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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Korean people have revered the white color and enjoyed wearing white clothes. Various kinds 
of white clothes have been worn by the Korean people, ranging from everyday wear(便服), and 
scholar’s robe(深衣) for the upper class, to religious costumes like Buddhist monk's robe(僧服), sha-
man costumes(巫服) and costumes for ancestral rites(祭服), or mourning(喪服). There have been 
many differing opinions by historians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is Baekeuihosang(白衣好尙, 
the preference for white clothing) tradition and even now, it is frequently being discusse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nd discuss the background of this Baekeuihosang tradition, focusing on 
Chang-seon Yoo’s Baekeuigo(白衣考, the consideration of white clothing), which was published in 
Dong-A Ilbo in 1934. The purposes of studying literature such as the Baekeuigo is to analyze the 
arguments on the origin of Baekeuihosang, to analyze Chang-seon Yoo’s claim of its origin, and to 
discuss the culture of Baekeuihosang. Chang-seon Yoo claimed that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background of Baekeuihosang based on the lack of dyes, or undeveloped technique, economic pri-
vation and national control strayed from historical facts,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 It is not 
worth discussing the farfetched arguments such as the use of costumes for ancestral rites as every-
day wears, or the nation of sorrow. Baekeuihosang tradition mostly originated from the effects of 
many religions and the taste for innocence, or naturalness. White clothes were infused with the 
sorrow and emotion of Korean people and were also worn to show resistance to foreign power as 
symbols of ethnicity. Therefore, there should be a new view of the discussion of white clothes and 
Korean aesthetic sense, away from the logic distorted by the Japanese colonial view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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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인은 예로부터 백색을 숭상하고 백의를 즐겨

입는 백의호상(白衣好尙)의 전통을 이어왔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이슬람과 힌두권, 기독교권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과 여러 민족에서도 백색을 신

성하고 고귀한 색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어 왔으나,

한국인의 백색 선호 사상은 매우 뚜렷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착용한 백의는 서민들의

일상복은 물론, 상류층이 착용하는 편복(便服)이나

유학자가 착용하던 심의(深衣), 승려들의 승복이나

무당이 굿을 할 때 입는 무복(巫服)과 같은 종교 복

식, 그리고 제례복(祭禮服)이나 상복(喪服) 등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한국의 백의호상 풍습은 조선

시대 전 기간, 특히 조선 말기와 개화기에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백의 착

용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이 여러 문헌을 통

해 밝혀져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백의호상 전통의

배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은 한국인의 백의호상의 전통이 고대

로부터 이어져 온 제천(祭天)사상이나 여러 사상에

서 기인하였다는 것부터, 한국에서 염채(鹽菜)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염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백의를 입었다는 주장, 색깔 있는

옷의 착용을 국가가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국가적인

복색의 통제 또는 잦은 국상(國喪) 등으로 인해 상

복이 일상복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주장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한국인의 미의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한민족이 슬픔의 민족이

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

한 다양한 주장과 논의들은 현재까지도 자주 쟁점으

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백의호상 전통의 배경에

관하여 고찰하고 논의 하는 것이다. 특히 1934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국어학자 유창선(劉昌宣, 1905-?)

의 백의고(白衣考) 다섯 편을 분석하여 이를 중심

으로 한 고찰과 논의를 한다. 제국주의적 관점에 입

각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들과 달리 유창선의

백의고 는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백의호상 문화

와 그 배경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귀한 문헌 자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고 는 지금까지 관련 학

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다루어진 적이 없는

문헌이다. 본 논문을 통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

곡된 한국의 백의 문화에 대한 식민사관의 시각을

제거하고 그 본래의 배경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방법은 유창선의 백의고 를 비롯하여 백의

착용의 배경에 대해 거론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

하는 문헌 연구로 한다. 연구 목표는 첫째, 한국인의

백의호상 문화에 대한 고찰, 둘째, 백의호상 문화의

근원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문헌 연구, 셋째,

유창선의 백의고 다섯 편의 분석, 특히 백의호상의

근원 배경에 관한 유창선의 반박과 주장을 중점적으

로 고찰, 넷째, 한국의 백의호상 문화에 대한 논의

등이다.

Ⅱ. 한국의 백의 문화
흰색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특성 때문에 가

장 밝고 가벼우며 팽창과 진출을 하는 특성을 가진

색이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순수, 청결, 선(善), 결백,

진실, 신성, 우아 등과 같이 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공포, 추운, 텅 빈, 패배, 죽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백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 기본색이며, 다른 색

을 돋보이게 하는 바탕색 또는 보조 색의 역할을 하

기도 한다. 칸딘스키(W. Kandinsky)1)는 흰색에 대

해 “흰색은 생명이 없는 침묵의 색이 아니라 가능성

으로 가득한 색이다.”라고 표현 하였다.

