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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nternational unique color sensibility according to 
the ethnic color preferences. The existing studies about color sensibility were investigated to ana-
lyze the international color sensibility. The countries were chosen according to its, strong regional 
and racial color. Also, the documents and websites about environment color such as structure col-
or, natural feature color, traditional folk costume color and customary color names were inves-
tigated, and then, the international color sensibility was analyzed by using the color image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differences of color sensibility, internationally distinguished 
color sensibility was discovered. There were differences not only for the preference trend of hue 
but also for the tone or contrast of color among the selected countries. Especially, Great Britain 
had a strong preference for G categories that they preferred the warm-grayish color image. 
Russia has a preference for R, G, and B categories with the preference for the warm-clear image. 
Netherlands had a preference for R, Y, and PB categories and it preferred the cool-hard-grayish, 
warm-soft-clear image. Italy had a preference for R and Y categories and it preferred the 
warm-clear image. Morocco had a preference for R and B categories and it preferred the warm 
and cool, clear image. Japan had a preference for R, G categories and it preferred the 
warm-grayish image. Korea had a preference for R and B categories and it preferred the 
warm-soft-clear, and cool-clear image. With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concludes that the in-
tegrated analysis of the environment color and the traditional racial color factors are very persua-
sive methods to comprehend the international color sensibil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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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글로벌 마케팅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세계

주의적 보편성과 더불어 고유한 민족적 전통이나 문

화적 정체성에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동

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마케팅 요소인 색

채는 민족이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기호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개체로써 글로벌

마켓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나고 거주하는 환

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데, 이 환경의 일

부인 색채는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역적, 집단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고 하였다. 특히 색채학자 Birren은 색채에 대한 개

인의 기호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

로, 인간은 색채에 대한 특정한 기호를 가지고 태어

나며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하였다.1) 따라서 색채

는 지역이나 집단을 상징하는 하나의 언어로서 개인

이나 집단의 색채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의 감성과 더불어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Madden, T. J.

et al.2) 에 따르면 세계의 여러 민족들은 저마다 살

아온 환경과 전통에 따른 고유한 색채문화를 구축하

고 있어 동일한 색이라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호불호(好不好)의

경향도 다르므로, 국가나 민족에 따라 차별화된 색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

라 색채의 의미, 조합에 차이가 있으니 판매자는 제

품색채 사용 시 이 차이를 고려한 색채 마케팅 전략

을 추구한다면 보다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 패션 마켓에서

도 지리적, 문화적인 환경 요인, 태생적 요인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색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특정 지역의 국가나 민족들이 가지는 고유색, 혹

은 특정 문화권의 선호색을 민족적 색채(Ethnic col-

or)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민족적 색채의 형성요인으

로는 자연의 색, 건축의 색, 전통의 색을 들 수 있

다.3) 이미 패션 마켓에서 민족적 색채는 주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컬러 마케팅이나 컬러 커뮤니케이

션에서 소비자와의 감성교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색채기호의 민족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나 민족의 고유한 색채감

성 및 민족적 색채기호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후,

자연경관, 건축색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과 전통적

인 색채의식을 비롯한 건축, 공예, 종교, 축제, 민속

복식 등과 같은 전통 문화적인 요소들에서 나타나는

한 국가의 대표적인 색채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서

각국의 고유한 색채감성을 도출해 보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이나 국가, 민족의 색채감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세계 패션 시장에서 색

채 자원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국가적, 민족적 차

이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감성적인 색채 마케팅 전략을 위해 활용

되었으면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색채기호의 민족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색을 좋아하기 보다는

특정한 색에 대한 뚜렷한 기호를 가진다고 한다. 이

러한 기호는 좋다, 싫다 어느 한 쪽으로 정해지는 것

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경향으로, 색채

에 대한 기호는 개인이 색채에 대해 갖는 좋아하는

경향 혹은 싫어하는 경향4)을 말한다. 따라서 색채기

호는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

나 개인의 색채에 대한 기호와 편견에는 어떤 공통

점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집단적, 객관적 색채기호

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Goethe는 ‘색채론’에서 색채기

호는 연령, 민족성, 심리․생리학 측면, 성별, 머리카

락색, 교양 등과 관계, 즉 태생적, 환경적 요인과 색채

기호와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색채기호 연구

의 토대가 되었다.5) 松田博子6)의 연구에서 Sargant는

색채기호란 원래 개인의 경험에서 생성되지만, 한편

으로는 민족이나 집단으로서의 객관적 기호의 경향

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의 여러 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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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채기호의 경향을 찾으려는 학설이 색채기호의

민족설이며, 색채의 민족적 독자성은 종교, 전통, 풍

습, 인습, 관습 등에서 나타난다.

