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vXXw??
색채박사 문은배가 이야기하는 우点잭研져

771599 354003
1,000원

치,

思色 丨 김주영 김열규 박동규 박영택 김학량

窮色 I 왜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라 하는가 박생광의 빛깔, 토함산 해돋이



사용한 종이는 이 코노그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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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디자인디비〉가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21세기, 디자인은 더이상 멋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문화입니다. 한국 디자인에 필요한 자양분, 이제〈디자인디비〉가 선사하는 한국문화컨텐츠와 함께 한국

디자인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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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문은배 문은배 색채디자인연구소장, 중앙대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

한국의 <

전통색이란 한 지역에서 역사성을 갖고 발달해온 색을 말한다. 색의 지각발전 과정 중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단계가 바로 지역색이며 전통색을 형성하는 단계에 해당한다.「색채 환경그리고인간의 

반응」, 프랑크 h. 만케, 도서출판국제, 1997색채는 다른 어떤 시각적 요소보다 전달력이 강하고 지긱勻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전통색은 그 지 역의 특성 및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된다. 또한 

전통색을 연구하는 것은 기호학에서 말하는 능기와 소기를 모두 연구하는 결과이므로 문화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하다. 즉, 현상으로 드러난 색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이 나타난 사회적 , 역사적 먹락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  

전통색을 논할 때 거론되는 또 하나의 문제로 고유색과 고전색에 대한 정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유색은 한국인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즐겨 사용하고 유행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한국인고유의 색이다. 반면 고전색은 고유색의 한 요소로 일정 

시대에 즐겨 사용했던 개성이 뚜렷한 색을 가리킨다. 우리가흔히 '한국의 색 이라 할 때의 색은 

고전색에 해당하며 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및 문헌에 나타나는 색을

지칭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의 전통색은 모두 의미론적 색채에서 출발한다. 태극의 생성과 음양의 조화로 형성되는 

오정색이 占본이 되며，오저•색의 합인 온간색이 그 뒨를 따른다」이_과정엔관해서는 본다 — 一 

상세하게 서술된 전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 정색과 간색을합한J0가지 색은모두 

의미론적 상징색에 해당한다. 즉, 정확한 좌표나 시편이 없고 각 방위의 색이 상징하는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동방의 청색은쪽의 염색 농담에 따라조금씩 다른 색으로 

구현되며 , 단청의 삼청과 같이 광물 안료를 사용하면 또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색들이 모두동쪽의 기운을상징하는 청색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색은 

음양오행의 조화를 중시하는 의미론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 

파악하고彗용하기위해선言 색의상징성과 의미를；건저 이해해야 한다. 배색으로 들어가면 

전체의 조화와 톤의 배열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나의 좌표를 고집하거나 무리하게 물리적인 

좌표를 정량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민간예술품의 하나로 평가받는 전통 조각보 

역시 조화로운 색의 배열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서 색채의 배열과그에 따른 조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 전통색은오정색과오간색의 구성에 따라 적색계, 황색계, 자색계, 청록색계, 

무색계의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청록색계가 두 개의 색으로 구성된 이유는 청색계와 녹색계 

모두 봄과 생동하는 기운을 상징함은 물론 구성 및 의미에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담（淡）, 연（軟）, 명 （明）과 같이 색의 느낌을 설명하는서술어는 9개로 이는 

舌제적인 분류에도 적합한구성이다. 색상의 계열은 5개의 구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9개의 

서술어와 만나 보다 풍부한 색으로 분화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청색이라도 앞에 붙는 

서술어에 따라 담청색, 진청색, 흑청색 등 다양한 색으로 묘사된다. —

읠상 생활과 관련된 색채는 주로 의복이나 소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 

주변에서 자라는 풀이나 과실, 나뭇잎 등 거의 모든 식물에서 손쉽게 염색 재료를 얻어왔다.

현재 전통 천연 염료로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목초는 무려 400여 종에 달한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의 분포지 역과 기후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해서 좀처 럼 사용하기 힘든 것이 있는 반면 

양파 껍질과같이 식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수 있는 재료들도 있다. 이중쪽（藍）, 홍화（紅花）, 

오배자（五倍子）, 치자（梔子）, 자초（紫草）, 소방（蘇芳） 등은현재에도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염색 재료들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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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색 , 새로운 표준화를 기대하며

20세기 과학은 모든 색에 자유와 평등을 부여 했다. 마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듯 연속적인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색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색에서 다른 색을분리해낼수 없는, 점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몰개성적이고 중성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색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3원색과 그에 따른 가산, 감산혼합,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표준 정하기 이다. 정 량화와 수치화를 통해 

색을 반복적 이고 대 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색에 대한 연구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전통색에서 색이 다르다는 말은 각각의 색상이나 명도, 혹은 채도가 

다르다는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또한 색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말도요즘처럼 배색이 어울리지 않는다든가유행에 

뒤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각각의 색이 엄격한 위계질서 내에서 저마다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며 또한 6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통색에 대해 표준색명과 표준색상을 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현대적 색 체계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기념품에 잘못 새겨진 전통문양처럼 , 전통색이 가진 의미는 

떨어져나가고 그 껍데기만남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용 색상환을 바탕으로 

색을 인식해온 사람들이 오방색과 단청밖에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전통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무려 3백여 가지의 전통색과 색명에 대한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고문서를 

바탕으로 전통 염료 및 안료를 재현해 서적으로까지 출판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 

할만한 것은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프로젝트가 처음이다. 이후 몇몇 학회 및 

연구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 학계 전반에 걸쳐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표준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통색을 재현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어려운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색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의 인식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옛날 옛적 사용하던 색을 100% 완벽하게 

재현하길 바랄 수는 없다. 재현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장인마다사용하던 색상이 다르고 지방마다사용하던 염료 역시 다르며 , 

또사찰마다 단청색이 조금씩 다를 터인데 무엇을 표준이라 할 것인가?

한국의 전통색에 대한 표준화는 현대의 다른 표준화 작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약속으로서 공감대를 

갖출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표준이 란 말과는 상반될지 모르나 수치나 색좌표보다는 그 의미와 

정감을 알려줄 수 있는 표준화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색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단청색이다 라고보여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단청을 가운데 두고 펼쳐진 산사의 그윽함을 함께 가져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본지에서 한국의 색을 다루며 색만이 아니라 그 색이 유래한 이미지를 함께 보여준 것도 그와 같은 

바람에서 이다.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본지에 소개된 한국의 전통색 90선은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구•발간한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에 수록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였다. 색에 

대한 Munsell값은 위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값을 따랐으나 RGB값 및 CMYK값은 

문은배 색채디자인연구소의 자문을 얻어 재현한 것임을 밝혀둔다.



무채색이란 말그대로 채색되지 않은 색, 색이 없는 색을 말한다. 현대의 색 지식을 빌어 말하자면 색상과 채도를 제외한 명도만으로 

이루어진 색에 해당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사람들을 '백의（白衣）의 민족 이라 일컬었다. 백의는 때가잘타 쉬이 검어진다• 사대부들이야 

항상깨끗한 백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은다르다• 처음에 갓빨래한흰옷에서 연한회색, 소색과회색을 거처 거무튀튀한 

현색까지, 여기 있는모든 색들이 백의（白衣）의 색이 아니었을까

무채색계 無彩色界 글 문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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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명 Munsell 16진수 RGB Color CMYK Color

흑색

백색 

회색

구색

치색 

연지회색 

설백색

*343437

#FFFFFF

#A6ACAA

#98AiA4

#686A6B

#7568〃

#DEE7E7

유백색 8.oY 9.0/2.0 #E7E7D3

R52 G52 B55

R255 G255 B255

R166 G172 B170

R152 G161 B164

R104 G106 B107

R117 G104 B116

R222 G231 B231

R231 G231 B211

C93 M89 丫83 K52

Co Mo Yo Ko

C38 M27 Y31 Ko

C45 M32 丫32 Ko

G72 M64 Y62 K4

C55 M58 Y40 K20

G12 M4 Y7 Ko

C9 M5 Y18 Ko

지 백색 6.oY 9.0/1.3 #E4DFCC R228 G223 B2O4 C6 M6 Yi7 K4

소색 i.3丫 8.4/2.7 #D9c9B4 R217 G201 B180 Cio M15 Y26 K5



흑색 黑色

• • •
*343437 R52 G52 B55 C93 M89 Y83 K52

오정색의 하나로 겨울과 물을 상징한다. 저숭세계와도 관련이 

깊어 상중（喪中）임을 나타내는상장（喪章）에 검은색을 

사용했으며 , 염라대왕의 비（妃）를흑암신（黑闇神）이라 

불렀다. 서양에서도 죽음을 상징하거나 음습한 기운을 나타낼 

때 주로 검은색을 사용한다. 붉나무의 오배자와 굴참나무의 

수피, 밤꽃나무의 꽃, 가래나무 액, 먹, 오리나무, 신나무 

등에서 염료를추출하여 여러 번 염색을 거치면 검은색이 

배어나오는데 염색의 횟수가 많고 공이 많이 들어 

현색（玄色）은고려시대 이후 귀족만이 향유할수 있었다. 

전통가옥의 기와도우리나라 고유의 검은색을 잘 보여준다. 

똑같은 까만색이 아닌 한 장 한 장 조금씩 다르면서도 함께 

어울려 기와지붕의 깊은 맛을 내는 것이다.

8

치색 緇色

• •
5.4RP 4・4/。・2 #686A6B R104 G106 B107 C72 M64 Y62 K4

스님의 옷색을말한다•치係篇）자는원래 '검은색 비단이란 

뜻으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스님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었으나조선시대에 이르러 의미가 

퇴색하였다. 비단이 무명천으로 바뀌면서 거친 천 또는 무명 

삼베옷에 잿염색을 한 색으로바뀐 것이다• 치（緇）자는 

검은색을자연에 비유할 때도사용되어 짙은 숲의 색을 

지칭하기도하며, 세속의 때를 말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유생은 검은색 관을 만들어 씀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6.2G 8.8/0.5 #DEE7E7 R222 G231 B231 Ci2 M4 Y7 Ko

설백색 雪白色

옛 표현 중에 “눈부시게 하얗다'는 말이 있다. 바로설백색이 

이런 눈부신 하얀색이다. 보통은 조금 바랜 누른 빛이 우리 

전통 백색의 주종을 이루지만 현대적 개념의 완전한 흰색 

역시 존재한 것이다. 당시 인위적인 조작으로 표현하기 

어 려웠던 완전한 흰색을 우리 선조들은 눈이 온 광경을 빌어 

설백색으로 표현하였다. 첫눈 위에 넘어지면 일 년 내내 

재수가 좋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눈은 예로부터 밝음과 

풍년의 상징 이었다. 전통 다식 인 백설기가바로 이 런

9 설백색이다.

소색 素色

1.3Y 8.4/2.7 #D9c9B4 R217 G201 B180 Cio M15 Y26 K5

전통장례에 입는 소복의 색이다. 소색은 따로 염색한 것이 

아닌 무명이나삼베의 고유색이 우러나온 것이다. 소（素）자는 

흰 또는 순백 을 의미하는 말로 예로부터 빛깔이 흰 옷을 

소의 （素衣）, 겨울의 흰 눈을 소설（素雪）, 흰 얼굴은 

소안（素顔）, 음양오행상 백색에 해당하는 가을을 

소추（素秋）라 표현하였다. 어원자전을 보면 소자는 '수 자 

윗부분의 변형으로 누에에서 빼낸 실이 한줄씩 내려옴을 

나타내는 '垂 의 회의문자이며 본래그대로 라는뜻이다. 

이에 반해 현대적 의미의 백색은 인위적으로 색을 빼고 

형광기를 가미한 색으로 전통적인 소색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미 색 또는 베이지색에 가깝지만 원래 

한국의 소색은 없는 색'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백색 紙白色

6.oY 9-0/1.3 #E4DFCC R228 G223 B204 C6 M6 Y17 K4

전통 한지의 색으로 누르게 바랜 책에서 느낄 수 있는 백색의 

한 종류이다. 한지의 주원료로는 닥나무（楮Broussnetia 
KazinokSieb）의 인피 섬유가사용되었다. 닥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닥나무와 

꾸지나무이다. 한지는 용도에 따라그 질과 호칭이 다르다. 

