜻한다. 오（烏）, 회（灰）, 흑（黑）색 이 포함되며, 실제 

를 상징하는 색으로 중국에서는 현（玄）이라고 한다. 

흑색은 적색을 내포하고 있으며, 적색은 황색을 내 

포하고, 황색은 청색을 내포하고 있어서 흑색은 모 

든 색의 혼합 색으로 간주되었다. 흑색은 예로부터 

밤, 죽음, 죄악, 슬픔, 불의 등 부정적인 상징으로 많 

이 쓰여 왔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스며 

들기를 좋아하는 물과 같이 음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分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흑색 계열의 색채로는 흑 

색 이외에 치（緇）, 현（玄）, 담흑 등이 있다. 흑색은 음 

의 색으로 일찍이 백색과 함께 금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상복이나 예 

복의 색채로 쓰였던 점을 보면 완전히 부정적인 이 

미지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음 

의 색으로 사용을 꺼렸으나 민간에서는 전복 벙거지, 

복건, 신부의 도투락댕기, 제복에 흑색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幻

5） 백색

백색은 오행으로는 금（金）, 방위로는 서（西）,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며, 풍수로는 백호（白虎） 

를 뜻한다. 백색은 순결, 청렴, 깨끗함을 상징하 

며, 우리 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배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색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 백민（白民）이라고도 한다. 백 

의를 숭상하는 풍속은 부여로부터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예로부터 태양 

숭배사상이 강해 광명을 표상하는 의미로 하얀 

빛을 신선시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이루게 되었다. 상중에 

입는 백의는 사별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속을 벗 

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있 

다. 그러나 백색은 오행사상에 의해서 서쪽에 해 

당하므로 금지해 야 하나는 이론이 제기되어 고 

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몇 차례 금지되기도 하였 

다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양의 색채 개념은 나 

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보다 사고에 의해 인식하는 

관념적인 사고관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배경 속에서 한국적 미감을 통한 색채는 자연주 

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벽화, 불화, 단 

청, 민화에 이르기까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 

은 것이 없다纨〈표 1〉은 오행소속 일람표를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EL 오방색의 활용

1. 단청

17） 문명선, Op. cit., p. 30.
18） 윤희경, Op. cit., p. 18.
19） 문명선, Op. cit., p. 32.
20） 문명선, Op. cit., p. 33.
21） 김지향, “박생광의 예술세계: 오방색을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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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오행소속 일람표끄

오행 방위 색 계절 오상 오장 오관 맛 으

목 동 청 봄 인 간장 눈 신맛 각

화 남 적 여름 예 심장 혀 쓴맛 치

토 중앙 황 사계절 신 비장 몸 단맛 궁

금 서 백 가을 의 폐장 코 매운맛 상

수 북 흐 겨울 지 신장 귀 짠맛 우

단청은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음 

과 양의 혼합체로 정색과 간색이 모두 표현된 하늘 

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진 색이다为）. 단청은 

회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근본에 바탕을 두었 

고, 따라서 단청이란 도（圖）, 서（書）, 회（繪）, 화（書）를 

총칭한다.

단청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회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구상하고 의장하였다. 단청은 그 시 

대의 생활, 신앙, 관념 등을 일정한 질서와 약속에 따 

라 오방색을 기본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주요 색조 

는 장단, 주홍, 양청, 황, 양록, 석간주 등으로 특히 

주（朱）와 녹（綠）의 두 색은 자연환경과 가장 조화될 

수 있는 색으로 효력을 내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색채는 선조들 

의 색채 감각이 면밀하고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색동 

저고리와 같이 여러 색을 규칙적으로 나열 반복하는 

방식으로 색의 율동성을 표현하였고, 흑백의 명도 

대비, 보색 대비의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대의 단청은 색조구사법이 완숙되어 미적 

효과를 얻는데 강조하였고, 추녀나 처마부분에는 청 

색으로 처리하여 그늘진 곳의 명도를 높여 전체 조 

화를 이룩하였다. 광선을 많이 받는 옆면은 각종 색 

으로 장식하고 그늘진 밑면은 명도가 높은 붉은 색 

을 사용하여 공간미와 율동미를 높였다. 즉, 위는 푸 

르고 밑은 붉게, 상록하단（上綠下丹）의 원칙을 지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건물의 내외단청이 다른 색조로 변 

하여 외부 단청은 밝고 감도가 높은 황색조를 증가 

시켰고, 실내에는 차분한 청색으로 처리하여 장식의 

명도를 높였다. 이 시기의 단청은 전대를 이어받았 

으나 보다 화려한 색이 쓰였다.