백색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상징색 중 하나이다.

흰색이 죽음을 상징하거나 부정적인 색으로 간주되

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흰색은 신성

하고 귀한 색으로 여겨 왔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흰색을 성스러움, 순수, 믿음, 천사 등의 의미로 사용

하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메카(Mecca)의 순례자들

이 착용하는 가장 성스러운 복식으로 두 장의 천으

로 이루어진 이흐람(ihram)이 흰색이다. 불교 문화권

에서도 흰색은 청정하고 고귀한 색으로 여겨 흰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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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관음보살의 흰 옷, 흰색의 불탑, 흰색 코끼리

등의 상징물이 나타난다. 힌두 문화권에서도 가장 성

스러운 색 중 하나로서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을 상

징하며 힌두 제사 의식인 푸자(puja)를 집행하는 구

루(guru)는 흰색 도티(dhoti)를 착용한다. 유교에서

도 공자에게 바치는 신성한 의식에 흰색을 사용한다.

윤지윤, 김영인2)은 흰색의 이미지를 ‘청결한/순결한’,

‘신성한’, ‘활동적’, ‘모던한/단순한’, ‘슬픈/불길한’ 등

의 5개로 범주화 하였으며, 최재경, 김민자3)는 흰색

의 복식이 가지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우아성’, ‘숭고

성’, ‘금욕성’, ‘전위성’ 등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색을 말하

는 소색(素色)까지도 백색으로 불렀다. 이 소색은 무

색(無色)의 개념으로, 인공적으로 염색하거나 현대적

인 표백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명이나 삼베 등의 고

유한 색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 전통 복식에 나타난

흰색은 순수한 흰색에 가까운 색부터 밝은 미색이나

담갈색(淡褐色)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간혹

아주 엷은 청색을 띠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백색도 한국 전통 색채 관념에 따라 이러한 소색을

포함한 개념이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백색을 선호하고 숭상하였으며

백색 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이라 하였다. 한국인의

백의 숭상 습속에 대해서는 3세기에 편찬된 중국사

서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 4)에 기록

되어 있다. 즉 부여의 ‘재국의상백(在國衣尙白)’이라

든지, 변진(弁辰)의 ‘의복정결(衣服淨潔)’이라든지,

고구려의 ‘기인결청(其人潔淸)’ 따위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수서(隋書)에도 신라 사람들은 옷의 색

깔로 흰 옷을 숭상한다.“고 기록되어 있다.5) 이러한

백의호상은 삼한·삼국 시대 이래의 오랜 유습임을 알

수 있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하

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반포되었던 ‘백의금지령(白衣

禁止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백의 금지령은 오

행사상(五行思想)으로 볼 때 서쪽에 해당한다는 이

유와 백색은 상복(喪服)이라는 이유 등으로 시행되

었다.6) 그러나, 13세기 후반 고려 충렬왕 때 백의 금

지령이 내려졌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 시대에

도 태조 7년(1398년), 태종 원년(1400년), 세종 7년

(1425년), 연산군 11년(1505년)과 12년(1506년), 인조

26년(1648년), 현종 11년(1669년)과 12년(1670년),

숙종 2년(1675년)과 17년(1690년), 그리고 영조 때

등 여러 차례 백의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한국에서

백의호상의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7) “1895년에는

흰옷을 벗고 서양식 옷을 착용토록 하는 변복령(變

服令)이 전국에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의병 운동

이 일어났다. 이는 백의를 숭상하는 한국인의 집념이

남달리 강했던 증거이다.”8) 사학자이자 시인인 최남

선(崔南善, 1890-1957)9)은 그의 저서 조선상식문답
(朝鮮常識問答)에서 한국의 백의 숭상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民族이 白衣를 숭상함은 아득한 넷날로부터

그러한것으로서 언제부터임을 말할 수가 업습니다.
수천년전의 夫餘人사람과 그뒤 新羅와 高麗와 朝
鮮의 모든 王代에서 한갈가치 흰옷을 닙은것은 그

마다 우리나라에와서 보고간 중국사람의 긔록에
적혀잇는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풍속이 어째 생겻
느냐 하건대 대개 조선민족은 녯날에 太陽을 하느

님으로 알고 자긔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미덧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빗츨
신성하게 아라서 흰옷을 자랑삼아 닙다가 나종에

는 왼 민족의 풍속을 이루고 만것입니다.”