예를 들어 문에 바르면 창호지, 족보•불경 •고서의 

영인（影印）에 쓰이면복사지,사군자나화조（花鳥）를치면 

화선지 （畫宣紙）, 연하장•청첩장등으로 쓰이는 솜털이 일고 

이끼가박힌 것은 태지（苔紙）라 한다. 한국 전통색에서 

백색은 관념적인 상징색이지만 지백색은 이와는 달리 실제 

눈에 보이는 물체색으로서의 백색이다.

IO

思色一

소리는 숨김없는 소리 그대로, 냄새는 가감 없는 냄새 그대로

김주영 소설가

바람 한 점 없는 한밤중에 구름 밀려오고 사위가 아늑하게 가라앉는 기분이더니 , 드디어 희끗희끗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다. 툇마루 밑에 엎드려 코를 골며 잠들었던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금방 눈앞이 자욱하도록 지천으로 내려 

쌓이는 눈발을 바라보다가 골목 밖으로 뛰어나가 제 혼자 숭어뜀을 시작한다. 눈발을 발견한 강아지가 그렇게 

날뛰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쌓인 눈발 때문에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아니다. 채 

잠들지 않았던 사랑방의 노인은 진작부터 잠들었던 강아지가눈발 속을 뒹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지만, 노인은 눈발이 새록새록 내려 쌓이는 소리를 빗살문에 바른 한지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 소리로 노인은 밤새 얼마의 눈이 내리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저 혼자흥분한 강아지가골목을 

벗어나 한길까지 나갔으리라는 것도 익히 짐작하고 있다. 노인이 가진 모든 직관력과 통찰력은 일생 동안찌르러진 



문살에 바른 낡은 한지를 통해서 터득해왔다. 한길로 진출하였던 강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이 렇다할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은 창호지 밖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낌새로 개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챈다. 

드디어 문을 열고 함박눈을 뒤집어쓴 채 돌아온 강아지를 향하여 몇 마디 꾸짖은 다음, 문을 닫는다.

오늘은 읍내 장날이다. 칼끝같이 매서운 바람이 추녀 끝을 할퀴고 지나는 겨울밤, 문풍지 소리 요란하고 자정을 

넘겼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밤하늘엔둥실 달이 떠 있다. 다듬이질에 골몰하던 아낙네는문득 희미하게 켜둔 

호롱불을 바라본다. 창호지를 통해 방안으로 밀려드는 달빛 때문에 밝으라고 켜둔 호롱불이 희미하고, 호롱불 

때문에 창호지 밖에서 밀려드는밝은달빛이 어지럽다. 아낙네는차라리 호롱불을 꺼버린다. 그러자 바깥의 달빛이 

창살에 바른 한지를 함박 머금어 적시며 밀물처럼 방안으로 밀려든다. 방안에 있는 조촐한 가구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다듬이질하던 명주천의 윤기와 올이 고르게 다듬이질된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아낙네는 

다듬이질을 멈추지 않는다. 읍내 장에 갔던 남편이 자정을 넘긴 시각인데도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골 

아낙네들의 다듬이질 소리는 집집마다 무늬가서로 다른 다식 판처럼 저마다 독특한 높낮이와 가락을 유지한다. 

만약그시각거나하게 취한 남편이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면 멀리서라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아내의 다듬이질 소리를 분별하고 걸음을 빨리 한다. 아낙네는 간혹 다듬이질을 문득 멈추고 상반신을 기우려 

창호지 가까이 귀를 갖다 댄다. 오랜 세월 기다림으로 숙련된 아낙네의 귀는 방안에 앉아 있어도 한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드는 남편의 발짝소리를 판별할 수 있다. 문설주에 바른 문풍지의 떨림으로, 한지 한 장으로 바깥 

세상과 방안의 세상을 구분한 것인데도 바깥의 혹한이 얼마나 매서운가를 알아채고, 방안의 온돌이 얼마나 

아늑하고 더운가를 알게 된다. 안개도 거침없이 뚫고 지나건만, 한지는 바깥의 세상과 안 쪽의 세상을 그토록 

미세하고도 분명하게 구획 지워준다. 제조과정이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소리는 숨김없는 소리 그대로, 냄새는가감 

없는 냄새 그대로, 빛살은 빛살대로 안과 밖을 온전하고 올곧게 전달시키지만, 차단할 것은 놓치지 않고 차단해 

주는 한지의 오묘하고 불가사의함을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다.

어린 날쓰고 있던 노트가동나게 되면, 나는하루종일 어머니를 졸랐다. 부대끼다못한 어머니는 장마당으로 

나가, 한지 한장을사서 접고 가위질하고 바느질해서 그럴싸한 한권의 노트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그 노트는 

지면이 워낙 질기고 매끄럽지 못해서 연필이 곧잘긁키거나 부러져 가슴 쓰라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조악한 한지에 누런 콧물을 떨어뜨리며 서툴게 배운 한글로도 나는 지금 못하는 것이 없다.



적색은불을상징한다. 불은뜨거움, 뜨거움은 여름이 되며, 여름은 남쪽이 된다. 또한 벽사의 의미와 인연이 깊어「동국세시기」에 보면 붉은 

팥죽을 쑤어 문짝에 뿌리면 액운이 물러간다고 하였으며，부작에 주로사용되는 색 역시 적색이다. 굳이 벽사의 의미가 아니더라도봉선화로 

물든 손톱의 아름다움처럼 적색은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적색계 赤色界 글 문은배

색명 Munsell 16진수 RGB Color CMYK Color

적색 

홍색 

적토색 

휴색 

갈색 

호박색 

추향색 

육색 

주색 

주홍색 

담주색 

진홍색 

선홍색 

연지색 

훈색 

진분홍색 

분홍색 

연분홍색 

장단색 

석간주색 

흑홍색.

#BA3952

#Fi6263

#A25356

#6F4【43

#996851

#BE844D

#C58c6D

#D87E6B

#CC666i

#C34】5B

#ED9773

#Ci3F8。

#CF62Ai

#BF6o8o

#DA7c97

#DC58gF

#E2A9B6

#E5AFBD

#E16A59

#8D56gF

#927584

RI86 G57 B82 C21 M98 Y68 K8

R24I G98 B99 Co M80 Y60 Ko

R162 G83 B86 C29 M80 Y64 K17

Rm G65 B67 C40 M80 Y66 K44

R153 G104 B81 C31 M61 Y73 K21

R190 G132 B77 C21 M51 Y84 K8

R197 G140 B109 C19 M48 Y61 K6

R216 G126 B107 Cn M62 Y59 K2

R204 G102 B97 C15 M75 Y62 K4

R195 G65 B91 C18 M94 Y60 K5

R237 G151 B115 C4 M59 Y50 K。

R193 G63 B128 C20 M94 Y17 K4

R207 G98 B161 C16 M79 Y2 Ko

R191 G96 B128 C19 M77 Y28 K7

R218 G124 B151 C9 M64 Y20 K2

R220 G88 B159 C9 M84 Yo Ko

R226 G169 B182 C7 M39 Y14 Ki

R229 G175 B189 C6 M69 Yn Ki

R225 G106 B89 C6 M75 Y70 Ki

R141 G86 B79 C30 M71 Y65 K30

R146 G117 B132 C4.0 M54 Y31 K15

12



13

홍색 紅色

o.2R 5.2/15 0 #Fi6263 R241 G98 B99 Co M80 Y60 Ko

홍색은 오간색의 하나이며 백색과 적색의 합으로 생성된다. 

적색과 비교하여 밝은 분위기를 띠며 주로 여성이나 미인의 

외모를 상징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녹색 역시 여성을 

상징 하는 색 이지 만 홍색과는 그 의 미 와 용법 이 다르다. 즉, 

녹색이 참한규수라면 홍색은 기녀다. 영어의 Scarlet과 같은 

색이며 의미 또한 유사하다 홍염 색에는 홍화 꽃잎을 주로 

이용한다. 홍화꽃에는 황색소와 홍색소가 모두 있는데 

황색소는수용성이지만, 홍색소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알칼리에 용해된다. 따라서 홍색소는 알칼리로 추출한 후 

산을 가하여 홍색으로 염 색해야 한다. 두과수목（置潸牀）에 

속하는 소방（蘇杨） 역시 홍색의 주 염료로 버마 부근에서 

자란다. 소방은 소목（蘇木）, 소방목, 단목（丹木） 목홍（木紅） , 

다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라시 대 관명 （官名） 중 하나인 

소방전은 그 당시 이미 소방염 색이 성 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소방전에는 6명의 장인이 있어 홍염색을 

관장하였다. 또한 조선시 대에는 홍색의를 많이 이용하였던 

까닭에 소방목수입이 많고소방염이 성행하였다. 홍색염의 

경우 홍화는 견뢰도（堅牢度）가 높고 순적색係哧色） 인 

장점이 있다. 또한소방은철매염（遡巢扮으로자색（紫色）이 

되나 자초（紫草）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주로 조선시대에는 

홍색염에 사용되었다.

휴색 糅色

7.oR 3.4/4-8 #6F4【43 Riii G65 B67 C40 M80 Y66 K44

옻으로 물을 들인 천의 색 , 또는 옻으로 가공된 가구나 

장신구의 색을 말한다. 옻은 나무껍질에 상처를 내어 나온 

진으로 원료를 만들어 칠하는데 얼룩이 심하여 여러 겹으로 

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며 광택도가 높아 선명한 채도로 보인다. 또한 옻칠을 한 

표면에 생성된 막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오랫동안 

사용해도 가구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해준다. 옻칠에는 

흑칠, 주칠 등이 있는데 흑칠은 검은색 안료를, 주칠은 붉은색 

안료를 섞은 것을 말한다.



갈색 褐色

• •

2.7YR 5・。/4・5 #996851 R153 G104 B81 C31 M61 Y73 K21

원래 개가죽을 의미한다. 그러나조선 중기 이후 황토로 

물들인 무명천의 색을 지칭하게 되었다.

백색 옷을 황토로 물들인 의복은 우리 전통색 중 하나로 

한국인의 피부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기도 하다. 갈옷은 

제주도 민속복식으로 농업 이나 어 업 , 목축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서민층의 작업복이자 일상복으로 최근까지 애용된 

제주도를 상징하는 옷이다. 갈옷이란 명칭이 가죽옷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가죽 

문화권에 속해 주호시대 이 래 개가죽이나 돼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농경문화권인 한반도에 통합됨에 따라 직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여 입게 되었다고 한다.

14

호박색 琥珀色

• •
5.2YR 6.O/8.8 #BE844D R190 G132 B77 C21M51 Y84 K8

호박은지질시대 침엽수의 수지（樹脂）가땅속에서 석화되어 

화합물로 생성된 보석의 일종이다. 투명도에 따라투명한 

적갈색을 띤 금패（錦貝）와 반투명한황색의 밀화（蜜花）로 

나누어지며 밀화의 경우누른 빛을상징하기도 한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호박을 귀히 여겼으며 여인들이 사용하던 

장신구에 주로 사용해왔다. 비단으로 호박색을 만들어 치장한 

것을 호박단（喷儼）, 이 것을 건류한 것을 호박유라 한다. 

영어의 Umber색과 같은 색이며 의미도 유사하다.



훈색 練色

6.2RP 6-o/n.q #DA7c97 R218 G124 B151 C9 M64 丫20 K2

15

훈색은 적색계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전통색이다. 훈색의 의미는 분홍빛이다. 또한 멀리 

저녁노을이 질 때 하늘에 비추어진 노을빛을 말하기도 한다. 

일반 상민의 옷 색에서 많이 보여지며 , 연분홍색과 함께 

비교되는데 연분홍보다는 노랑 기운을 띤 색으로 보다 따듯한 

느낌을 준다. 서울시의 CIP에 사용된 서울 분홍이 바로 이 

훈색이다. 주된 염료는 옷의 경우 홍화가사용되었다. 홍화에 

있는 황색소를 분리시킨 후 염색하면 복숭아색으로 염색되며 

반복하면 짙은 적색으로 염색된다. 이때 나타나는중간과정의 

복숭아색이 바로 훈색이다.

석간주색 石間硃色

2.2YR 4-2/6.4 #8D564F Ri41G86 B79 C30 M71 Y65 K30

궁궐이나사찰등에서 기둥과 벽에 칠하여 잡귀의 출입을 

막고 양기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색이다. 일반적으로 

단청이라 하면 윗부분의 화려한 색들을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석간주색이다. 단청에 사용된 석간주색은 원래 높은 

채도였으나 점차 홍송（적송） 줄기와 유사하게 자연 친화하며 

정리되었다. 특히 서양이나중국의 단청에서는 발견할수 

없는 색이다.