더불어 세계 각지의 지리적 위치, 기후, 풍토 등에

따라 색채기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색채기호의 지

역설은 색채기호의 민족설의 바탕이 되는 이론으로,

김용훈7)에 따르면 일찍이 Baldwin과 Niebel이 한 국

가의 색채기호는 환경 및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Wilson은 기후, 풍토, 환경은 활용하는 색채

의 종류를 통일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실제로 일정한 지역의 소비자는 제각기 그 지역

사회의 독특한 색채기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설의 요인 중 인종적인 피부색이 색채기

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색채기호의 피부색설도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Jaensch는 지역적인 요인과

신체 색상에 기초를 두고 크게 난색계와 한색계로

민족적 색채기호의 유형을 나누었다. 즉 난색계(빨강,

노랑 등)는 적색에 적응된 시야를 가진 브루넷

(brunet; 거무스름한 피부, 갈색계열의 짙은 머리와

눈동자)유형으로 라틴계로 대표되는 난색 특성을 가

진 민족들의 선호색이자 어울리는 색이며, 한색계(파

랑, 녹색 등)는 녹색에 적응된 시야의 블론드(blond;

흰 피부, 금발, 푸른 눈)유형의 북유럽인으로 대표되

는 한색 특성을 가진 민족들의 선호색이자 그들의

신체색상에 잘 어울리는 색이라 하였다.8) 이는 색채

학자 Judd의 “인간에게 친숙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조화로운 느낌을 준다."는 색채조화의 원칙과도 연관

되는 것으로, 즉 인간은 색채 선택 시 무의식적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색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색채기호에 대한 연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측면에의 접근과 지리적, 문화적인 환경 요

인, 태생적 요인 등에 따른 지역적, 민족적인 기호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누어진다.9)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태생적 요인 등

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지역적, 민족적인 측면에서

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oberts10)는 색채 세계화의 시장 상황에서 지역적

인 선호색의 차이는 여러 분야의 색채 선택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착용자의 인종 유형에

따른 피부색을 고려한 색채 계획을 제시하였다. 최미

영 외11)는 BRICs 지역 소비자들의 패션 제품 색채

선호 경향을 비교하였고, 김문영12)은 한국과 이태리

패션전문가들의 색채기호의 비교를 통해 색채선호

감성이 개인성향보다 나라나 민족,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존의 일반적

인 선호색상 조사에서 벗어나 선호 색조나 배색, 또

는 색채 인식의 차이에 따라 보다 세분화, 전문화,

차별화된 색채 전략이 요구되는 글로벌 마켓의 상황

을 반영하고 있다.

2. 민족적 색채기호를 형성하는 색채요인
한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한 색채기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넓게는 문화, 지역, 역사

등을 통해 그 차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좁게는 국기

의 색, 축제의 색, 전통적인 민속복 등에서 발견하기

도 한다. 이들은 서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고유한 민족적 색채감성을 규정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데, 이 요인들은 다시 환경적 색채요인과

전통적 색채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환경적인 색채요인

세계 각 국가들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색채로 구

성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형, 기후, 계절적

요인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은 지역의 환경색(풍

토색)을 구성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한랭하고 일조량이 적은 고위

도 지역에서는 차가운 청색이나 녹색이 많이 보이는

반면, 저위도의 적도 지방에서는 따뜻한 느낌의 적색

의 자연 경관이 뚜렷이 나타난다. 지형적 조건에 따

라서도 일반적으로 바닷가 지역은 파랑이나 남색이

많고 열린 경관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반면, 분지 지역은 산과 숲이 경관의 주된 요소

로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태양광선이

나 날씨의 청명일수에 따라서도 색채 선호와 그 사

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청명일수나 일조시간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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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청(淸)색조 계열이, 짧은 지역은 탁(濁)색조