19세기에 한국을 다녀갔던 프랑스의 주간지 릴뤼
스트라시옹(L’Illustration)의 기자 라르게(R. V. La-
guerie)10)는 그의 저서 라 코레(La Coree)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으로 한국인들의 백의

풍습을 설명하였다. 독일의 오페르트(E. Oppert)11)

역시 그의 저서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Ein vers-

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에서 한국 사

람들의 의복을 “모든 남자와 여자가 흰옷을 입고 있

었다.”라고 표현했으며, 옷감의 소재에 대해서는 “대

중이나 민중이 입는 의복의 재료는 국내에서 산출된

직물을 다소간 보기 좋게 바래어서 만든 무명이다.

그러나 일반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성글게 짠

일종의 삼베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19세기 말에 조

선을 방문했던 다수의 서양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흰

옷을 주로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인상을 기술하였다.

한국인의 전통 백의는 종교 복식은 물론 일반인의

복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기가 태어나면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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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킨 후 아이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며 청결함과

순수함을 의미하는 흰옷을 입혔다. 한국인에게 “흰색

의 상복은 사자의 저승길을 밝히기 위함이며 상주로

서의 예를 갖추어 슬픈 마음과 속죄하는 마음의 표

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12) 흰색은 청결,

신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길색(吉色)이 아니어서

신분이 낮은 표시이거나 흉례(凶禮)에 사용되어 온

복색이기도 하였다.”13) 이러한 한국인의 전통 백의는

평민들의 일상복은 물론, 양반들의 평거복과 학자복,

종교 의례에서 사제나 참여자가 착용하는 종교복, 제

례복, 상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림 1> 제석거리 굿의 무녀, 19세기

- 巫黨來歷, p. 51

먼저 한국의 민족적 전통성과 제천사상, 그리고

삼교(三敎)의 여러 사상에서 기인한 백의호상의 전

통은 무속인이 굿을 할 때 착용하는 무복(巫服)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14)은 무당들이 행

하는 각종 제의(祭儀)에 대해 기록해 놓은 19세기경

의 자료를 묶어 간행한 무당내력(巫黨來歷)에 나

온 그림이다. 한국 전통 종교인 무속의 사제 무녀가

제석거리(帝釋-) 굿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무복으로

흰색의 장삼(長衫)을 입고 흰색 고깔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무녀가 불교적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제

석이 불교적 신이기 때문이며, 흰색의 장삼은 청결과

곧은 것을 상징한다. 또한 무녀들이 굿을 할 때 상복

인 흰색의 소복(素服)이나 흰색의 두루마기를 착용

하기도 하는데, 이는 흰색이 정(淨)한 색으로 잡귀나

액(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간절함과 슬픔의 표현을 극대화 하고 이를 극복하려

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착용하

는 종교복이나 제례복으로 흰 옷을 착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불교의 의식무(儀式舞)에서 유래

한 승무(僧舞)의 복식이나 승려들이 착용하는 흰 장

삼, 도교의 도사(道士)복식, 유교의 제례복식 등에서

도 순수성과 종교적 엄숙성을 띠는 흰 옷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흰색의 종교 복식에서는 종교적 절

대성과 신성함, 그리고 정결함 등이 표현되고 있다.

결국, 한국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온 종교인 무교,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종교에서 흰색의 복식만 나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종교 모두에서 흰색의 복

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 복식은 물론 한국

인의 백색에 대한 관념은 여러 종교 사상의 영향이

크다. 감정을 억제하고 멀리하면서 인격과 형식, 규

범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의 금채색사상(禁彩

色思想)은 색(色)15)을 욕망으로 간주하였고, ‘형(形)

의 크고 작음이 어디에 있고 색의 아름다움과 아름

답지 않음이 어디에 있겠는가.’하는 불교의 공(空)사

상과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16)의 정신

이나 도교의 무위사상(無爲思想)17)은 비움과 절제의

미학으로 복식의 색에 영향을 주었으며18) 한국의 백

의호상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123년 고려를 방문했던 서긍[徐兢]19)은 고려도
경(高麗圖經)에서 “고려왕은 평상시에는 검정 두건

에 흰 모시[白紵] 도포(道袍)를 입으므로 백성과 다

를 바 없다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고려 시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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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제현의 초상,

14세기 중반

-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p. 531

<그림 3> 士人詩吟 , 강희언, 18세기 말

- 조선후기 아회도(雅會圖), p. 161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흰옷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0)는 고려 충정왕 때 우정승을 지낸