적토색 赤土色

6.8R 4 2/9.7 #A25356 R162 G83 B86 C29 M8。Y64 Kl7

붉은흙을상징하며 전통적으로건축물의 액막이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적인 건축물에 여전히 붉은 벽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와무관하지 않다. 또한 적토는 강한 

대지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운장 

관우의 애마 적토마가 바로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말이다. 

의복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흙을 서술하거나 홁의 용도를 

분리할 때 사용하였다.

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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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色二

적토색，그 서 럽고도 뜨거운 丹心

김열규 인제대국문과교수

한마디로 흙빛이라지만, 단순치 않다. 결코 단색도 아니고 홑빛도 아니다. 이 땅의 야산의 흙빛은 여러 층이다. 

희끔한 백토, 흐린 잿빛, 누렁이 , 황갈색에서 마침내 적토색까지 여러 층, 여러 겹이다. 한데 백토색에서 

적토색까지 , 그 여섯 빛깔을 차례로 겹쳐 놓는다고 치면, 그 사이에 일정한 계층이 혹은 질서가 있는 듯이 보인다. 

여 러 층이 공연히가 아니고 뭣인지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 이 든다. 무색에서 유색으로,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차곡차곡쌓아진 느낌이 든다. 그렇다. 지심（地N이 지정（地精）이라고 이름지어서 부를만한홁의 정을 다지고 

다져서 그궁극에서 일구어낸 빛, 그것이 곧 적토색이다. 이 땅흙빛의 최절정에서 적토색은 빛나고 있다.

한데 적토 색은 아무데나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최정상의 빛이라, 몸을 아주 단단히 사리고 있다. 야산의 어느 

비탈혹은 기웃한 기슭의 잡초 우거진, 척박한 땅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 산의 겉살이 아니다. 그건 속살이다.



비탈이나 기슭에 어쩌다가사태가지면, 또는그곳을 누군지가무너뜨리면 겨우드러나는 적토색. 그건 이 땅의 

속살의 빛, 이 나라산들의 속살의 색이다. 속살드러나는 것이 차마부끄러워서 얼굴 붉힌 흙의 빛깔그게 

적토색이다. 그러기에 눈이 부신 그런 빨강은 아니다. 불타는주홍도 아니다. 다른붉은색 계열에 견주어서 

적토색은사뭇 육중하고투박하다. 아니 점잖다고 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그것에는 지구의 중력이 

담겨 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 비라도 내려서 촉촉히 적셔지면 색감이 불시에 달라진다. 갈색이나 황색 기운이 

아주 가시고 만다. 그리곤 순연한 피빛 그대로는 아니라 해도 피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경지에서 적토색은 생무덤을 파는상주들눈에 띄는 그 빛이 된다. 피를토하며 호곡（號哭）하고 싶은 

상주들마음의 빛이 된다. 그러기에 작가, 한승원은 북망（北邙）, 그 먼 곳 이란 단편에서 어머니를묻고 하산하던 

길에 주인공의 눈에 비친 그흙빛을원한의 빛이라고부를수 있었던 것이리라… 가령, 어느외진 야산의 기슭을 

지나치다가 무너진 적토색의 비탈 바로 위에 , 진달래가흐드러지 게 핀 것을 보는 요행을 누린다고 치자. 그것은 

지심（地N에 서린 어느 아픔이, 어느통한（痛恨）이 자신을다스려서 피운 것이리라…

이래서 적토색은 단심 （丹心）이 된다. 적심（赤。、）이 된다.

드러내서 부끄럼 없을그 마음, 님에게 바쳐서 모자람 없을그정성이 된다. 농부들은늦은봄, 묘판（苗板）에 쓰일 

흙으로 적토를 곧잘 선택한다. 야산을 뒤져서 굳이 적토를 파서 날라다쓰는 것은 거기 흙의 단심이 깃들고 그래서 

지력도좋으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적토색 짙은 비탈, 그것도 깎아지른 듯이 높은 비탈, 꼭대기에 작은 구멍을 

내고는 물총새들은 곧장 둥지를 튼다. 이 날렵한 새들이 적토색 화판을 현란한 쪽빛으로 채색하면 그걸로 

단청（丹靑）의 미학이 약동한다. 한데 바탕이 적토색인 산에 솔이 우거지면 이 땅의 자연은그야말로 단청의 극치를 

일군다. 물론 소나무는 그것도 적송은 적송 단독으로도 그 줄기의 단（丹）과 잎의 청으로 단청을 이루고도 남는다. 

그리하여 이 땅사찰이 갖는 단청의 아름다움의 본이 된다.

단은물론 단심이다. 또한 열성（熱誠）이다. 청은 희망이고 미래고또풍요다. 뿐만아니라, 성삼문이

독야청청 이라고 한 그대로 솔의 청은 고고함이고 또한 지조요 염결（廉潔）이다. 단과 청이 어울리면 단심만으로 

익은 고결함이 된다. 그것은 결백과 순결로 결정 （結晶）된 열성이다. 단은 이 땅의 흙이 가진 빛이요 청은 하늘의 

빛이다. 단청이면 하늘과 땅, 온우주의 정기悌廉）가된다. 이 경지에서 적토색은원한도서러움도 말끔히 

정화（淨化）한다. 우리들대지의 색, 적토색은푸른하늘의 뜻에 이바지할단심으로오늘도우리를떠받들며 빛을 

내고 있다.



황색은 밝다. 방위로서는 중앙에 자리잡아 만물을 관장하는 색이며 가을날 누렇게 익은 벼의 색과 같이 풍요와 부귀를 가져오는 색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21년 5월, 함경도 경흥군에 노란비가 5일간 내려 모두들풍년이 들 징조라 하였다고 한다. 요즘에야 노란비가 

오면 황사나산성비라 하여 모두들 피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눈엔 풍년을 가져오는 길상의 의미가 깃든 색으로 보인 것이다.

황색계 黃色界 글 문은배

색명

황색

유황색

명황색

담황색

송화색

자황색

행황색

두록색 > see 39P 尸
적황색

토황색

지황색

토색

치자색

홍황색

자황색

금색

Munsell i6 진수 RGB Color CMYK Color

6.4.Y 8.4/10.3 #F9D645 R249 G2I4 B69 C3 M13 Y89 Ko

1.2Y 7-7/7-3 #EBBE7i R235 GI90 BII3 C6 M25 Y67 Ki

2.5GY 8.3/12.0 #FEE243 R254 G226 B67 C2 M7 Y89 Ko

7.5Y 9.2/3.2 #F5FoC6 R245 G240 BI98 C4 M2 Y27 Ko

2.0GY 9.0/7.0 #F8E884 R248 G232 BI32 C4 M4 Y62 Ko

4-oY 7.8/9.2 #F7BB45 R247 GI87 B69 C2 M29 Y89 Ko

5.6YR 7-4/9-2 #FiA862 R24J gi68 B98 C3 M40 Y73 K。

4.0Y 8.0/4.6 #E5BB92 R229 GI87 BI46 C8 M27 Y45 Ki

4.3YR 7.0/12.0 #£99842 R233 G152 B66 C4 M51 Y80 Ko

6.9YR 5.8/7.6 #C9893D R201 G137 B61 C18 M50 Y97 K5

4。丫 7-5/7-4 #□78345 R215 G179 B69 C14 M26 Y91 K3

9.3YR 5.3/5.4 #9D7【4。 R157 G113 B64 C30 M54 Y91 K20

4.7Y 8.2/8.4 #F6D”F R246 G208 B127 C3 M18 Y61 Ko

7-7R 7-O/5-7 #DEA593 R222 G165 B147 C9 M39 Y38 K2

7.6YR 6.4/3.2 #BDAi8F R189 G161 B143 C22 M33 Y40 K7

一

i8



황색 黃色

6.4Y 8.4/1。・3 #FgD645 R249 G214 B69 C3 M13 Y89 Ko

글자의 어원은밭을나타내며 “밭은누렇다” 에서 정의된 

색명이다. 따라서 황토색은 밭의 색이며 넓게 펼쳐진 땅의 

색을 대변한다 황색은중국의 황제를상징하며 황련으로 

염색하여 귀히 여긴 금지색이기도 했다. 민간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오정색 중 서열이 가장 높다. 

동양에서는 하늘의 기운이 직접 맞닿는 황제의 색이지만 

서양에서는 경박하고 시끄러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十

송화색 松花色

2.oGY 9-O/7-O #F8E884 R248 G232 B132 C4 M4 Y62 Ko

소나무의 꽃과 꽃가루를 모두 말한다. 송홧가루는 꿀에 

반죽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해서 다식으로 널리 사용되며 

송화주를 담구어 마시기도 했다. 우리의 전통색 중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입맛을 돋구는 데 널리 사용되어온 귀한 

다식의 색이다. 음식에 사용된 색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외국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의복의 경우는 

연한노란색으로녹의홍상 중녹의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행황색 杏黃色

5-6YR 7-4/9-2 #FiA862 R241Gl68 B98 C3 M40 丫73 Ko

살구와 은행을 모두 말하는 색이 다. 연한 살색을 띤 

살구(Apricot)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애용되어왔다. 민간의 전통색 중 빈도가높은 색으로 한국 

전통복식이나 허리에 차는 두루주머니 , 버선보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인공적으로는 치자 또는 황련과 홍화를

교염(섞어서 염색하는 것• 즉, 하나의 색을완전히 염색한 후 

다른 색을 염 색하는 방법 )하여 얻을 수 있다 또는 홍화의 

황색소를 이용하여 염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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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황색 土 黃色

6.9YR 5・8/九6 #Cg893D R201 G137 B61 C18 M50 Y97 K5

우리 선조들은 땅의 색을 어두운 땅색 , 밝은 땅색 , 붉은 땅색 , 

누런 땅색, 허연 땅색, 검은 땅색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게 

마당홁, 백토, 멍 게흙, 진홁 등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다. 

토황색은 말 그대로 누런 땅빛을 대표하는 상징적 색채로 

현대에 와서는 어순이 바뀌어 황토색이라고도 한다. 특히 

마당 흙을 말하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색채이다.

중국에서는 석회를 짚에 반죽하여 겨자색과 비슷한 색을 

만들어 마당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토색 土色

• •

9・3YR5・3/5・4 #9D7】4。 Ri57 Gli3 B64 C30 M54 Y91 K20

흙색의 일종으로 우리말로 땅색 또는 흙색으로 부른다. 앞의 

토황색은 흙색 중 노란색을 띤 부분을 말하는데 반해 토색은 

산에 있는 다소 어두운 땅의 색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흙색을 지칭하는 이름이 많다. 그만큼 흙 중심의 문화였던 

것이다. 그리고 흙의 색과 기능적 특성, 또는 사용처에 따라 

색으로 이름을 구성한 것이 특이하다.

21

금색 金色

금색은 색 중에서 가장 화려한 색이다. 오정색 중 위계가 가장 

으뜸이며 중앙의 황색을 대표한다. 조선시대 후기까지 일반 

백성의 사용을 금한 금기색이었으며 일부 장신구에만 

人卜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귀족, 황제 등유사한 의미를 

상징한다. 천에 염색할 때는 황련을사용하는데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의 여러해살이 풀로 

민가에서는 깽깽이풀이라고도 한다. 뿌리에 베르베린 

（Berberine）과 알칼로이드가포함되어 있어 황색, 특히 

황금색 염색에 적합하다. 왕련（王連）, 수련（水連）, 

지련（支連）, 천련（川連）, 정황련（淨黃連） 등으로불리기도 

한다.