계열로 나타난다.13)

또한 토양의 색도 건물이나 구조물 색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숲이 많은 지역과 사막 지역의 환경

색채는 자연의 색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수목의 색채는 건축물의 주조색이 되기도 하는데, 열

대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나무, 등나무의 초록

빛 황갈색 계통이 주조색이 되는, 반면 냉대 침엽수

림 지역인 알프스, 캐나다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은 짙고 채도가 낮은 고동색이 주조를 이룬다.14)

프랑스의 색채지리학자 Lenclos15)는 저서 ‘Color of

the world’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건축물의 색채

를 기초로 풍토와 문화가 함축된 지역적 색채감성을

설명하였는데, 단순히 각 민족이 좋아하는 색을 단정

하기보다는 민족마다 즐겨 사용하는 색의 집합, 즉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배색에 주목한 포괄적 조사

를 통해 지역별 색채기호의 특수성을 더 명확히 파

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환경색채의

이해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색채의 특수성

은 나아가 한 국가나 지역의 고유한 색채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통적인 색채요인

전통색이란 특정민족이 한 지역에서 역사성을 가

지고 발달시켜 온 색채로, 지역적 환경의 특성 뿐 아

니라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 전반을 담고 있다. 특정

민족의 문화 전반에서 추출된 색채, 즉 예로부터 내

려오는 색채의식이나 전통음식, 의복, 전통 건축, 공

예, 종교, 축제나 명절에서의 색채 등은 전통적인 색

채요인이라 할 수 있다. Hutchings16)는 지역적 색채

기호의 요인을 민속과 전통에서 찾았고, Lindauer17)

는 국기의 색과 색채 선호도의 연관성을, 김규원18)은

축제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통해서 고유한 민족적 상

징성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지역의 민속복식의 색채는 지역의 환경

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대표적으로 일조량의 영향

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조량이 적은 북구 지역의 복식

에는 선명한 청색이나 녹색이 많이 쓰이는 반면, 적도

지방 복식에는 적색의 선호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블론드의 북유럽 민족들은 청색 선호를, 브루넷의 지

중해 라틴 민족들은 적색 기호를 가진다는 Jaensch의

지역적 색채기호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김경인, 김창

순19)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상의 색채비교에서 한국

의 색채가 ‘색상 의존적’이라면 일조량이 적은 섬나라

일본의 색채는 ‘밝기 의존적’ 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환경적 색채요인과 전통적 색채

요인은 민족적 색채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

인들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민족적 색채감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세계 각 국가들의 색채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

적, 민족적 색채자료들을 수집하여 각국 소비자의 고

유한 색채감성을 상품디자인에 반영할 효과적인 색

채기호 분석도구인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하여

국가별 색채감성과 특징을 추출하고 비교한다.

1. 연구대상
국가별 색채감성의 분석을 위해 먼저 고유한 민족

적 색채감성, 즉 지역별, 인종별, 민족별로 뚜렷한 환

경색채 특성과 전통적인 민족색채를 지니고 있는 국

가들의 선정이 필요하였다. 국가별 색채기호가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마

련하기 해 선행 연구들과 함께 삼성 디자인넷20)에서

제공하는 미국 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

dards)의 ‘Color Universal Language and Dictionary

Of Names’ 등과 같은 전 세계의 색채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색명들이 수록된 Color DB에서 국가나 지역,

민족에서 유래한 관용색명들을 조사하였다. 민족, 인

종, 지명, 복식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먼셀값으

로 표기된 관용색명들을 조사한 결과, 높은 빈도와

함께 뚜렷한 색채 경향을 지닌 국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리적 위치, 기후 조건, 인종적 특성,

문화적 배경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에 따라 영

국, 네덜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모로코, 인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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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의 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색채 자료를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삼성 디자인넷의 관용색명과 함

께 문헌과 같은 인쇄물이나 웹사이트 등에 나타난

환경적, 전통적인 색채요인인 자연환경의 색, 건축색,

현지에서 착장되고 있는 전통적인 민속의상 등에 나

타난 다양한 색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 자료화를 위해 각 국가별로 40개씩, 총 320여

개의 자료를 최종 선정하였다.