단청은 회화와 같이 성장 • 발전되었으며, 표현방 

식과 채색법은 시대적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표 2> 단청의 특징

단청

- 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배색하여 간색을 만들어 여러가지 색을 표현

• 도（圖）, 서（書）, 회（繪）, 화（書）를 총칭

• 전세, 현세, 내세의 종교적 사상과 관련

고구려

• 색채 감각이 면밀하고 우수함

• 색을 규칙적으로 나열 반복하는 형식으로 하여 색깔이 율동성을 갖도록 표현

• 흑백 대비, 보색 대비가 특징

고려

• 색조구사법의 발전으로 미적 효과 강조

• 공간미와 율동미 표현

- 상록하단의 원칙 강조

조선

• 문양의 구성이 복잡해짐, 화려한 색조 대비

• 외부 단청은 밝게 실내는 온화하게 채색

• 적색과 청록색이 주조를 이루며 보색 대비 강조

22) 소범 주, Op. cit., p. 11.
23) 문은배, 색채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2),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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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정사의 단청.

〈그림 5> 단청문양.

의도와 높은 기법을 구사하게 되었고 예술적 창조력

이 발휘되었다地

〈그림 3〜6〉단청의 사진에서 오방색의 화려한 

조화를 엿볼 수 있다.

2. 불호K佛書）

한국 미술사에서 불교회화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 

고 형성된 독특한 문화형태에 속한다. 한국의 불화 

는 한국 불교사상을 신앙적 양상을 통해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적 미감이 내재된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불화는 오색의 향연으로 정교하고 

화려하여 그 시대의 채색화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 

다’ 호화롭고 정교하여 귀족적인 아취가 풍겨 색채 

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오색인 청, 적, 황, 백, 흑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따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색채의 특징은 밝고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색 

채를 쓰고 있어서 고상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호화찬란한 금색들을 배합함으로써 전체적 

으로 호화로우면서도 고상한 분위기, 즉, 귀족적 분 

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안료의 사용법에서는 혼색을 하지 않고 원색 그 

대로를 사용하되 원색 층에 다른 색감의 채색 층을 

올림으로써 탁해지지 않은 중간 색조의 다양한 색감 

을 이루었다. 특히 금채를 비롯한 색채들은 뒷면에 

서 칠하여 앞면으로 베어 나오게 하는 배채법으로 

설채되어 박락（剝落）의 피해를 비교적 덜 받고 본래 

의 화려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불화에 

서 붉은 색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24) 소범주, Op. cit.,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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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월관음고려. 〈그림 8> 지장보살도 고려.

백색, 청색, 황색의 순으로 당시 공복 색상과 거의 일 

치하고 있다母〈그림 7〉은 고려불화 가운데 숫적으 

로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수월관음도이다. 색채는 

붉은색과 청록색, 찬란한 금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 

어 전체적으로 호화롭고 화사한 분위를 내고 있다.

〈그림 8〉은 청록색과 붉은색이 기품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장보살도이다.

3. 민화

민화는 서민들의 미감에 기초한 소박한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민화의 오방색은 밝고 활달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민화의 색은 세상을 푸른색, 붉은색, 검은 

색, 흰색, 노란색의 다섯 가지의 조화와 변화로 본 무 

교와 오행사상 등에서 유래했고, 색의 변화와 조화 

에 있어서도 회화적인 원칙보다 색 자체의 사상적 

의미와 상징성을 중요시 하였다.

민화의 색채 구성은 색상, 명도, 채도의 상호 조화 

를 중시하면서 고유 색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림의 

주제를 강조하고자 보색에 의한 대비의 효과를 사용 

하고, 색면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식 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같은 색상 계열을 사용하면서도 색 

채 표현에 있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색상의 

폭이 넓다.

민화의 색채는 당대의 효용관념과 민간의 생활에 

호응하는 종교적 관념 속에서 음양의 사상과 결부되 

어 이루어졌고, 색채의 신앙성의 관념 속에서 독자 

적인 색채 질서를 형성한다26）.〈그림 9〉는 조선시대 

의 일월부상도이고,〈그림 10〉은 불로장생을 의미하 

는 십장생도이다.

〈그림 9> 일월부상도, 조선.

〈표 3> 고려 불화의 특징

고려 블화

특징

, 주（朱）, 녹청（綠靑）, 군청（群靑）을 기본색으로 함（흰색 및 금니（金泥）를 안료로 사용）

• 물감을 원색 그대로 사용하고 안료를 혼합하여 쓰는 것을 지극히 억제함

• 금채를 비롯한 색채는 뒷면에서 칠하여 앞으로 베어 나오는 배채법으로 채색

- 정교함, 꼼꼼하고 세밀한 묘사력

• 화려하면서도 은은하고 장엄한 분위기

• 전체적인 조화의 미를 중요시 함

25) 문명선, Op. cit., pp. 39-41.
26) 문명 선, Op. cit.,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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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십장생도, 조선.

〈표 4> 민화의 특징

민화

특징

- 서민들의 생활양식과 관습, 이념에 바탕을 둠

- 한색보다 난색을, 암색보다 명색을 사용하 

여 밝고 환하게 표현

- 회화적인 원칙보다 색 자체의 사상적 의미 

와 상징성을 중시함

• 소박한 형태의 대담한 구성, 보색 대비 효과

• 색상, 명도, 채도의 상호 조화를 중시함

4. 복식（服飾）

우리 민족은 평상복으로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백의민족，이라 할 만큼 백색 선호사상이 강했다. 그 

러나 혼례 등의 의식이 있을 때나 왕실복, 관복, 사대 

부가의 의복, 기타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복 

식은 음양오행설의 원리에 따라 갖춰 입었다.