치자색 梔子色

4・7丫8.2/8.4 #F6Do7F R246 G2。8 B127 C3 Mi8 Y61Ko

思色三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옷이나소품에 즐겨 사용했던 대표적인 

전통색의 하나이다. 치자나무의 열매로 색을 얻는다. 치자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며 매염제 없이도 황색으로 염색되는 

직접성 염료이다. 주로 9월에 채취하여 볕에 말려 황색 

물감으로사용하는데 특히 황색염의 황은 붉은 빛을 띠어 

자홍색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치자의 황색과 

홍색과의 교염으로 황단（黃丹）이 얻어진다. 중국에서는 

주（周）나라 이전에 이미 치자를 염료로 썼다고 전해지며 , 

우리나라에서도 직물이나 종이 , 식용색소로 사용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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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한 첫 노을의 치자빛 꿈

박동규 서울대국문과교수

색은 아련한 꿈의 그림을 담고 있다. 파란색에는 바다를 따라 멀리 가버 린 아버지의 애달픈 사연이 번져 있기도 

하고 분홍색에는 가기 싫은 시집을 가버린 누나의 눈물방울처럼 안쓰러움이 부끄럽게 묻어나기도한다. 나에게 

치자색은어린 날저녁무렵 아버지가논둑길을 걸어 집으로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네 언덕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으면,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기 전 처음 노랗게 변하던 저편 하늘의 색깔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화려하게 노란치자색 속에는 고향의 기쁨과슬픔이 서로교직된 아름다운 옷감으로 기억되고 있다.

처음 내가 치자색과 만난 것은 고향집 뒷마루였다. 할머니는 실에 치자를 묶어 마루 뒷편 처마아래 걸어두고 

있었다. 나는 꽈리같이 생긴 것이 마루 끝 한구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어느 해 추석 이었다. 그 해는 

가뭄이 들어 온 동네가 어수선했다. 서울서 내려간 첫날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온 동네가 

야단이다. 사과밭 서리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미리 당부를 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도 우리는 개울에 



가서 자갈을 쌓아놓고 전쟁놀이나 하고 놀았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들판으로 나가 메뚜기를 잡았다. 손이 메뚜기의 

피로까맣게 물들어 집으로돌아올무렵 노을이 서녘 하늘에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마루 뒷편에 

매달아둔 치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우물가큰 그릇에 물을 붓고 치자를 넣었다. 추석 전날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우물가에 가서 치자가 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다. 우물가에 갔다. 치자가 우러나와 물색이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노란 색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이 치자물을 밀가루 반죽에 섞었다. 밀가루 반죽은 금새 노랗게 되었다. 

묽은 밀가루 반죽에 생선전과 호박을 묻혀서 기름칠을 한 무쇠판에 올려 전을 구웠다. 전은 마치 달걀을 바른 

것처럼 노랗게 이쁘게 되었다. 어머니는 곁에서 신기한듯 보고 있는나에게 “올해는 치자빛이 달걀색보다 더 이뻐 

보이지” 하였다. 그 때 우리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달걀이 귀해서 치자색을 입혀서” 하였다. 그제서야나는달걀 

대신에 치자로 색을 낸다는사실을 알았다. 그후 나는 노란 전만보면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하던 시절 

아름답게 꾸며 상위를 풍요롭게 하던 그 애틋한심정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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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내가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고모가시집을 가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라서 

호사스런 잔치는 꿈도 못 꿀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고모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주말이면 나는 대구에서 

할머니 댁을 찾아 경주근처 건천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곤 했다. 할머니는 어느 일요일 오후 마침 장날이어서 내 

손을 잡고 장터로 나갔다. 차양을 친 옷감가게로 갔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이런 저런 옷감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할머니는 옷감 파는 아주머니와는 친한사이 같았다. 무어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흰 비단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고모의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뒷뜰에 울궈놓았던 노란 치자물을 우물가로 들고 

나와 어제 가져온 비단을 그 속에 담구었다. 고모의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 물감을 들이는 것이었다. 그 다음 주에 

할머니집에 갔을 때였다. 할머니는 방안에서 노란 저고리를 짓고 있었다. 내가 “고모거지?”하고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래, 고모가철이 없어 치자빛 저고리보다새로나온붉은 비단을 해달래서 걱정이다' 하면서 나를 

보았다. 할머니의 눈가에는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결국 고모는치자빛 저고리를 입지 않았다. 그 대신 할머니는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노란색 명주로 장가가지 않고 있었던 삼촌의 토시를 만들었다. 삼촌은 여자아이나 끼고 다닐 

노란색 토시를 손에 끼고는 “내 마음까지 노랗게 물들겠네” 하며 웃었다. 그후 한겨울에 할머니집에 가면 노란 

토시를 끼고 웃고 앉아 있는 마음좋은 삼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사랑그 치자빛 황홀함을 잊지 못한다.

치자빛에 얽힌 나의 몇 안되는추억 속에서 지금돌이켜 보면 서러운우리 살림의 저 바닥속에서 내놓지 못하고 

숨겨버려야 했던 꿈의 원형이 치자빛에 담겨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멋지게 꾸며 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이 큰 대야에 치자를 풀어 놓으면 그렇게 서 럽도록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울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초가집 마루끝에 앉아서 어둠이 얼굴을처음내밀 때처럼 그렇게 신비하게… 아니면 삼촌의 토시처럼 촌스럽게 

보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밀가루에 묻어난 달걀처럼 노란 황홀함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녀온 치자빛인 것이다.



오행상우리나라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려 충렬왕원년의 기록을보면 태사국에서 말하길 동방은오행 중목（木）의 위치오니 

푸른 색깔을 숭상하여야하며，흰 것은 오행 중 금（金）의 색깔인데 지금 나라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흰 모시옷으로 웃옷을 많이 입으니, 

이것은 목이 금에 제어되는 현상 이라 하여 백의를 입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청록색계 靑綠色界 글 문은배

색명 Munsell 16 진수 RGB Color CMYK Color

청색 > see 39P 4T 6.8PB 3.3/9.2 #2C73B8 R44 GII5 BI84 C89 M56 Yo Ko

벽색 > see 39p 4-2 2.7PB 5.7/10.7 #o8B7E3 R8 G183 B227 C73 M5 Y4 Ko

천청색 1.2PB 6.9/7.i #62C8Di R98 G200 B209 G59 Mo Y20 Ko

담청 색 9.2B 5.5/7.3 #ooA9AC Ro G169 B172 C96 M4 Y40 Ko

취람색 > see 39P 4-3 5.9BG 7.0/6.7 #65C29E R101 G194 B158 C62 Mo Y51 Ko

양람색 0.6P 5.2/n.o #7277B7 R114 G119 B183 C64 M58 Yo Ko

벽청색 5.4PB 4-9/8-5 #4F9oCC R79 G144 B204 C72 M36 Yo Ko

청현색 5.3PB 3.8/5.5 #086898 R8 G107 B152 C99 M59 Y22 K3

감색 > see 39p 4-4 5.5PB 3.2/5.2 #296F96 R41 Gui B150 C93 M57 Y26 K2

남색 > see 39p 4-5 2.2P 3.2/8.0 #7o63AA R112 G99 B170 C68 M73 Yo Ko

연람색 3.6P 41/8-9 #7E6AAE R126 G106 B174 C60 M69 Yo Ko

벽람색 8.7PB 5-3/5 9 #7<”EBD R112 G126 B189 C64. M52 Yo Ko

숙람색 1 3.2P 3-6/5-O #5【4F72 R81 G79 B114 C86 M84 Y4。KQ

군청색 > see 39p 4-6 7-8PB 3.1/3.5 #5962A3 R89 G98 B163 C80 M73 Y6 Ko

녹색 0.1G 5.2/6.2 #4D774D R77 G119 B77 C82 M44 Y95 K9

명록색 1 1.6G 6.3/10.3 #2 FAC 5 B R47 G172 B91 C81 M5 Y94 Ko

유록색 > see 39P 4 7 0.1G 5.7/8.4 #7OB353 R112 G179 B83 C64 M8 Y97 Ko

유청색 1 > see 39P 4.-7 7.7GY 6.0/9.0 #5E9D53 R94 G157 B83 C72 M20 Y96 Ki

연두색 6.6GY 8.5/8.4 #CiD957 R193 G217 B87 C29 Mo Y87 Ko

춘유록색 > see 39p 4-7 5-2GY 8.7/5 3 #CCDE68 R204 G222 B104 C24 Mo Y78 Ko

청록색 1 2.3BG 5.6/7.8 #oc>9A76 Ro G154 B118 C97 M15 Y74 K。

진초록색 1 8.0G 5.5/7.5 #289065 R43 G14.4 B101 C87 M26 Y82 Ki

초록색 > see 4Op 4-8 0.1G 6.0/8.7 #329653 R50 G150 B83 C85 M20 Y98 K2

흑록색 1 1.1BG 4.2/3.4 #3E6D57 R62 G109 B87 C89 M52 Y83 K9

비색 > see 4Op 4-9 3.2BG 7-2/5-4 #78C8A7 Ri2O G200 B167 C55 Mo Y45 Ko

옥색 > see 4°P《TO 9.0BG 8.0/4.6 #AiD7cl R161 G215 B193 C38 Mo Y30 Ko

삼청색 1 7.4PB 4-6/9.7 #637486 R99 G116 B182 C71 M59 Yo Ko

뇌록색 1 5.3BG 4-S/5-4 #467B6B R70 G123 B107 C74 M27 Y59 K26

양록색 1 5.1G 6.4/9.i #4oB87A R64 G184 B122 C74 Mo Y74 Ko

하엽색 1 1 9-5GY 3.7/3.6 #375D4D R55 G93 B77 C83 M43 Y75 K39

흑청색 1 5・7PB 5.0/3.2 #3o88Bi R48 G136 B177 C84 M39 Y17 Ko

청벽색 3.6PB 6.0/6.0 #3iB6EA R49 G182 B234 C69 M8 Yo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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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청색 天靑色

I.2PB 6.9/7.1 #62C8Di R98 G200 B209 C59 Mo Y20 Ko

25

하늘색을 서 술하는 구체 적 인 관용색 명 이 다. 조선시 대 여 인 

선호색 중 하나로 문헌에 의하면 덕원 옹주가 즐겨입던 

당의가 바로 이 천청색이라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남염색은 완전 발효람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 횟수를 거듭할 

수록 흑색에 가까운 현색이 되지만, 일반 가정에서 물들이는 

람의 생엽염 이나 침전염의 초기단계는 하늘색을 띤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염의 쪽빛은 하늘의 빛 , 쪽빛 하늘색 으로 통용 

사용되어 왔다. 하늘에 대해 공경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하늘색을 닮은 쪽빛을 가장 애지중지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사한 색으로 밝은 담청색 분위기를 

가진천청색（淺靑色）이 있다.

벽청색 碧靑色

5.4PB 4-9/S-5 #4F9oCC R79 Gl44 B204 C72 M36 Yo Ko

녹이 슨 구리의 푸르스름한 녹색을 말한다. 구리의 종류, 혹은 

산화 과정에 따라 연한 초록색에서 짙은 파란색까지 여러 

변천을 보이는데, 특히 우리 선조들의 생활소품인 경 （鏡）과 

등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이 런 녹청은 광을 

내어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색으로서는 색 자체가 지닌 

고풍스러운 맛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도 했다. 특히 

서양의 경우 녹색을 구리녹에서 채취하였으며, 나폴레옹이

좋아한 색으로도 유명하다



연두색 軟豆色

6.6GY 8.5/8.4 #CiDg57 R】93 G217 B87 C29 Mo Y87 Ko

연한콩의 색이며, 특히 녹두색을 말한다. 녹두라는 말자체가 

'綠（초록빛 록）' 자와 '豆（콩두）' 자가 합성된 한자어이다. 

경남에서는 탈상하기 전에 빈소에 죽을 올리는데 팥죽은 그 

붉은빛을 귀신이 싫어한다 하여 대신 녹두로 만든 죽을 

올린다. 녹색이 음양오행상음（陰）에 속해 조상의 혼령이 

부담없이 와서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녹의홍상에서 상의인 녹의를 대표하는 색으로 여인들의 

옷에서 가장 선호도가높았던 색이기도 하다.

26

뇌록색 磊綠色

5.3BG 4-G/5-4 #467B6B R70 G123 B107 C74 M27 丫59 K26

단청색과, 진채（옛 단청의 색）의 하나로 중간 명도의 칙칙한 

녹색이다. 흔히 볼수 있는 예로 돌무더기에 쌓인 고풍스런 

이끼의 색을 떠올리면 된다. 석간주색과 함께 단청의 

중심 색을 이루며 전통건축물의 공포 부분과 대들보, 서까래 

등에서 흔히 볼수 있다• 단청을 입힐 때 밑바탕 격인 가칠을 

할 때나 사찰 벽화의 바탕색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하엽 색과 

함께 숲을 상징하는 자연친화적인 색으로 요즘 아파트 색채 

계획에 많이 고려되고 있다.