2.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사물을 보고 인간이 느끼는 추상적인 감성을 구체

적인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 심리학자 Osgood은 감성을 표현하는 언어, 즉

형용사군을 통해 인간 감성의 의미공간을 측정한 평

가척도인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개

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obayashi21)는 인간이 색

채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형용사적 언어를 통해 표현

하는 ‘색채이미지 스케일(Color Image Scale)'을 개발

하였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색의 이미지를 표현하

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Kobayashi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하여 임경애22)는 웹 사이트에

나타난 국가간의 색채감성을 비교하였으며, 김경인,

김창순23)은 난색계-한색계의 색상축과 청색계-탁색

계의 색조축으로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구성하여 세

계 각 지역의 색채감성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도 Kobayashi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기초

로 하였는데, 세로축에 Soft-Hard, 가로축은 Warm-

Cool, 그리고 삼차원의 이미지 공간인 Clear-Grayish

(축에서 먼 색조(tone)그룹 일수록 고채도)의 세 가

지 이미지 축을 두고 12개의 색조(이하 톤)분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또한 색상 특성은 먼

셀 체계의 10색상인 R, YR, Y, GY, G, BG, B, PB,

P, RP과 W, Gy, Bk의 무채색으로 표현하며, 이미지

표현을 위한 톤은 고채도의 V(vivid)와 S(strong),

고명도의 B(bright), P(pale)과 Vp(very pale), 저채

도의 Lgr(light grayish), L(light)과 Gr(grayish), 저

명도의 Dl(dull), Dp(deep), Dk(dark)와 Dkg(dark

grayish)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민족적 색채감성의 분석을 위한

색채이미지 스케일

또한 수집한 색채자료들 가운데 문헌자료들은 300dpi

해상도로 스캔하여 디지털 자료화한 다음, Munsell

conversion의 Picture not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평균색을 측정하였다. 삼성 디자인넷의 관용

색을 비롯한 문헌이나 웹사이트의 자료들은 먼셀값

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일본 색채연구소의 PCCS

색체계로 변환하여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구성하였다.

또한 스케일화 한 색채 자료들은 Koba- yashi와 김

미지자24)의 언어 이미지 스케일을 바탕으로 분석하

여 색채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국가별로

추출된 대표 색채들을 삼속성에 따른 색상환과 톤

분류도로 표시하여 각 지역별 고유한 색채 이미지와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더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대

나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고유한 지역별 색채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기 다른 환경이나 전통문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적, 물적 대상들의 전체적인

색상, 톤 그리고 배색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Ⅳ. 민족적 색채기호에 따른
국가별 색채감성

1. 영국의 색채감성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섬나라 영국은 해양성 기후

의 영향으로 다른 북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온난하고

습한 편이다. 민족 구성에 있어서도 같은 위도상의



민족적 색채(Ethnic color)기호의 분석을 통한 국가별 색채감성

- 43 -

<그림 2> 영국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3> 영국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 분류도

전형적인 블론드 유형의 북구 유럽인들에 비해 난색

계열의 신체색 특징을 지닌 브루넷 유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영국의 색채감성 분석은 민족적인 색채

요인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스코틀랜드 지역

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2>25)의 색채요인들의

분석 결과, 색채 이미지 스케일 상에서 Warm-Hard-

Grayish의 분포가 두드러진 가운데, 색상은 Warm한

G계열이 많았으며, Grayish한 G, P, B 계열과 Clear

한 고채도의 R 계열의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그림 3>.

환경색채에서 나타난 저채도의 탁색은 흐리고 비

가 잦은 도서국의 일반적인 특성이며, 차고 어두운

색에 대한 기호는 춥고 일조시간이 적은 북유럽국가

들의 색채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영국처럼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색의 채도가 낮게 보여

고채도의 강조색을 사용하는 경향26)을 보이는데, 에

딘버러의 경우도 전화박스나 건물의 창이나 출입문

등의 파사이드(fasade)에 고채도의 red, blue 등을 사

용하여 무채색의 도시에 악센트가 되고 있다. 전통적

민속의상에서도 차고 어둡거나, 따뜻하고 탁한 색채

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채대비 속에서

고채도의 색과의 강한 대비도 보여 환경색과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영국의 민속적 색채감성은 차

고 강한 북유럽지역의 전형적인 특성과 따뜻한 날씨

와 민족 구성상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럽고 고상하며 보수적이면서

또한 강하고 역동적인 색채감성을 나타내었다.