먼저 기본인 오색 자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 

적, 청, 황, 백, 흑의 오색 천을 이어 붙여서 만든 색 

동저고리가 대표적이다. 색동의 색 배합은 이 오방 

색을 중심으로 하여 분홍, 자주, 녹색 등이 한두 가지 

가미되었다. 여러 색의 반벽에 의해 형성되어 단순 

하면서도 밝은 색채감이 생기며, 색 배합이 한국 특 

유의 전통미를 지니고 있다.

색동처럼 오색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어 붙인 

것 이외에도 오색을 이용한 복식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머니는 만사평안（萬事平安）을 비는 뜻으로 오 

색의 천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몸의 상반신은 양이고, 하반신은 

음이라는 원칙을 복색의 기본으로 삼아 이에 따라 

상의는 양에 해당하는 오색을, 하의는 음에 해당하 

는 간색을 즐겨 입었다. 또한, 길례, 빈례, 가례와 같 

은 의식에서는 주로 정색 가운데서도 양의 기운이 

강한 적색과 청색이 사용되었으며, 흉례 때에는 음 

이 주가 되므로 백색과 흑색을 주로 사용하고, 황색 

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그 목적에 따라 

음양오행의 이치에 합당하게 의복을 갖추어 입었다 

27）
*

5. 각국의 국기색의 상징

오방색은 태극기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국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빨강으로 세계 각국의 약 80%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기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하양, 파랑, 

녹색, 노랑의 순으로 검정이 가장 낮은 출현률을 보 

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태극은 우주 자연의 생성원리를 상징 

하여 적색은 존귀와 양을 의미하고, 청색은 희망과 

음을 나타낸다, 사괘（四卦）는 천지일월（天地日月）, 사 

시사방（四時四方）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 

고 있다”）.

프랑스의 삼색기는 파랑, 하양, 빨강이 각각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고, 독일 역시 삼색기로 검정, 빨 

강, 노랑이 각각 분노, 자유, 진리를 의미한다. 미국 

의 국기는 흰 별이 50개의 주를 뜻하고, 줄무늬는 독 

립성과 개척정신을 뜻하며, 일본의 국기는 빨강색 

원이 태양, 흰 바탕색이 전통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27） 윤희경 , Op. cit., pp. 20-21,
28） 최일도, 김은아, 이혁, “국가브랜드 상징으로서 국기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 국기의 

색채구성 이 지 니는 커뮤니케 이 션 기 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추계학술대 회 （2003）, p. 7.
29） 박돈서, “색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세계 각국 국기색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7호 （1996）, 

p. 15.
30） 황정아, “미술의 심상적 표현을 위한 색채 연구”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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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림 13〉각 나라의 국기.

많은 국가들의 국기에서 오방색을 찾아볼 수 있다.

색채의 상징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공통성을 

갖는다. 이는 국기의 성격상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라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으며 국민으로 

서의 긍지를 갖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일반적 색의 

상징보다는 적극적이고 계도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 

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색을 살펴 

보면 그 상징성은 비슷한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다.

N.결론

전통색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그리고 응용은 민족 

의 문화적 척도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음양오행 

설이라는 사고체계는 의복, 민속, 생활양식에 그 의 

미를 부여하였고, 사회적 관습이나 의례, 제도와 관 

련하여 상징하는 바도 크다. 이 음양오행설에 바탕 

을 둔 우리나라의 전통색인 오방색은 자연이 반영된 

색감으로 화려하고 순수한 원색이며 상징성과 길상 

의 의미가 내포된다. 오방색은 적색, 청색, 황색, 백 

색, 흑색으로 이루어지며, 사방과 중앙의 방위를 뜻 

하기도 한다. 동 서 남, 북, 중앙의 사이에 놓이는 색 

을 오간색이라 하며, 녹색, 자색, 홍색, 벽색, 유황색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색들은 여전히 우리 생활을 

색칠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모든 색이 태어난다. 오 

방색은 사찰의 단청이나 한복의 색동, 흔히 복주머 

니, 불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활 

용의 예에는 상징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국의 국 

기에서도 5가지 정색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색채는 문헌이나 신문, 잡지, 영화 등 다양 

한 매체를 통해 각국의 전통 색채와 접해 왔기 때문 

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유사하게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세계 속 우리 문화는 중 

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 속에서 그 일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문화만의 독창성의 결 

여는 타문화로 오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문화 정체성의 확립과 활용이 아직은 부족하 

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각국은 문화 자본에 대한 추구에 따라 고유 

전통문화를 컨텐츠로 자산화 하는 주세에 있다. 그 

러므로 오방색의 배합을 시대 변화에 따라 잊혀지는 

전통 색으로서가 아니 라 현대적 미감과 조율된 다양 

한 톤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등에 

적용하면 보다 시대에 잘 맞는 한국적 디자인 개발 

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색에 대한 정량 

화 연구를 위하여 색체계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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