이제현(李齊賢)의 초상이다. 초상화의 복식은 모체가

이층으로 된 건(巾)에 심의, 포대(布帶), 흑피화(黑

皮靴)를 착용하고 있다. “심의는 고려 시대에 주자학

(朱子學)이 전래되면서 유학자의 법복(法服)으로 사

용되었는데 깃과 소맷부리, 옷단 가장자리에 검은색

비단이 둘러져 있다.”21)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학

자가 착용했던 심의나 학창의(鶴氅衣)는 검정색의

가장자리 장식이나 검정색의 건(巾) 또는 관(冠)이

흰색의 옷과 흑백의 조화를 이루면서 학자의 고고한

인품과 냉철한 지성이 표현되어 있다.

많은 수의 사료와 초상화를 살펴보면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편복(便服)으로서의

도포(道袍), 학자의 법복(法服)인 심의(深衣) 등은

물론 관리가 일할 때 입는 시복(時服)까지도 흰색으

로 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상류층의

경우 계급의 표현이나 직무 수행에 따라 색이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일상적으로는

흰옷을 착용하였다. <그림 3>22)은 조선 시대 양반의

생활을 보여주는 강희언의 수묵채색화 사인시음(士

人詩吟) 으로 선비들이 시를 짓고 책을 읽고 손으로

수염을 비비꼬며 시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그리고 있

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섯 명의 인물들은 각기 네모

난 방건(方巾), 길게 늘어트린 복건(幅巾), 2단으로

된 망건(網巾), 둥근 챙이 달린 갓 등 각기 다른 검

은색 건을 머리에 쓰고 있으나, 모두가 편복(便服)으

로 흰색 도포를 착용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흰옷은

서민의 상징이었으나, 이 그림은 조선 시대에 흰옷이

서민은 물론 양반들에게까지 얼마나 보편적으로 착

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흰옷은 무속복이나 승려

복 등의 종교 복식, 제례복이나 상복, 다양한 상류층

의 복식 등으로 한국인에게 고루 착용되어 왔지만,

흰옷은 가장 서민적인 색의 옷이다. 상류층은 흰옷과

더불어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색으로 된

복식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항

시 흰옷만 입고 지낸다고 할 만큼 흰옷은 서민적인

옷이었다. <그림 4>23)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상

을 간략하면서 짜임새 있는 구도에 해학적 감성으로

표현해 낸 김홍도의 씨름도 인데 등장인물들이 모

두 흰옷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5>24)는 19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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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씨름도 , 김홍도, 18세기

- 國立中央博物館 편, p. 28

<그림 5> 경운궁 大安門 앞의 흰옷을 입은 인파.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p. 252

경운궁 대안문(大安門) 앞에 운집한 사람들의 모습

으로 대부분이 일상복으로서의 백의를 착용하고 있

다. 백의는 양반들의 평거복(平居服)이나 학자복 등

으로도 널리 착용되었으나, 양반과 달리 서민들은 계

급의 구분이나 사치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는 색채 선택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는 점에서 백의는 서민의 복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백의는 청렴과 검소함, 절제 등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된 가치를 지니는데

그것은 ‘한’과 ‘비애’, ‘체념’과 같은 한국인 특유의 정

서이다. 한국의 국문학자 김동욱(金東旭, 1922년∼

1990)25)은 그의 저서 아리랑과 흰옷 에서 한국인

의 흰옷에 깃든 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그 고개를 가시는 임! 그 임이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나기를 기다리는, 앵돌아지고 그

러나 흐리눅진한 반항의 자세, 오히려 체념 속에서
정신적 승리를 맛보려는 약자의 반항... 아리랑 고
개!

그 고개를 넘어가는 임도, 보내는 임도 흰 옷을 입
었으리라. 바람에 나풀거리는 순백의 옷! 오랜 민
족의 전통 속에서 끈기 있게 지켜 온 빛이 바로

이 백색이다.
이 백색은 모든 것을 항거하는 빛인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하는 빛이기도 하다. 그것은 운명의 빛!

또 그것은 순수의 빛이요, 비애의 빛이다.”

한국인들이 흰옷을 즐겨 착용해 온 전통은 여러

종교 복식이나 상류층의 복식에서도 폭 넓게 나타나

지만 흰옷은 주로 서민들이 착용한 소박한 색의 복

식이었다. 그런 면에서 백색은 서민층을 상징하는 색

이었으며, 백색이 가지는 결백함의 속성과 슬픔의 상

징성이 결합하여 백의가 한국인의 ‘한’과 비애, 체념

의 정서를 가지게 하였다. 결국 한국인이 착용한 흰

색 한복에는 순수함과 깨끗함, 정직함과 진실, 종교

적 신성함 등의 보편적인 가치와 함께, 소박함, 금욕

성과 청렴성, 슬픔, 한, 비애, 체념 등의 한국적 가치

가 내재되어 있다.