2. 네덜란드의 색채감성
북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춥고 일조량이 적으

며, 안개가 잦으며 강한 서풍이 불며 기온차가 심하

다. 인종적으로는 북방인종(Race Nordique)으로 밝

고 창백한 피부색에 흐린 블론드의 모발과 푸른 눈

의 전형적인 북유럽인의 신체색 특성을 보인다.

<그림 4>27)의 환경색채와 전통색채 요인의 조사

결과, G, B, PB계열의 Cool-Hard- Grayish 이미지와,

R과 YR계열의 Warm-Clear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그림 5>. 환경색채는 춥고 일조량이 적은 고

위도 지역의 색채경향인 한색 계열의 어둡고 진한

톤의 Cool-Hard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부드

러운 탁색 선호 경향의 Cool-Grayish 이미지로 나타

났다. 이러한 진하거나 탁한 차가운 색채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강렬한 인공색이 강조색으로 강한 색채 대

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인공색은 농경작지, 건축물

등의 환경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민속복식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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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네덜란드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6> 러시아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5> 네덜란드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통공예에서도 나타나 자연과의 강렬한 조화를 이루

었다. 전통적으로 북유럽의 노르만인들은 춥고 거친

환경 속에서 태양을 숭배하였고 태양을 상징하는 red,

orange, yellow 등의 난색을 보디스나 조끼, 스카프나

장식띠 등에 사용하였는데, 네덜란드의 민속복식도

짙거나 흐린 톤의 차가운 색채를 주조로 고채도의

밝고 따뜻한 색채가 대비를 이루었다. 따라서 네덜란

드의 색채감성은 차갑고 견고하며 침착한 이미지와

따뜻하고 건강하며 자유로운 이미지가 조화되어 주

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감성

을 나타냈는데, 이는 험한 자연을 극복해 온 성실하고

강하며 진취적인 국민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3. 러시아의 색채감성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펼쳐진 러시아 평원은 강우

량은 적은 편이며, 봄, 가을이 짧고 10월이면 밤이

긴 겨울이 시작된다. 러시아인은 인종적으로 블론드

계의 북방인종에 속하는데 밝은 피부, 밝고 따뜻한

황금빛의 블론드 모발, 푸른 눈의 선명하고 화사한

신체색을 지니고 있다. 모스크바 근교의 Jsba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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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탈리아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7> 러시아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은 러시아 고유의 풍토색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민족적 색채요소의 주요 추출 지역으로 삼

았다.

<그림 6>28)의 색채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그림

7>의 이미지 스케일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가

운데, R, Y, G 계열의 Warm-Clear 이미지가 두드러

졌고 hard한 deep과 dark 톤이나 grayish 톤의 분포

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자연이나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환경색채는 밝고 부드러우며

채도가 높은 red, yellow, green, blue 등이 white와

화사하고 산뜻한 색채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연간 강

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청(淸)색 계열의 특

성과 내륙지역의 부드럽고 신선한 색채 특성이 반영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속복식에서도 전반적으로 R

과 Y 계열의 vivid, bright 톤의 선명하고 강한 색채

조화를 중심으로 light, pale 톤 등의 밝고 부드러운

색채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자유로운 이미지의 전통적인

농업국가 특유의 색채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이탈리아의 색채감성
지중해성 기후의 이탈리아는 여름은 햇볕이 강하

고 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다. 저위도의강한 자연광

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색이 밝게 보여 자연스럽게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또한 적색광의 영향으

로 난색의 선호가 높다고 한다. 특히 남부의 나폴리

는 도시의 색채가 옅은 저채도의 노랑 계통의 색채

로 구성되어 파란 하늘과 바다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색채 대비를 보이는데,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있는 색채에서 ‘naples yellow’라는 색료명이

나오게 되었으며29),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색채의 하

나가 되었다. 중서부 지중해 연안, 남부, 시칠리아섬,

사르디니아섬 일대는 이베리아 인종이 주로 분포되

어 있는데, 이들은 전형적인 브루넷 유형의 갈색 및

흑색 모발에 짙은 색의 눈동자, 구릿빛 피부의 신체

색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8>30)의 색채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스케일