양록색 洋綠色

5・iG 6.4/9.1 #4oB87A R64 G184 B122 C74 M。Y74 Ko

27

석록（石綠）과 같은 색이며 , 밝은 풀색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잔디의 색이 아닌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풀들이 모인 색을 말한다. 현재 단청에 사용되는 색 중 가장 

높은 채도의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단청의 색이 칙칙하게 되는 

것을 막고 생기발랄한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일명 에머럴드 

그린이라고불리는 양록색의 안료는국내에서는그 맥이 

끊어져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해 왔으나 90년대 들어 

이마저 중단됐다. 독극물인 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본내에서도 자국내 생산과 사용을 금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개발한 안료가 사용되고 있다.

하엽색 荷葉色

• •，
9.5GY 3 7/3-6 #375D《D R55 G93 B77 C83 M43 丫75 K39

단청색의 하나이며, 진채（옛 단청의 색）의 하나다. 이름（荷연 

하, 葉입사귀 엽^서 알수 있듯이 연잎을상징하는 색이다. 

연（蓮）은 수련과의 다년생 수생 초본식물로 예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사찰 단청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인 단청의 중심색으로 사용되었다.



녹색 綠色

o.iG 5-2/6.2 #4D”4D R77 G119 B77 C82 M44 Y95 K9

오간색의 하나로 대나무의 푸르름을 상징하며 어여쁜 

처녀 （규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상징으로 사용된 녹색이 

규수를 뜻하는 반면 숲으로 의 미 가 전환되 면 녹림 당, 

녹림호걸 등 숲속에 숨어서 노략질을 하던 도둑을 말하기도 

한다. 서양의 녹색이 갖고 있는 어리숙한, 순진한 등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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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色四

대나무에 대한 기억

박영택 미술평론가, 경기대 미술학부교수

얼마 전 장흥에 있는토탈미술관에 갔다. 이른 시간에 미술관주변은 적조하고 쓸쓸하다. 가끔씩 몇몇 남녀가 

마당에 늘어서 있는 조각들 앞에서 행복에 겨운 웃음을 짓거나 어 색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그렇게 한 장씩 박고 나서 흐뭇해하는 표정들이 나로서는 의아스럽다. 이곳의 미술품들은 

그렇게 사진의 배경으로, 소도구로서만자족하는듯 보였다. 사실 사람들에게 그 작품들의 개별적 의미가무슨 

상관이겠는가? 당연히 미술 작품이니까 그곳에 갖다놓았을 것이고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좋은지 나쁜지는 알 

바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놓여진 발가벗겨진 인체조각상이나 돌, 브론즈들을 접거나 구부려놓거나 혹은 

흘러내리게 한 것들은 그저 낙엽수나 담쟁이 넝쿨이나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마찬가지로 그저 하나의 

오브제에서 머문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나무 화분을 발견했다. 길가에 위치한 화원들이 내놓은 그 화분 속 

대나무는 이 봄풍경 속에 하나의 경이처럼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꽤나큰 키에 댓잎이 비교적 무성한놈 하나를 



골라 차에 실었다. 너무 길어 창 밖으로 그렇게 가지를 내놓고 먼길을 달려온 것이다.

학교 연구실에 화분을 갖다 놓았다. 누렇게 죽은 잎들을 떼어내고 위쪽 대는 쳐주다 보니까 다소 작아졌지만 

그렇다 해도 대나무의 기상이 랄까, 그 줄기의 맛은 여 전했다. 사실 나는 식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즐기는 편도 

아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꽤 많은 화분들을 키우셨던 것 같다. 그러나 대개 그것들은 볼품이 없는선인장종류나 

지극히 평범한풀들에 불과했다. 그런 것들조차추운겨울을 한번씩 치루면 대개 몇 개씩은 버려지고용케 

살아남은 것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허접의 스틸로폼과 원색의 싸구려 플라스틱 화분, 거기에서 자라는모종과 

한해살이 풀들과 시든 난들은 누추한 살림살이와 그렇게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날 연탄난로 하나로 

덥혀지던 마루의 한 귀퉁이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녀석들이 었다. 수석과 분재를 향유할 

여유가 없던 그이, 희귀한 난들을 소유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가질 만한 여유도 없던 아버지는 집 안이나 집 

앞의 공공공간을 잠시 빌려서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대리만족의 내음을 풍기던 화분들은 도시 속에서, 

가난한살림살이 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린시절 아버지가 왜 그토록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 새삼 그 시절을 회상한다. 눈길 한번 따스하게 주지 못했던 그 풀들은 다 

어디갔을까? 그런 내가 대나무 화분 하나를산 것이다. 왠지 대나무가좋았다. 지방에 갈 때면 우연히 만나는 

대나무, 한적한 시골 집 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대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가슴벅차다. 쓸쓸하고 호젓함을 

지닌 체 싱싱함과 강인함을 동반하고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것들은 현기증을 동반한다.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 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대숲은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다. 동양인 감독이었으니 대숲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리라. 나도그런 대숲을 망연히 보고 싶었다. 주명덕과 김대수가찍은 대숲, 대잎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김경주가 병든 몸을 요양하면서 시골 초가집의 뒷문을 열어두고 하루종일 바라보았다던 그 시퍼 런 대숲을 그린 

그림 등이 떠올랐다. 그런가하면 선비들의 기상과서슬이 날카롭게 어린 대나무그림이나 민화에서 흔히 보는 

어두운 밤에 대숲사이에서 걸어나오는 호랑이 그림들도 떠오른다.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밤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대나무를 태우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대나무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가 한 해 동안 묶은 귀신이나 재액을 

물리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밤에 호랑이와 대나무는 다같이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 담양에 위치한 소쇄원을 다녀올 때 주변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도 환영처럼 부풀어 오른다. 한국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었던 대나무를 떠올린다. 대나무는 자연스레 울타리 구실을 하며 바람을 막아주고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료를 간편하게 공급해줌과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분명한 매듭과 

기상으로 일러주었던 것이다. 죽어서는 소나무로 짜고 대나무 못을 박아 만든 관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래서 

새삼 동양인, 한국인들에 게 대나무는, 식물이 란 것은 무엇이 었을까를 생각해본다.



자색은 흑색과 적색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오간색의 하나로 북방간색에 해당한다. 공자나 맹자는 당시 사람들이 자색을 정색인 적색보다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한탄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색은 고귀와 우아함을 상징해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법흥왕 7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들이 입는 복색의 위계를 정할 때, 자색을 가장 맨 앞에 

놓았으며 그다음이 적색, 청색, 황색 순이었다.

자색계 紫色界 글 문은배

색명 Munsell 16진수 RGB Color CMYK Color

6.7RP 3.3/8.2 #73334E R115 G51 B78 C41 M95 Y45 K40

4.7RP 3.6/IO.3 #8D377。 R141 G55 B112 C40 M96 Y18 K2。

O.5RP 4-4/13-4 #9F529A R159 G82 B154 C42 M85 Yi Ki

5.7P 3.8/8.6 #78《A83 R120 G74 B131 C58 M85 Y10 K15

0.6RP 3.0/6.0 #644269 R100 G66 B105 C70 M90 Y35 K20

1.5P 3-4/14-2 #4C4A98 R76 G74 B152 C90 M90 Yi Ki

7.0PB 6.0/9.0 #88A9D3 R136 G169 B211 C47 M25 Yi Ki

3.6P 6.0/7.0 #B5A9CE R181 G169 B206 C28 M32 Yi Ki

6.4P 6.0/4.0 #BFA5cA R191 G165 B202 C23 M36 Yi Ki

9.7R 2.7/2.2 #524C>3E R82 G64 B62 C75 M86 Y85 K35

7.6RP 5.6/8.0 #BC《D68 R188 G77 B104 C15 M86 丫伞2 K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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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 紫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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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RP 3-3/8.2 #73334E Rii5 G51 B78 C41M95 Y45 K4。

자색은 검은 색의 기운과 붉은 색의 기운이 모두 있으며 간색 

중 가장 어두운 색이다. 조선 후기의 당상관의 관복을 보면 

적색 바탕에 검은색 망사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기품있는 

자색을 연출한 것을볼수 있다. 임금이나 황제가사는 곳을 

자귤자금등으로부른 데서 알 수있듯이 원래 자（紫）' 자는 

임금이나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을 상징한다. 자폐는 조개 

껍데기로 조각된 지금의 까메오와같은 형태이며 화폐로도 

사용되었다. 젊은사람은 꽃자주색을, 중년이 되면 짙은 

자주색 , 노년에는 아주어두운 자주색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치과 다년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초지치 , 자초, 자근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대한화사전」에 의하면 본초의 자초 

해석명에 자단, 자부, 차루, 지혈막, 아충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뿌리가 자색으로 염 색되므로 자초화라 

명명된 것이라기록되어 있다.

포도색 葡萄色

• •
O.6RP 3-0/6.o #644269 Rioo G66 B105 C70 M90 Y35 K.20

잘 익은포도의 열매색을 말한다. 여러 가지의 자색계열 중

포도색은 단순하게 자연물의 색이 아닌 의미를 부여한 

색이다. 즉 같은 자색 중 다자색은 사물의 색을 의미하는 반면 

포도색은 전통문양에 쓰인 포도문과 같이 결실과 자손 번창의 

의미가깃든 정성적 색채이다.



다자색 茶紫色

• •
9.7R 2.7/2.2 #524O3E R82 G64 B62 C75 M86 Y85 K35

단청색의 하나이며, 진채（옛 단청의 색에도속한다. 찻잎을 

잘 가공하였을 때 보이는 색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찻잎의 

녹색 이 아닌 가공되 어 찻물에 잘 녹은 찻색 이 다. 다자색을 

녹색이 아닌 자색으로 보는 것은 상징색이 아닌 실측색인 

까닭이다. 궁중에서 사용되는 궁중용어로는 숭늉의 의미도 

있어 궁중에서 사용된 다자의 경우는 숭늉색을 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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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色五

다자색, 時空을 머금은 빛깔의 바다

김학량 미술가, 전시기획자

빛깔（色）이란근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세월이 누적되어 나온것이겠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겠고. 세월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빛이 켜켜이 쌓여있다는 말이겠고. 맑은 것이든 탁한 것이든, 두터운 것이든 얕은 

것이든, 뿌우현 것이든 마알간 것이든, 짙은 것이든 옅은 것이든, 뽐내는 것이든 은근한 것이든, 어떻든지 간에 , 

색은 빛을 먹은 흔적 일 것이며 , 또, 빛을 머금은 한 육신이 아니 겠는가.

그렇다고 치고, 차를 덖은 끝에 나온 색, 다자색이라. 다자색이라 해서 , 나는 집에서 달여 마시던 찻닢을 몇 낱 집어 

손바닥에 가만 올려놓아 본다. 놓고가만들여다본다. 이게 무신 색인고, 이게 무신 색인고, 도시 모르겠다, 요것이 

무신 색인고 대관절. 다자색이라 해서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그 이름은 이 찻닢의 빛깔에 대해서는 아모것도 말할 

줄 모른다. 세상사가 그렇듯, 이름은 물건의 속살을, 속내를 짚어주지 못한다.



思色五

하여 나는 하릴없이 가만가만 이 찻닢이 겪어온 세월을 되짚어본다. 어찌저찌하다 하늘땅의 조화를 입어 세상에 

나기는 났는데, 이것이 제구실 하기가 하로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 꺾꽂이 하고서도 일곱 해는 나이를 먹어야 

사람속구경을할수 있다하데. 그렇게 해와달을채우는데，그 겪어 나온길은또어떠했겠는가. 해도좋고달도 

좋지만, 해도달도짖궂게 노는날이 하루이틀이 아닐 일이고, 바람이며 비, 갈강비부터 이슬비, 보슬비, 장대비, 

때로 여우비, 비바람, 눈보라, 무서리며 된서리, 우박에다, 간혹 지독한가뭄, 무더위, 생살터질 듯한맵짠추위 …. 