Ⅲ. 일본 제국주의와 백의에
관한 논점들

한국인의 백의 풍습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백색의 숭상, 청렴과 순결의 의미, 색을 욕망으로 간

주하는 유교 사상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백의 착용 문화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일본 제국주의는 20세기 초 한

국을 침략한 이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

화를 왜곡하고 비하하였다. 즉, 한국은 저급하여 지

배하고 보호해 줘야 할 민족이라는 제국주의적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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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인, 약

1900년경.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p. 284

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역사

와 문화를 왜곡하고 비하했던 것인데, 이것은 동양을

비하함으로써 서구 우월주의를 시도하는 오리엔탈리

즘(orientalism)의 특성과 유사하다. <그림 6>26)은 일

본 제국주의에 의해 한국의 복식 문화가 왜곡된 대

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거리가 아닌 실내의 꾸며

진 배경 앞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포즈를 취한 이

여인의 사진은 일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조선의

표상이다. 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조선의 이미지나

상류층 또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모습은 제외한 채

특이하고 미개한 모습만 골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박애주의(博愛主義)적 선택이었

다는 타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 식민사관은 한국인의 백의

착용 풍습을 왜곡하였다. 예를 들면, 망국의 슬픔이

나 상복의 일상화, 국가적 강제, 경제적 궁핍이나 염

료의 부족 등이 백의 착용의 원인이라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 학자들과 이에

동조한 일부 한국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일부에서 주장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백의고를 쓴 일본의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

一]는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자

망국의 슬픔 때문에 백의를 입기 시작했다고”하였고,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는 한국의 백의 착용 풍습

을 “한민족이 겪은 고통, 많지 않은 역사적 경험” 때

문에 이라고 주장하였다.27)

일제 식민사관에 입각한 학자들은 한국의 백의 착

용 전통을 염료 부족이나 상복의 일상화 또는 슬픔

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왜곡하고 비하하면

서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한국인

에게 백의 착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인들

이 수천 년 동안 착용해 온 흰옷은 신분의 고하(高

下)나 직업의 차별을 초월하여 한 민족,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연대가 백의민족의 풍모로 관습

화된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고자 했던 한민족의 저항 정신이 백의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송기호는 “흰옷은 일본

에 대한 저항 의지의 상징이기도 했다. 근대화란 이

름으로 양복과 양장이 보급되자 이에 반발하여 전통

의복의 고수로 대응하였던 것이다.”28)라고 하였다.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한민족은 민족의 상징인 흰옷

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백의가 항일 정신의 상징

으로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림 7>29)은 3.1운동

당시의 사진으로 군중들이 경성부청(오늘의 서울시

청) 앞에 모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

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서적인

한국의 독립 운동(The Korean Independence Move-
ment)에 실린 이 사진에는 한국의 무저항 시위 군

중(Korean crowd of non-resisting demonstrators) 이

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여자와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열광적인 한국인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

다”고 설명되어 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 중 일부

는 어두운 색 교복이나 서양식 신사복을 입고 있으

나,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착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白衣好尙 현상이 고착된 배경에 관한 논의

- 159 -

<그림 7> 3.1운동 당시 수천 명의 군중들이 경성부청 앞에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p. 4

한편 최남선30)도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상식문답
에서 “종교적이나 례식상에 닙는옷은 로히 생각하

려니와 일반으로 무상시에 닙는옷을 희게함은 첫째

시대를 마츨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이여성(李如星, 1901년

-?)31)은 1941년에 쓴 조선복색원류고(朝鮮服色源流
考)에서 조선 시대의 금채색 전통과 백의에 대해 설
명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역대의 예문숭상(禮文崇尙)이 감정생활

을 절제시켜 왔다. <미관(美觀)과 복색(服色)편 중>

둘째, 세종 때에는 존비등위(尊卑等威)를 밝히기

위하여 관리의 백의 착용을 금지하였다. 복색에 나타

나는 존비 품위나 등급의 색별(色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직품을 가지지 못한 일반 서민에게는 결코 색을