상에서 Warm-Clear 이미지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는

데, 전반적으로 따뜻한 light, vivid, deep 톤 등 밝고

선명한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9>. 이는

전형적인 저위도국의 색채 특성인 난색계열을 기본

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의 청

(淸)색 기호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민속복식에서

도 R과 Bk를 기본으로 강렬한 고채도의 난색들의

조화가 두드러져 브루넷 유형의 따뜻하고 강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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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로코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9> 이탈리아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색 대비를 보이는 라틴 민족의 기호색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따뜻하고 풍요로우

며, 자유롭고 신선한 지중해의 감성과 함께 화려하고

강렬하면서도 중후한 라틴 민족의 유서 깊은 색채감

성을 보였다.

5. 모로코의 색채감성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로코는 아랍인이 주

로 거주하는 지중해성 기후의 북부 해안지역과 베르

베르족 문화권인 아틀라스 산맥 이남의 사하라사막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10>31)의 색채요인을 조사한 결과, 색채이미

지 스케일에서 R과 YR 계열의 Warm 이미지와 G와

B 계열의 Cool-Clear 이미지로 구분되었다<그림 11>.

자연의 색이 건축물의 색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지역

인 아프리카에서는 진흙색이 건축물의 색이자 지역

을 대표하는 색이 되는데, 모로코도 아틀라스 산맥

<그림 11> 모로코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이남 지역은 갈색의 진흙색이 주조를 이룬다. 이슬람

건축문화의 색채 특징은 청색 문화라 할 수 있는데,

청색, 청록색, 녹색, 흰색 등이 진흙색과 조화를 이룬

다. 특히 녹색의 선호는 마호메트를 상징하는 신성한

색이자, 건조한 환경색에 생명력과 신선함을 보완하

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32)

사막지대의 베르베르인의 복식은 짙고 어두운 갈

색이나 푸른색, 흰색을 바탕으로 선명한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강한 대비로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붉고 거무스름한 베르베르인의 신체

색과 조화를 이루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밝은 피부의

아랍인 분포가 높은 지중해성 기후의 북부 해안에서

는 밝은 푸른색 계통과 흰색이 의복에 많이 사용되

었다. 따라서 모로코의 색채감성은 자연환경과 민족

구성, 종교적 영향에 따라 시원하고 차분하며 고요한

이미지와 함께 거칠고 투박하며 강렬하면서도 순박

한 이미지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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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도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6. 인도의 색채감성
서남아시아의 인도는 넓은 영토와 수많은 인종,

다양한 종교와 생활방식이 공존한다. 오래전부터 인

도인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색채로 채색하는 풍습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건축물이나 복식, 축제 등에서 쉽

게 발견되는데, 특히 서북부 Rajasthan은 인도특유의

색채감성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림 12>33)의 색채요인을 분석한 결과,

Warm-Clear 이미지의 R, YR, Y 계열을 중심으로,

G, PB, RP 등이 vivid에서 pale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고명도, 고채도의 색채들의 강한 대비가 특

징적인 반면, grayish 톤과 같은 탁색과 어둡고 짙은

dark 톤의 분포는 낮게 나타났다<그림 13>.

사막성 건조기후인 Rajasthan의 Jaipur지역은 핑크

빛을 띄는 황토와 샌드 스톤이 주조를 이루어 일명,

Pink City 라고 일컬어진다. 이 핑크빛 황토색을 바

탕으로 제이드, 그린, 브라운 등 선명한 색채의 의상

은 붉고 어두운 피부색에 검은 머리카락과 눈을 가

진 아리안 여성들의 신체색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반면, 남성 의상의 주조색은 Cool한 White 계열로 여

성들의 각양각색의 사리를 돋보이게 하여 전체적인

색채 조화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인도는 뜨겁고 메마른 자연환경을 배경

색으로 하여 건축이나 민속복식 등은 가볍고 신선한

색채들이나 극단적으로 다양하며 대담하고 화려한

인공적인 색채들이 대비를 이루었는데, 그 색상과 색

<그림 13> 인도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조 사용범위의 방대함이 독보적으로 나타났다.