나날이 새롭다는 것이 숙명 인 터 에 숙명은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 그렇기도 했지만, 삽상한 바람이며 달콤한 

빗줄기와 더불어 다행했던 때가 없을 수 없고, 늘 숨쉬는 공기는 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가. 허연 

한낮 아무도 모르라고 하늘가를 헤엄치던 낮달이든가, 가뭇가뭇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밤하늘에, 흡사 비바람 

분봄날아침, 빗물흐르는땅바닥을 점점이 수놓는 벚꽃처럼 한유（閒遊）한 별빛은 어떠한가. 세상만사다잠든 

한새벽, 동녘으로부터 퍼져오는 그 미명은 또 어떠하고, 아그저 가뭇가뭇하고 그윽할 따름이어서, 내 존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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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도시 어떤 존재가 숨쉬고 있는지조차 까마득한, 까짓 동짓달 그믐 칠흑의 밤이야말로 어떠한가.

•••그런것이 었다. 그런 일을 제 육신으로 다 겪고, 저런 풍광을 다구경한 연후, 얼마 전 이놈은 한바탕 불구경까지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숱한 역정을, 이 , 깎아놓은 아기 손톱 만한 가냘픈 다자색 의 육신들이 하나도 놓침 

없이 품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 가뭇한 희한한 빛깔이 그 온갖 것을 다 머금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고. 찻닢, 요 

한갓 미물이 무슨 희비를 알랴마는, 엎어져 생각하면 하물며 사람 살림살이에도 희비가 숱하게 엇갈리거늘, 조것이 

어찌 희비를모르랴. 그래서 다름아니라 그것은 사람살이와 똑 닮았다, 아니, 사람살이 그것이었다. 이제 다시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놈 찻닢은 등신불이었다. 부처님 . 이 부처님에게는 만상（萬象）의 허기와 궁끼가, 

아픔과 기쁨과 슬픔이, 설움과 노여움이, 꼴（形）과 맵시 （態）가, 음（音）과 성 （聲）이承（律）과격 （格）이 다, 두루 

스며있는 것이었다. 그것만 해도 벅차지만, 여기가종점은 아니지 . 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아니라, 한 세월은 

여기서 한번 맺고, 인제 이 등신불은 또 한 세월에 제 육신을 맡기러 떠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찻닢에서 찻물로 

말이 야 물에 찻닢을 담그면 찻닢은 그제서 야 몸을 풀어 먀알간 찻물을 베푸니 , 이 먀알간 녹황빛과 청 허 한 

내음에는 다자색 육신에 온축（蘊蓄）되어 있던 온갖 기운이 현신하는 게 아니랴. 그렇게 하여 내 육신에 

당도하여서는 넋과 몸을 닦아주지 않는가.

• • ■ 그랬다. 그러고 보면, 세상 빛깔들에 이 런저 런 인상을 심어주고 상징을 덧씌우고 하는 짓은 얼마나 가소로운 

인문적 작태인가. 빛깔에 뜻이 있다면 그저, 저 막막한 세월을 겪으며 저의 육신에 빛과 바람과 별과 하늘과 공기와 

비와 눈과 이슬과 서리들의 자취를 그윽히 머금고 있는, 그 가없는 기다림 의 자태와 느꺼움 뿐이 아니겠는가. 

가믈고 또 가믈（玄之又玄） 따름이다. 빛깔에 온 시공（時空）이 켜켜로 누적되어 있을 따름이다.



窮色一 김선희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한국 색채 구분법의 변화와 발달

왜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 라 하는가

뉴기니의 다니족은 색채 공간(color space)을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어둡고 차가운 색 범위를 mili라는 색이름으로, 

밝고 따뜻한 색 범위는 mola라는 색이름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뉴기니의 또 다른 부족인 비누마리 엔족은 색을

rundua(black-green-blue), eekara(white), taatuqee(red), 

aaki(yellow)의 네 개 범주로 구분하며 필리핀 제도의 하누노족 

역시 mabi ： ru(darkness), malagti (lightness),

marara(redness), malatuy(greenness)의 네 개 범주로 색을 

표현한다. 색의 구분 체계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논리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사회문화적 변동과함께 변화한다. 모두 

눈(eye) 이라는 동일한 신경 생리 학적 기 제로 색을 지각하지 만, 

인지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색채구분체계에서 가장흥미로운 점은40여 세를 

기준으로 색을구분하는데 차이를보인다는 점이다. 40세 이후의 

고연령층은 대체로 전체 색을하양, 검정, 빨강, 노랑, 파랑의 5개 

범주로 분류하는 데 반해 저연령층은 여기에 갈색과 녹색, 보라를 

덧붙여 8개의 기본 범주를 가진다. 기본색 이외 주홍, 연두등 하위 

수준의 색을 인지하는 방법도 고연령층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저연령층은 매우 일치되고 체계적인 색채 사용 

경향을보인다. 이를 색이 통시적 관점에서 총7단계에 걸쳐 

분화한다는 벌린과 케이 (Berlin & Kay 1969)의 이론에 대입해보면 

고연령층은4단계, 저연령층은 7단계에 해당한다(그림 1)
이러한세대간의 차이는근대적 미술교육의 시행, 염색 및 

물감산업의 발달 등과 같은 일련의 근대화 과정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먼저 색을 학습하게 된 경험의 차이와관련하여, 

고연령층은 색의 의미를 구체적 인 사물을 가리키거나 인용함으로써 

잘 설명하는 반면 저연령층은 추상적 인 색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데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저연령층이 색을 구분하는 데에는 학교에서 

배운 교육용 색상환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고교

1년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아는 색을 모두 써보라고 하였을 때 , 

교육용 색상환에 제외되어 있는 갈색 계통을 매우 늦게 적었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된 하늘색과 

분홍은30번째를 넘어서 기록하였다. 또다른 예로, 저연령층에 

속하는 필자는 하늘색의 전형적인 의미를 크레파스를 통해 

습득하였고 그 크레파스의 색을 하늘의 진짜 색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조사지역의 고연령층에게 하늘색은 “아주 파-란(가을) 

하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색이었다. 이중 어느 것도 실제 

하늘의 색과는무관했다. 또한 고연령층이 색을 설명하는 데에는 

염색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사례를 보자.

烈색은 소나무 껍 질로 물을 들였지. 소나무 껍 질을 빻아서 푹신 

삶으면 불그덱덱하게 나와.” (여; 60세)

“무지개떡 만들때 파랗게 할때 쑥을사용해.”(여, 51세)

“시장에 물감이 다나와 있었어. 물감은종이에 접혀서 나왔는데 

그걸 사다가 물에 풀어 끓여서 들였어. 그러다가 '애노고' 라고 함석 

딱지 에 싸여 있는 것도 나왔지. 어 린 동생들은 크레용을 썼는데 

색깔이 10개나 12개나 됐지. 지금은 연필로도나오데.” (여, 61세)

세대간의 서로 다른 색채분류 방식과 특히 고연령층 내의 다양한 

사용 양상은 색채 범주가 발달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2)와 (그림 3)은동일한 색채가연령에 따라다른 형식으로 

범주화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준다. 여기서 색이름이 씌여 있는 칸은 

그 범주의 초점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경계 내에서 어떤 색을 

기본색으로 생각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들어 고연령층의 경우 

(그림 2)의 왼쪽에서 세번째칸, 먼셀 명도4에 해당하는 색을 

전형적인 빨간색으로 여기고 있었다. 두 표에서 나타나는 기본 

범주의 초점과 경계의 색채 공간상분포 차이에서 알수 있는 

사실들을 요약해보면 ,

34

(그림 1)기본색채 범주의 보편적 진화단계(여기서 grue는green과blue를모두포함하는색 범주용어이다.)

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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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연령층의 기본 범주 분포

• (그림2)와 (그림3)은 먼셀 컬러칩 중 최고 채도만으로 이루어진 색표집으로 가로축이 색상이며 세로축은 명도를 나타낸다.

• 음영처리한 부분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색 범위를 의미한다.

(그림 3) 저연령층의 기본 범주 분포

첫째, 노란색과같이 따뜻하고 밝은(warm-light) 영역이 어둡고 

차가운(dark-cool) 영역보다 먼저 분화한다.

둘째, 고연령층 체계에 보이는, green과blue를 모두 지시하는 grue 
범주의 존재는뉴기니 다니족에서 확인되듯이 색채 범주들이 

waimTight와 dark-cool 범주로부터 분화된다는 것을 한국어 

사례도지지함을 의미한다. 차가운 범주와grue 범주 모두 green과 

blue 영역을 아우르는 범위를 가리킨다.

셋째, 빨강과 노랑의 초점 거리가 (그림 3)의 저연령층이 더 멀다. 

이것은 빨강과 노랑이 따뜻한 범주에서 서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분리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빨강과 노랑의 고대적 

친연성은 “정월 초하루 산제를 지내는 즈음 미신지키는사람들은 

대문 앞에 너덧 무더기 황토흙을 놓는다. 이것을 '빨간 황토를 

놨다 고 한다.” (남, 66세)는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따뜻한 범주에서 빨강과 노랑이 분화된 것은 이미 고연령층의 

체계에서 보이지만차가운 범주의 색이 green과blue로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저연령층 체계에 와서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waimTight보다 dark-cool 영역이 늦게 분화한다는 첫번째 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파랑은 저연령층에게는blue인 반면, 고연령층에게는grue 

범주이다. grue는 세계 색채 조사에서 비교언어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합성 범주로 일본어 (ao)，멕시코 유토아즈텍 언어인 

타라후마라(Tarahumara), 우스판텍 마야어 일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반투 언어 인 세츠와나(Setswana), 뉴 헤브리 디스 

제도의 폴리네시안인 푸투나(West Futuna), 페루북중앙의 

아구아루나(Agaaruna Jivaro)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한편 

고연령층 체계에서 파랑이 blue보다green에 더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흔히 한국고유의 색 체계를오방색, 즉흑•백•청 •적 •황으로 

보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여섯째 , 파랑이 초록과 파랑으로 분리 되 고 난 후 갈색과 보라가 기본 

범주가 되는 것은 통문화적 보편이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갈색과 

보라 중 어느 것이 먼저 기본색으로 성장했는지는 이 두 범주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좀더 축적되어야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brown이 red로부터 성장하고, purple(한국에서는 

violet) 이 grue의 하위 수준인 blue로부터 분화 발전하는데, 후자의 

경우는통문화적 보편 이론과는다른, 한국 색채 구분법의 

독특성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대체로 40을 전후로 하는 색채 구분법의 세대간 차이와그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필자는신호등의 불빛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라고 배웠다. 저연령층의 색체계를 가진 필자에게 

신호등의 파란불은 실제로는 초록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색채 구분방식이 현재 세대와과거 

세대가 다름을, 파랑이라는 색이름이 상이한 구분 체계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가지 게 됨을 알게 되고는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신호등의 불빛을 초록불이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속적인 스팩트럼을 이루는 색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나누어질 수 없다. 색의 지각방법은 변할수 있다는사실을 염두에 

둘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색을 구분하고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관점을 도입한 연구는 현재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색이나 표준색 체계화에 선행되어야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석사논문〈한국의 색채 범주구분법에 대한민족지적 연구〉중 일부를 

수정 요약하여 소개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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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생광의 빛깔

토함산 해돋이

붉은 색과 파란 색과 노란 색, 그리고 초록색，검정색 등등이 둥둥 

떠다닌다. 이러저리 좌우로 떠다닐 뿐만 아니라, 그 색채가가지고 

있는 강렬한 발산의 힘에 의해, 앞뒤로 맹렬히 진동하다가, 

마침내는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는 듯하다. 빛의 입자는 

그렇게 우리 눈을항해 부딪쳐와서, 눈이 시림의 감각에 푹젖을 

때까지 무수하게 부딪고 산산이 부서져간다.

박생광（朴生光）의 그림이 첫 눈에 보는 이에게 강하게 남기는 

인상은 먼저 그선연한 색채감각에서 온다.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오는 색과그 색이 발하는 빛, 빛, 빛. 이 힘찬 색깔 

속에는 그저 힘차다는 느낌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신기便轅）라는 말외에 다른 말로 일컫기 어려운, 광기가우리에게 

지우는 두려움의 정서와 신성이 우리에게 내리는 경이로움의 

감정이 뒤섞인 그무엇이다.

박생광은 1904년 8월 4일 경남진주에서 태어나 1920년에 일본 

교토로 건너간 이후 미술수업을 일본에서 받았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민족 특유의 빛깔을 드러내는 양식을 

정 립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회화양식의 현대화라는 과제에 대한 하나의 정형이 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작가의 

나이 70줄에 들어선 뒤에 성취해냈다는사실이다. 남들 같으면 한창 

나이에 확립한 양식을 관성의 속도에 맞추어 확대재생산이나 하고 

있을 시기에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에 도전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연구하고자신의 세계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85년 7월 18일 생의 마지막숨을몰아쉬게 되었던 

즈음까지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가며 작품세계를 갈고 닦아 

나가고 있었다. 사실 80이 넘게 장수한 노인에게서 몇 년만 더 

사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 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박생광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아쉬움을 그야말로 

절절히 이끌어낸 대가였다.