허락하지 않았다. <존비(尊卑)와 염채(染采)편 중>

셋째, 조선은 근검절용을 미덕으로 삼아 복식 염

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때로는 절약령이나

금지령을 내렸다. 염채를 금제하는 것은 사치와 화려

함을 억제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으며, 이에 순종

하여 농염(濃染)은 담염(淡染)으로, 담염은 백지(白

地)로, 혹은 농염에서 백지로 나아갔다. <사치금지

(奢侈禁止)와 염채(染采)편 중>

넷째, 염료가 부족하여 검소함을 국시(國是)로 삼

았으며 오행사상(五行思想), 사대주의(事大主義), 금

치정책(禁侈政策), 존비구별(尊卑區別) 등에 의하여

복색의 자유를 제약하였으므로 염채의 뛰어나고 재

치 있는 진보와 복색의 우미한 발달이 있을 수 없었

다. <상복기피(喪服忌避)와 복색(服色)편 중>

이여성은 감정생활의 절제와, 사치와 화려함을 억

제해 왔다는 점을 조선 시대 금채색 전통의 배경으

로 설명하였을 뿐, 한국인이 백색을 호상하여 백의를

착용하였다는 점이나 백색의 고귀함과 우아함이나

백의의 순수미와 청렴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

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복색의 제약으로 한복의 미

적 감각이 뒤떨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인의 백의호상 문화에 대해서 위와 같은 다양

한 주장들이 있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

게도 20세기 중반 이전에 한국인의 백의 문화를 다

룬 문헌들은 몇 편 되지 않으며 그것들 대부분이 일

제 식민사관에 의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도리야마



服飾 第64卷 1號

- 160 -

<그림 8> 유창선의 白衣考 (二)편의 일부

- 동아일보, 1934. 4. 2, p. 3

기이치(鳥山喜一)나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와 같

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최남선이나

이여성과 같은 이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로 식민사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Ⅳ. 유창선(劉昌宣)의
백의고(白衣考)

앞의 Ⅲ장에서 언급한 문헌들이 주로 일제 식민사

관에 의한 시각으로 한국의 백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어 학자이자 시인인 유창선(劉昌

宣)의 백의고(白衣考) 는 일제 식민사관의 왜곡된

시각이 아닌 주체적 시각으로 한국인의 백의를 논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널

리 알려지지 않았고, 유사한 연구 또는 문헌에서 인

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의의가 있다.

유창선은 1905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여 평

양 숭실전문학교와 일본 릿쿄대학(立敎大學) 사학과

를 다녔다. 그의 업적은 향가(鄕歌)와 계림유사(鷄林

類事)의 해독을 통한 고대어 연구, 속담 연구, 용비

어천가(龍飛御天歌) 주해, 국어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등의 네 분야로 간추릴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 다루

는 백의고 는 유창선이 일본 유학 중이던 1934년에

4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총 다섯 차례로 나누어 동
아일보에 실은 논문이다.
백의고 는 총 다섯 차례에 나누어 게재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一. 머리말, 二. 三國時代의 白衣

風俗, 三. 古代東北亞細亞 民族의 白衣風俗, 四. 高麗

朝의 白衣風俗, 五. 白衣起源說과 그 批判, 六. 白衣

宗敎起源說, 七, 朝鮮民族性과 白衣風俗 등 모두 일

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33)은 다섯

편의 글 중 제 (二)편의 일부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이 되는 五장과 六장, 七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一장

머리말과 많은 고문헌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二장부

터 四장까지를 해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머리말.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를 입

는 풍습이 있어 왔다. 이 백의 풍속에 관해 고찰 해

보는 것이 이 소론(小論)의 목적이다.

제 2장 삼국 시대의 백의 풍속. 백의 풍속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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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수서(隋書), 북사(北史),

구당서(舊唐書), 오대회요(五代會要), 송서(宋書), 위

지(魏志), 양서(梁書) 등의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신

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모두 백의를

숭상하고 즐겨 착용하여 같은 백의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 고대 동북아 민족의 백의 풍속. 아주 오랜

옛날에는 조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백의

를 숭상하는 풍속이 있었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의 어느 민족이건, 그것이 부여족(扶餘族)

이거나 여진족(女眞族)이거나 혹은 거란족(契丹族)

이거나, 몽고족(蒙古族)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백의

를 숭상하는 풍속이 있었다.

제 4장 고려의 백의 풍속. 삼국 시대의 백의 착용

풍속은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 고려 시대에 와서도

변치 않고 존속하였다. 백의 금령(禁令)이 처음으로

있었으나, 수천 년간 고유한 관습이 되어 버린 백의

풍속을 금지하려 한 것은 인식 부족이었다. 여러 사

실로 미루어 고려 시대의 일반 민중의 의복은 모두

백의였다는 것을 알기에 족하다.