7. 일본의 색채감성
극동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은 저조도의 주광, 높

은 강수량과 습도, 고온 다습한 여름과 한랭한 겨울

이라는 기후적 특성을 지닌다. 권영걸과 김내리34)에

따르면 일본의 건축색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Y계

열 색상이 선호되었고 전통복식에서도 노란기가 많

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기모노의 금색 사용이나

차색(茶色)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

영순35)은 절제된 중성색의 자연적인 색과 따뜻하고

화려한 인위적인 색의 양면성이 전체적으로 절제된

색과 강조색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림 14>36)에서와 같이 전통 사찰을 비롯해 도심

의 건물, 주택에서 채도가 낮은 중간색을 사용하거나

건축재의 원래 색을 그대로 자연스런 조화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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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본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15> 일본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반면, 민속의상이나 축제에서는 강렬한 색채대비를

보였다. 복식에 있어서는 R, PR 계열의 선명한 톤과

부드러운 light 톤이 여성의상에서 비중이 높았고, 남

성의상에서는 짙은 PB, Gy 계열의 grayish 톤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민속축제의 색채는 무채색

이나 진하고 탁한 PB 계열을 주조색으로, 여기에 강

렬한 원색의 R를 대비시켜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

였다. 일본의 색채감성 분석한 결과, Warm-Grayish

이미지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무채색에 가

까운 grayish나 dull 톤의 중성색과 vivid 톤의 R,

YR 계열이 강한 대비를 보였다<그림 15>. 이는 흐리

고 습한 섬나라 특유의 기후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8. 한국의 색채감성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한국은 계절의 변

화가 뚜렷한 전형적인 중위도의 지역의 특성을 지니

고 있다. 배한나37)는 한국인은 맑은, 밝은, 가벼운,

자연스러운 형용사적 표현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

며, 권영걸과 김내리38)는 한국은 자연과 동화되는 고

중명도에서 중저채도의 특성을 보이며 고채도의 색

상은 주로 R계열이 선호되었고, Y계열의 빈도는 낮

았으며 소색(素色)의 사용빈도가 높아 색감이 거의

없는 pale 톤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

국립현대 미술관39)의 한국 전통색명 및 색상 자료

집을 바탕으로 한 환경색과 전통색 요인들<그림 1

6>40)을 분석한 결과, Warm-Soft-Clear, Cool-Clear의

분포가 높았으며, 반면 Warm-Hard 이미지의 탁색

계열의 dull 톤이나 어둡고 진한 dark, deep 톤의 분

포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또

한 한색 계열의 맑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색채와 G와

B 계열의 색상 분포가 두드러졌으며, 경쾌한 보색

대비를 보이기도 했다<그림 17>. 한국의 환경색은 자

연과 강한 대비를 이루지 않으면서 가능한 색채를

아끼고,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 하였으며, 유교사상과

자연주의에 의한 백색의 선호, 대비가 크지 않은 자

연스러운 배색 등으로 단순하고 소박하였다. 그러나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원색의 오방색이 왕궁이나 사

찰과 같은 특수한 건물, 축제나 혼례, 출산 등의 경

사에 사용되어 액운을 막았다. 따라서 한국의 색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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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한국의 민족적 색채감성 분석

<그림 17> 한국의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톤분류도

성은 원재료의 색을 살리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

을 선호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맑고 신선하며, 담

백하고 고상하고, 풍부하면서도 유연한 색채사용이

특징적이었다.

Ⅴ. 결론
민족적인 색채요소들을 토대로 국가별 색채감성을

분석한 결과, 한 국가나 문화권에는 일반적인 선호색

뿐 만 아니라 색조의 기호나 배색과 같은 색채 구성

의 기호에 있어서도 각 국가별로 고유한 색채감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국가별 분석 결과에 있어 영국은 Warm한