박생광 작품의 양식은 김원룡 선생의 지적대로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시대 단청, 나전칠기 문양등우리 전통예술의 철학을그 

바•탕으^ 하고 있匸卜（〈박생광화집〉, 도서출판등불, 1986. 297쪽） 우리 

전통문양뿐만 아니라 옛 장식회화의 각종 모티브와 양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였음이 여러 작품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샤머니즘, 무속의 색채는 박생광의 그림이 보여주는 

시각적 자극이 단지 광학적인 것을 넘어 주술적 기운을 발하는 듯 

느껴지게까지 한다. 그는 이렇듯 우리 전통화단에서 지성과잉의 

수묵에 가려 빛을 잃고 있던 또 다른 측면의 전통에 각광을 

비추었고, 우리 채색화의 전통이 현대에 있어서도 얼마나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잘 생긴 것을 내 나라에서 찾고 마음은 인도에서 찾고” 위의 책 

300쪽에서 재인용）. 라 하였듯, 이 그림〈토함산 해돋이〉에서 박생광은 

저 멀리 인도로부터 중국을지나 우리나라에서 안식을 찾은 

고전주의 源의 전범인 석굴암의 조각상들 위에 우리의 신기어린 

빛깔을 덧입혀 놓았다. 석굴암 조각상의 모티브가 보여주는 고요한 

평안과, 그 위에 스며든 역동적 색채감이 보여주는 요란한신명은 

기묘한 부조화 속의 조화를 보여주는 듯하며, 우리 전통의 빛깔이 

얼마나 폭넓고 다채로운가를 다시 한번 부르짖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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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산 해돋이〉, 1984, 종이 위에 수묵채색, 136x 139cm



동호회 丨 전시

디자인디비 동호회

색채정보클럽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2000년 8월 25일, 디자이너가중심이 되어 개설된 색채동호회.

기존의 색채공부와는 달리, 과감한 색채실습 등을 통해 삶 

속에서의 색채를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디자인 전반에 걸친 

분야와 각 세부항목별로 스터디 모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색채정보클럽의 회원수는 1,720명. 현직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달에 한 번 

오픈 정기모임을 갖는다. 2002년도 주요사업은 학술세미나, 

색채정보클럽 전용웹사이트（www.colorist.infb） 제작•구축작업 , 

2003년 컬러리스트신설 자격증 시험요강 및 기타 참고도서 및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록한 다이어리 제작 등이다.

색채정보클럽은 여러 소모임으로 구성돼 있는데 2002년도에 

첫 시행될 예정인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대비하는 컬러리스트 

제1기 , 제2, 3기와 부산 컬러리스트 제1기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CMS（컬러매니지먼트） 모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중 실습을 할수 있는 요일을 택하여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실습하고 외국의 서적들을 번역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색채진단 

& 이미지컨설팅 파트는 회원들이 사진을 첨부하면 이에 맞게 

컨설팅해주는 모임이다. 그림꾸러미는 참여 회원들이 해당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 케이션하는 

모임 이고 화랑투어는 매주 또는 격주 토요일마다 해당 전시회를 

투어하는모임이다• 그 외에 웹컬러분석팀（온라인） 등이 있다.

http ：//www. designdb. com/sig/ GolorlnformationClub/

한국문화를 읽는 또 다른 길 : 빛과 색

한민족의 빛과 색

서울시 립미술관 재개관을 기념해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한민족의 빛과 색-색으로 보는 한국문화 가 개관전시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약 150여 명의 작가가출품한2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우리 색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훌륭한 

전통의 색에 대한미감을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주변에 산재해 있었으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색의 정체성 

찾기를 의미한다. 특히 전통과는 거의 단절돼 있는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미감, 색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색과 빛을 본다는 것은 한국문화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복잡함을 읽는 것이다. 이 전시는 색채의

시각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색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성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제 미술의 너머에서 색은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어 우리와 대면한다. 종래의 미술 전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일상의 시각문화까지 포괄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 

문화의 특수한 정체성을 식별하고 색의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색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문화를 연결하고 생활과 미술에 

대한무한한상상력을 제공하게 될 이번 전시는

일본 아이치 현립미술관（2002. 7. 26 ~ 9. 23） 일본오사카 

근대미술관（2002.11. 23 〜12. 22.）, 일본 이와테

현립미술관（2003. 3.10•〜4.10.）에서 순회전시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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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이야기: 남겨진 빛'과남은 색'（한국미술속에 무의식적인흔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색과 의도적으로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인 색물）

• 두번째 이야기: 잔잔한 빛', 화려한 '색 （전통적인 일상의 색이 남아있는문화）

• 세번째 이야기 : 서울의 빛' 과 색 （전통의 색과 현대의 빛이 교류하고 엇갈리는서울）

• 네번째 이야기 : 디지털로 흐르는 '빛 과 색' （디지털의 빛과 색의 특성과실험）

• 다섯번째 이야기: 보이는 빛, 의미하는 색' （색의 이미지, 상징, 언어에 대한체험） 

그 외에 행위와 영상 오라소마로 각각 진행되는 부대전시와, 체험 표.루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대행사가 열리 게 된다.

http ： // seoulmoa. org

관람시간 10：00〜 19：00 문의 02-212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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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註

무채색계

백색（白色） > I-I
단청색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이다. 백색은 

순수하고꾸밈없는사상의 직접적인 현상색이 된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이 지향했던 담백, 순수, 그리고 결백과 맞물려 백색의 

상징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흔히 얼굴색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는 것은 

일종의 색이 있음을 뜻하며（유채색） 이것은 본능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점잖지 못함에 속하고, 심지어 부도덕한 인격으로 

인식되었다• 즉 본능의 억제를 겸양지덕으로 비약시킨 것이다. 

그래서 백색은자연에 귀착하는 것, 자연과의 동화이며 결과적으로 

원색에서 탈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사상은 채색을 금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회 • 백색조의 

무채색계를 선호하는 기호반응으로 나타나고 이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머리 속에 잠재하게 된 것이다.

회색（灰色） > 1-2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회색은눈 속에서 완전한평형상태를 

이루며 눈과뇌는 늘 이 평형상태를 지향한다고 한다. 현대에도 

회색의 포함 정도는 색채의 안정감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안 풍경을 살펴보면 벽이나 창은 

한지, 창호지, 닥지, 회벽 등의 회백색조이며, 옷은 회색이나 백색, 

벽에 걸린 문인화에 곁들인 백자와 문갑, 장롱은 흑갈색 등의 

무채색이다. 한결같이 단색조 또 무색조인 것이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회색조이기 때문에 푸른녹•청색과동화되어 자연에 잘 

어울리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풍경을 이룬다. 자연과 강하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평형을유지하는 약한 대비의 

평면적 구성 이 바로 한국의 취락 풍경 인 것이다.

적색계

적색（赤色） > 2-1
적 （赤）' 자를 풀이해보면 땅（土） 속에 불（火）이 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땅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의미하며 가장 기운이 

센 색으로 악귀를 쫓고 양기를 불어넣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오정색의 하나이며 방위로는 남쪽, 오행으로는 불을 상징한다. 그 

밖에 '원래의 벌거숭이처럼드러남（적나라（赤裸裸））'을 의미하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동양권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추향색（秋香色） > 2-2
언어적 의미는 말 그대로 가을의 향기이다. 가을걷이가 끝난 초가집의 

뜰 안팎으로 널려진 곡식들과 가을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추석의 넉넉함을표현하기도 한다.

육색（肉色） > 2-3
사람의 살색으로 단청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장단이 원색의 

채도가높은 색이라면 육색은 따듯한 색이다. 역시 의미론적인 

살색으로 인간의 실측 피부색과는 구별된다. 특히 불교에서 체구가 

좋은 사람을 육덕이라 하여 고기 육（肉）' 자를 사용해 인간의 육체를 

지칭한 데서 유래한 색이다.

황색계

두록색（豆綠色） > 3-1
대두 콩의 색을 말한다. 생콩을 말하기도 하지만 툇마루 위 시렁에 

걸려있는 메주색을 연상하면 된다.

청록색계

청색（靑色） > 4-1
청색은 봄의 기운찬모습과 맑은 기상을 나타내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색이다. 조선시대 이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 중 하나로 물의 

맑은 빛과신록의 푸른빛을 모두 갖고 있다. 글의 자해를 보면 위에는 

풀이 있고 아래는 우물이 있다. 즉 봄의 우물가에 생동하게 피어나는 

풀의 생동감을 표현한다. 또한 젊은이의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을 

상징하여 백색과함께 청백리, 독야청청, 청송녹죽, 청산등 맑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의 미로 많이 사용되 었다.

벽색（碧色） > 4-2
위의 청색이 상징색이라면 벽색은푸른구슬의 실제 색을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청색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푸른 

옥구슬 색을 말한다. 또한 청색계열의 관용색 중 청색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 반면 벽색은 밝은 파랑을 지칭하는 구체적 인 색이다. 

조선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서양인을 벽안인으로부른 적이 있다.

취람색（翠嵐翠藍色） > 4-3
우리나라 전통색 중에 취색과 비색이 있다. 취색은 여성을 상징하며 

녹색에 가까운 색이다. 반면 비색은 남성을상징하며 밝은 청록색을 

띤다. 취람색은 한자의 발생과 표현이 다른데 翠嵐 을 쓰면 멀리 

보이는 저녁무렵하늘의기운을 띤색으로 정의되며 , 翠藍 을 쓰면 

여성스러운 남색이 된다.

감색偉甘色） > 4-4
검은 빛을 띤 남색이다. 흔히 곤색이라 말하는 색이 바로 이 감색인데 

이는 일본식 발음의 잔재로 감색이라 칭해야 읋다. 감색과 남색은 

색채를서술하는 톤에서 차이가 많은데, 감색은 특히 보다어두운 

현색에 가까운 남색을지칭한다. 즉, 쪽의 염색 정도에 따라 

벽색-천청색-남색-감색-현색의 순으로 변한다.

남색（藍色） > 4-5
주로 여성의 의상과 노리개의 수실에 사용된 남색은 화려하고 청아한 

색이다. 염료로는 주로 쪽을사용하며 염색의 회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0회 이상 염색했을 때 비로서 남색이 된다. 어원을 

살펴보면 남（藍）, 즉 Indigo라는용어는 라틴（Latin）어의 

인디컴（Indicum）이란쪽물의 명칭에서 나왔다. 이는쪽이 

인도로부터 수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에 인디고（Indigo）라하여 

청색염료를 지칭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쪽물' , 쪽빛 

'쪽 이라는 말은국어에서 상용되는 말로 남（藍）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을 소량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식물을 함람식물 이라 하는데 이들 

함람식물은 350 여종에 이르며 전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남 

염색을하지 않는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군청색（群靑色） > 4-6
고운 광택이 나는 남청색 안료로 만든 색이다. 선명한 짙은 청색으로 

바다를서술할 때 사용되었다. 원래의 군（群）자는 窘 자 이다. 뜻은 

많이 모인, 뛰어난둥으로푸른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색이다. 

우리나라 전통색 중 가장눈으로 보기 좋은 색이며 푸른색 중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춘유록색（春柳綠色）•유록색綱晦色）•유청색（柳靑色） > 4-7
전통색 중, 하나의 색채가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유일한 색이다. 

겨울을 지내고 처음 싹튼 봄의 버들잎 색을 말하는 춘유록색 . 

푸른빛과 누른빛의 중간색으로 같은 버들잎 색이지만 더 밝은 봄의 

버들잎 색인 유록색, 짙은 여름의 버들잎 색을 말하는 유청색으로 

단계가 구분된다. 예로부터 봄을 노래하는 많은 시 인들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 버드나무는 우리의 전통색 중 자연경관에서 유달리 사랑을 

받아왔다. 봄소식을 알리는 마을의 상징이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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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草綠色） > 4-8

녹색보다 청색 기운이 더 첨가된 색으로 교육부지정 20색상의 

하나이다. 의미가 같은 풀색은 녹색과 연두색 사이의 연한 녹색이다. 