총 일곱 개의 장 중에서 이어지는 제 5장에서는

백의의 기원이 되는 여러 가지 왜곡된 견해들에 대

해 비판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그 왜곡된

견해들은 조선의 백의 풍습이 염료의 부족이나 염채

기술의 미발달, 경제적인 궁핍 문제, 국가 차원에서

통제, 망국의 슬픔이나 잦은 국상으로 인한 상복의

일상화 등 때문이라는 것 등이다. 유창선은 백의 풍

속이 명종 을축(乙丑)년 이후로 여러 번의 국상을

당하여 계속해서 흰옷을 입은 것이 결국 풍속으로

이어져 온 나라가 흰옷을 입게 되었으며, 백의는 상

복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고 했다는 백의국휼설(白

衣國恤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明宗乙丑以後의 빈번한 國喪이 드디여 白衣風俗
이 되엇다고 하지만 그러나 벌서 乙丑以前부터 白
衣가 一般民衆의 常用衣로 되어온 事實은 어찌할

것인가. 高麗朝나 三國時代는 말할것도 없고 더 올
라가 三韓時代부터 白衣를 입은 事實이 잇음은 어
떻게 說明할터인가, 또한 民衆의 心理로 본다고 하

더라도 喪服과 같은 祥瑞롭지 못한 不吉嫌惡의 것
이 風俗으로 轉化할 理由는 到底히 없는것이다. 이
와같은 根據없는 說은 何等의 取할만한 價値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34)

유창선은 서민층과 선비,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백

의 착용을 금지하는 명이 거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층에서 백의 착용이 이어져 왔음을 설명한 후,

상복의 일상복화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즉, 명종 을

축년 이후에 연이은 국상으로 흰 상복이 일상복으로

정착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이전은 물론이고, 고려조

나 삼한 시대부터 흰옷을 착용한 사실과, 흰옷이 상

복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상

복을 풍속화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계속

해서 유창선은 경제적 궁핍이나 염료의 부족에서 기

인한다는 백의경제기원설(白衣經濟起源說)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열거한 뒤 그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일즉부터 物質文明이 發達되어 여러 가지의 染料
도 벌서부터 使用해온 朝鮮族이 만일 白衣尙好의

다른 原因이 없엇으면 그처럼 原始的이오 또 單調
한 衣料를 原色 그대로 입엇을 理가 없엇을 것이
다. 또 染料代가 들지 않으니 白衣를 입는것이 經

濟的이엇을 것이라는 것은 矛盾된 觀察이다. 白衣
는 너무도 不經濟的이기 때문에 現代朝鮮社會에서
는 盛히 色衣獎勵運動이 流行하지 않는가. 그리고

錦繡羅綾도 입을수 없고 黑靑以外에는 모든 色衣
가 全部禁止되엇기 때문에 不得已 白衣를 입을수
밖에 없엇으리라고 하는것도 그것은 너무도 理論

的이다. 當時의 政府의 禁令이라는 것은 決코 오늘
의 그것과 같이 그렇게 嚴重하게 實施된 것은 아
니엇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엇다고 하더라도 禁令

으로만 본다면 白衣는 도리어 다른 아모것보다도
더욱 자조자조 禁止되어 왓다.”35)

여기서 유창선은 한민족이 여러 가지 염료를 일찍

이 사용해 왔던 점을 들어 백의를 좋아하고 선호하

는 전통이 없이 단순히 염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서 흰 옷을 착용했을 리가 없다는 점과 색깔 있는

옷이 오히려 백의보다 경제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

였다. 또한 백의 착용이 강제된 것 보다는 백의 착용

이 국법이나 명령에 의해 금지된 적이 더 많다는 점

에서 국가적 통제에 의해 백의를 착용한 것이 아니

라는 점 등을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창선이 백

의고 5장 “白衣起源說과 그 批判”36)에서 일제 관학

자들이 주장한 백의 착용 풍습에 대한 비판을 요약

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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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견해 유창선의 반론

염료의 부족

기술의 낙후

일즉부터 物質文明이 發達되어 여러 가지의 染料를 使用해온 朝鮮이 만일 白衣尙好의 原因없이 없

었으면 單調한 衣料를 입었을 理가 없다.

경제적 궁핍
染料代가 들지 않아 白衣를 입는 것이 經濟的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矛盾이다. 白衣는 너무도 不經

濟的이기 때문에 現代에는 色衣獎勵運動이 流行하지 않는가.