G계열을 주조색으로 하여 Grayish와 Clear 이미지간

의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 즉 환경색이나 민속의상

에서 탁색의 자연색과의 부드러운 색채대비를 보이

는 가운데, 고채도의 인공색과의 강한 대비라는 공통

된 양상이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G, B, PB계열의

Cool-Hard-Grayish 이미지와, R과 YR계열의 Warm-

Clear 이미지로 나타났다. 진하거나 탁한 차가운 색

채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선명한 인공색이 강조색으

로 색채 대비를 이루었는데, 인공색은 환경뿐 만 아

니라 민속복식이나 전통공예에서도 나타났다. 러시아

는 R, Y, G 계열의 Warm-Clear 이미지의 색채감성

이 나타났는데, 환경색채는 밝고 부드러운 고채도의

색들이 화사하고 산뜻한 색채조화를 이루었으며, 민

속색채도 전반적으로 선명하고 강한 톤의 대비조화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밝고 부드러운 톤의

색채를 선호하였다. 이탈리아의 색채감성은 전반적으

로 따뜻한 light, vivid, deep 톤 등 밝고 선명한 색채

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민속복식에서도 강렬한 고채

도의 난색들의 조화가 두드러졌다. 모로코는 자연환

경, 민족구성, 종교적인 이중 구조에 따라 색채감성

도 시원하고 차분한 G와 B 계열의 Cool-Clear 이미

지와 거칠고 투박하며 강렬하면서도 순박한 R과 YR

계열의 Warm 이미지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인도는

R, YR, Y 계열의 Warm-Clear 이미지를 중심으로,

vivid에서 pale 톤에 이르는 다양한 색채분포를 보였

다. 뜨겁고 메마른 자연환경을 배경색으로 건축이나

민속복식 등은 가볍고 신선한 색채를 쓰거나, 대담하

고 화려한 인공적인 색채들로 강한 대비를 이루는

등 광범위한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였다. 일본은 사찰

을 비롯한 전통 가옥에서는 건축재의 원래 색 그대

로의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탁색이 자연스런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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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반면, 민속의상이나 민속축제 등에서는 고채

도의 색이 탁색과 강렬한 색채대비를 보였다. 전체적

으로 Warm-Grayish 이미지가 두드러진 가운데 무채

색에 가까운 grayish, dull 톤의 중성색과 vivid 톤의

R, YR 계열이 강한 대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은 Warm-Soft-Clear, Cool-Clear 영역의 분포가 높았

으며, 반면 Warm-Hard 이미지의 탁색 계열의 dull

톤이나 어둡고 진한 dark, deep 톤의 분포는 낮게 나

타났다. 또한 G와 B 계열의 색상 분포가 두드러졌으

며, 한색 계열의 맑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색채와 경

쾌한 보색 대비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각 국가별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나 풍토조건에 의한 환경적인 색채요소와

건축물, 민속복식,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과 같은 전

통적인 색채요소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색채기호의 지역설에서와 같이 고위도국에서는

한색계열이, 저위도국에서는 난색계열이 주를 이루었

고, 일광시간이 긴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밝고 강렬한

색채가, 청명일수가 적은 영국, 일본과 같은 도서지

역에서는 어둡고 흐린 색채기호가 확인되었다. 반면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위도 지역의 영국

이나 네덜란드, 일본 등의 경우, 한색 계열의 탁색이

주조색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색채와는 반대로 고명

도, 고채도의 원색이 인공물에 사용되어 강한 색채대

비를 보였고, 이는 전통적 민속복식에서도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또한 비슷한 지역적, 인종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색채기호는 각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었고, 이는 색채기호의 지역설과 함께 색채기호

민족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의 색채와 전통문화에서 전해

져온 색채, 국민 개개인에서 발견되는 색채에는 공통

된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차별화되는 고유한

색채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차원에서의 복합

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계 각 국가들의 고유한

민족적 색채감성을 이해하고, 국가별 공통점이나 차

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이나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대상의 선정, 즉 차별화되

는 민족적 색채기호를 가진 국가의 선정과 국가별

색채요소 추출을 위해 선택한 지역이나 건축물, 복식

등의 대표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문헌

이나 엽서와 같은 인쇄물과 웹사이트와 같은 한정된

매체를 통한 자료의 수집, 분석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제한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국가별 상징색이나 시

대나 유행 등에 영향을 받는 기호색 조사에서 벗어

나, 공통된 공간속의 구성원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전승되어진 환경과 인간의 색채 조화

의 독자적인 민족적인 색채감성이라는 차별화된 모

형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려한다. 또한 보다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색채요소들을 수집하여 과

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색채감성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소비자들의 색채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색채 사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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