국가적 통제
當時의 政府의 禁令은 決코 오늘의 그것과 같이 그렇게 嚴重하게 實施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禁令만 본다면 白衣는 도리어 더욱 자주 禁止되어 왔다.

망국의 슬픔

상복의 착용

明宗乙丑以後의 頻繁(빈번)한 國喪이 白衣風俗이 되었다지만 高麗나 三國時代는 말할 것도 없고 三

韓時代부터 白衣를 입었다. 또한 喪服이 風俗으로 轉化할 理由는 到底히 없는 것이다.

<표 1>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백의 습속에 관한 견해와 유창선의 반론

계속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백의호상의 전통

이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

장을 하고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차례대로 나열한 뒤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白衣尙好의 風俗을 오로지 朝
鮮民族만이 이것을 끝끝내 保存하야 마침내 이것

이 우리 民族的 象徵이 되기까지에 이른 것은 어
떠한 理由로서인가. 나는 삼가 말한다. 그것은 오직
朝鮮民族의 民族性 곧, 宗敎心과 潔白性에 基因한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은 祭天性과 潔白性은 마츰
내 우리조선민족으로 하여금 흰옷을 좋아하는 習
慣을 만들고 그리하야 그 習慣은 길이길이 이 民

族의 風俗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白衣起源
이 宗敎的關聯이 있다고 主張하는 所以는 實로 여
기 있는 것이다.”37)

이와 같이 유창선의 글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일본

의 관학자들이나 이에 동조한 한국의 학자들의 글과

달리 백의 습속의 원인을 염료나 경제적인 문제, 국

가적 통제에 의한 강제성, 상복의 일상화 등이 아닌

한국인의 종교심이나 결백성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인의 백

의호상 풍습에 대한 의문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 한 연구에서는 백의 숭상 전통에 대해 “수요 주

체가 스스로 피력한 자료가 없는 한 그것은 관찰자

의 인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백의 선호

경향을 주장하거나 수용한 연구 결과에도 누구 하나

선호 취향을 직접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38)고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백의호상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 미화된 것이라고 하거나 흰

옷의 열등한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인의 백의호상 전통 자체에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창선의 백

의고 는 주목할 만하다.

Ⅴ. 결론
흰색이라는 요소가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한 논의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없

는 일이 전혀 아니다. 고대 신화부터 고문헌, 사적

자료들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흰색의 복식은 수십 편의 다양한 문헌 뿐 아니라 인

물 초상화나 민속화 그리고 개화기의 사진 등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백색이 본격적으로 첨

예한 담론의 대상이 된 것은 일제에 의해 한국의 존

재가 부정되어 식민지화되고 식민주의 논리가 집요

하게 전개되면서 부터의 일이다. 그 담론은 억압적인

타자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비하된 것이기도

하였고, 그 타자에 대항하여 반제국주의 적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일제로부터 독립 한지 60

여 년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

로 인하여 아직까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듯이

백의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의 백의 착용의 배경에 관한 논의 중에서

염료의 부족이나 기술의 미발달은 백의호상의 근본

적인 원인과 거리가 멀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복은

물론 건축과 생활 곳곳에서 발달된 염료를 사용하였

으므로, 복식에서도 많은 염료의 수요가 있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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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공급이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

적 궁핍이나 국가적 통제도 백의고 를 통한 유창선

의 반론과 같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백의 착

용을 금하는 금령이 많이 있어 왔지만 결국 한국인

의 오랜 전통을 바꿀 수는 없었다. 상복이 일상복으

로 되었다는 주장이나 슬픔의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

을 입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은 논의의 가치가 없다.

백의만이 한국인의 색채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방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있어

왔다. 양반들의 관복은 이미 화려한 농염의 복식이었

고, 아이들의 색동옷이나 색깔 있는 옷이 필요한 직

업 종사자들의 복식, 그리고 서민들까지도 경사스러

운 날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한국인의 백색 선

호와 백의호상 전통의 주된 원인은 한국인의 종교심

이나 여러 종교 사상의 영향, 결백성이나 자연성의

취향 등에 기인한다. 이렇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

국인의 흰옷에는 한국인 특유의 한과 정서가 배어

있으며, 민족성의 상징으로 외세에 대한 저항성을 내

포하는 상징으로 착용되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백의

문화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지만, 한

국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들에 의하여 한국인

의 백의호상 문화가 왜곡되고 폄하 되어 온 논의에

동조하는 흐름이나 논의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제 식민사관에 의하여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 백의와 한국인의 미의식 논

의에 새로운 전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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