초록색과 녹색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녹색은 상징적 의미가 많은 

색이고 초록색은 보다 구체적인 풀의 색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초록은 동색（同色）으로 칭해서 같은 부류로 해석한다.

비색（翡色） > 4-9
고려청자의 빛을상징한다. 유약가운데 미량의 철분이 있어, 

환원염（還元焰）에 의해 구워지는과정에서 청록색의 유조（釉調）를 

띠는 것이다. 원래는 물총새의 날개깃 색이었으나후에 남성을 

상징하는 색이 되고 선비들이 즐겨 사용한 색이 되었다. 비색에 

대응하는 여성의 상징색은 물론 취색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비취색은 여성과 남성의 성격이 모두들어 있는음양화합의 청록색을 

띤 색이 된다.

옥색（玉色） > 4-io
파르스름한옥의 색이다. 옥은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귀히 

여겨왔으며, 세공하여 장식석 •옥기 （玉器）로사용되었다. 의복에 쓰일 

때에는 주로 여성의 상의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경옥색보다는 

깨끗하고 청아한 연옥색을 주로 나타낸다.

자색 계

보라색（甫羅色） > 5 T
곧게 뻗는 녹색 대나무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면, 남성의 크고 

멋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 보라색이다. 즉, 멋진 남성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서양 전통색에서도 남색 계통이 

남성의 지조와 정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실에의 충성과 신하로서의 

품위를 말한다.

전통색 추정일지

다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프로젝트 

진행 당시 오방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서부터 실제 유물에서 색을 

추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90색을 선정하기까지의 곡절을자료집 및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에서 발췌 , 정리한 것이다.

1991- I- i6・

1차 자문회의 : 국립현대미술관 유준상 학예실장이 연구과제의 

기본취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의 기본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자유 토론하다. （인사동 식 당 영 희 네집 ）

199匚 3- 25・

2차자문회의 :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연구의 필요성과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의 세부내용과 방향을 확정하다•（필동 한국의 집）

1991- 4・【9・

3차자문회의: 한국자수박물관의 유물에 나타난 색깔을 관찰하고 KBS 
표준색상 견본책과 기타 인쇄용 색견본을 사용하여 비교 관찰한 다음 

오방색 가운데에서 적 •청 •황의 색표준을선정하다•（한국자수박물관）

1991- 5- 3-
4차자문회의: 현대에 복원된 유물의 색깔로 5방색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다.

1991- 5- 15-
5차자문회의: 석주선 민속박물관유물의 색깔을관찰하여 제3차 

자문회의 때와똑같은 방법으로 적 •청 •황세가지 색깔을 인쇄 

견본색으로 선정하다. （석주선 민속박물관）

199匚 7- 4/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자수박물관과 석주선 민속박물관에서

5방색의 색표준을 제안하다.

1991- 7-
5정색과 5간색의 표준색상을 표준 제안 전통색상으로 결정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안으로 결정하다.

1991--
문헌 및 민요 속에서 총 224개의 색채어휘목록을 작성하다.

임동진, 김용숙교수.

199r io. 19.
10가지 전통표준색상의 속성을 분석하여 제안 표준색상으로 

확정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78색의 전통표준색을 발표하다.

【991. II.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에 의해 실시된〈한국인의 색채감수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의 오방색에 대한 색상인지 정도를 파악하다.

1991- 12.
1차색채자료집을 발간하다.

【992. 6.

1차시안에서 제안된 78색에 대해 역시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80여 명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1992.-
1차검증결과 78색 중 일치성이 50%이하인 24색에 대한수정색상 

견본을 작성하다• 정시화 교수.

I992--
수정색상 24색에 대해 다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재수정 및 추가색 12색을 덧붙여 최종적으로 90색의 전통색을 

제시하고 각 색상별 측색조사 및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다. 

유준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1992. II/I2.
〈한국전통색의 체계화연구〉및〈한국표준색채채계의 제정과활용〉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표준색 90색을 바탕으로 2차 

색채자료집을 발간하다.

40

도움주신분들

문은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 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안동하회마을 환경 색채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제일기 획 아트디 렉터로 근무하며 경향광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색채 연구소 및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지냈으며 , 현재 문은배색채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중앙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색채의 이해」,「색채의 활용」이 있다.

김주영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 했다. 

1972년「월간문학」에 소설「휴면기」로등단한 이후 걸죽한 입담과 

해박한 풍물묘사가 돋보이는 장편 역사소설에서부터 , 빛나는 

감수성으로 눈이 시릴 정도의 박꽃 같은 순백한사랑을 순정미학의 

진수로그려냈다 는「홍어」같은중편, 그리고 경쾌한속도감, 재치의 

반전으로 소설적 재미를 가속화 시키는 단편들에 이르기까지 소설가 

김주영의 문학적 폭은 아주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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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규

경남 고성 출생으로 서울대 국문과를 거쳐 동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및 

민속학을 전공했다. 충남대 문리과대학 조교수, 서 강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와 Harvard-Yenchin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한국인의 시적 고향」,「恨脈原流」,「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도깨비 날개를 달다"」, 

「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읽어 주세요」,「빈 손으로 돌아와도좋다」, 

「한국인의 신명」,「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한국의 문화 코드 

열다섯 가지」등이 있다.

박동규

1939년 경북 경주군서면 모량리에서 박목월 시인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했으며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2년「현대문학」에 평론「카오스의 

질서화 작용」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현대 한국소설의 성격 연구」,「현대 소설의 이해」,「전후 

대표작분석」,「전후 한국소설 연구」등의 저서와,「별을 밝고 오는 

영혼」「인간은혼자살수 없다」등의 수필집이 있다.

박영 택

성균관대대 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금호 미술관 큐레이터를 

지냈다. 현재 미술평론활동을하며 경기대 미술학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학량

1964년 강원 명주군에서 태어나서울대 동양화과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아 갤러리에서 

전시기획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학에서 전시관련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 등 이런저런 작업을 거의 취미활동 하듯 하고 있다. 화가이자 

평론가, 전시기획자.

김선희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언어 인류학과 

인지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다. 홍익대 및 경원대에서 인류학강의를 

맡고 있으며 현재 색채 구분 및 사용의 문화적 규칙에 대해 연구 

중이다.

김경운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2001년 

〈중국현대미술〉전, 2002년〈젊은모색 2002〉전을 기획하였다.

한국색채연구소 http：//www.kcri.or.kr

1980년대 KBS에서 컬러방송 제작을 위해 운영한 방송색상연구팀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 홈페이지

사이버 색채과학연구소 http://www.chonhyang-.com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과 연구원으로 있는 김동호씨의 사이트.

색차식과 표색계 등 색채과학 관련정보 및 산업현장에서의 색채관리에 

대한논문들이 있다.

한국의 색-천년의 향기 http://chonhyang.com/html/k-color/l-I.htm 

전통문화 동호회 천년의 향기 에서 서적, 논문, WEB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의 색에 대한자료를 정리한 홈페이지

한국의 색-코리아 인사이트 http：//korea.insights.co.kr/korean/color 

삼성문화재단에서 구축한 한국 전통문화 사이트인 코리아 인사이트 

내에 한국의 색을 소개하는 페이지

카이스트멀티미디어 및 색채 연구실 http://id.kaist.ac.kr/dccd 
색채과학 및 산업디자인 관리에 대한논문 및 세미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ICC (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 http://www.color.org 
국제 색채 컨소시엄 홈페이지

ISCC(Inter-Society Color Council) http://www.iscc.org 
미국 색채학회 홈페이지

Color Marketing Group http://www.colormarketing.org 
색채 디자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협회• 올해의 소비자 색채 

경향과 전망에 대한보고서를 볼 수 있다.

Society of Dyers and Colourists http://www.sdc.org.uk 
영국의 염색전문가와 컬러리스트들로 이루어진 협회. 등록된 

사용자에 게 국제표준 색상표를 제공하며 영국 Bradford에 소재한 

색채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ColorMatters.com http://www.colormatters.com 
색채교육을 위한 리소스를 모아놓은 홈페이지

Munsell Color Science Laboratory http://www.cis.rit.edu/mcsl 
로페스터 공과대학의 먼셀 색채과학 연구소 흠페이지

참고 사이트

문은배 색채디자인연구소 http://koreacolor.net 
기초적인 색채의 지각연구에서 환경디자인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색채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는 문은배 색채디자인연구소의 홈페이지

이화여대 색채 디자인연구소 http://colordesign.ewha.ac.kr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체, 기관에 대해 색채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인증교육 및 세미나를 신청할수 있다. 색채관련 기자재 대여도 

가능하다.

한국색 채 학회 http ： // oxen .konkuk.ac .kr/~chang2yu/ real/main .htm 

1988년 창립한 한국색채학회 홈페이지

색채관련서적

「건축색채론」, 박돈서, 한빛, 1999

「건축의 색채디자인」, Tom Porter, 단우, 1996

「고려의 불복장과 염색」, 허흥식 외, 계몽사, 1999

「공간을위한색채이론」, 심명섭 외, 보성각, 1996

「구미의 입체 및 색채상표 제도」, 특허청 심사1국, 1993

「누구나 알기쉬운 천연염색」, 김규범 외, 학사원, 2000
「디자이너를 위한 색채실기」, 한명숙, 학문사, 2001

「디자인과 색채」, Maitland Graves,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65

「디자인을위한 색채」, 김학성 엮음, 조형사, 1988

「디자인을위한색채계획」, 고을한외, 미진사, 1994

「디지털 색채론」, 유관호, 세진사, 1998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아키라후지모토, 국제, 1991

http://www.kc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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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onhyang.com/html/k-color/l-I.htm
http://id.kaist.ac.kr/dccd
http://www.col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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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Matters.com
http://www.colormatters.com
http://www.cis.rit.edu/mcsl
http://koreacolor.net
http://colordesign.ewha.ac.kr


옐로우페이지

「르코르뷔지에가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정진국, 공간사, 2001

「빛 •색채 •환경」, Faber Birren, 기문당, 1989. 7.

「색 역사와 이론을중심으로」（미진신서42）,

만리오 브루사틴, 미진사, 1996
「색의 비밀」, 준이찌 노무라, 보고사, 1994

「색의 수수께끼」, 마가레테 브룬스, 세종연구원, 1999

「색의 유혹 1, 2j, 에바 헬러, 예담, 2002

「색이 만드는미래」, 한국색채학회, 국제, 2002

「색채: 그 화려한 역사」, 만리오 브루사틴, 정진국, 까치글방, 2000

「색채 1, 2, KBS한국색채연구소, KBS문화사업단, 1999

「색채 디자인의 원리」, 우시우스 옹, 청우, 1990

「색채 혼합기법」（미술기법시리즈9）, 마이클윌콕스, 예경, 1995 •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프랭크 H. 만케, 국제, 1998

「색채계획 : 건축인테리어의 색채 이론과실제」, 박상호 엮음, 효성, 1993

「색채과학」, 김공주, 대광서림 , 1999

「색채과학개론」, 김경인, 대광서림, 1999

「색채메커니즘」, 김용훈, 법문사, 1998

「색채심리」, 파버 비렌, 동국출판사, 1999

「색채심리」, 스에가나타미오, 예경, 2001

「색채심리와디자안!, DeborahT.Sharpe, 태림문화사, 1996

「색채연습」, 팀 암스트롱, 미진사, 1995

「색채와 구성적 감각」, 김양자, 미진사, 1984

「색채와 디자안」, 박영순 지음, 교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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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이론을 이용한 색채계획 시스템에 관한 연구〉, 엄진섭

〈표적자극과 방해자극의 공간배치가 색채 반복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민규, 1992
〈한국무신도에 나타난 색채 연구〉, 천미경

〈한국 전통 색채에 의한 직물 연구: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박회전

〈한국 전통 색채의 도입을 통한 도시 환경 색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신동순, 1994
〈한국 전통문양을 이용한 염색 작품 연구:

단청의 문양과 색채를 중심으로〉, 심선영 , 1997

〈한국 채색화에 나타난색채의미에 관한 연구〉, 이정화, 1996

〈한국 현대건축 외장의 색채계획 방법론〉, 박돈서 , 1986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건축색채 사용 유형에 관한 연구〉, 문정, 1996
〈한국민의 색채기호에 관한 연구와 교육환경에 대한 그 응용〉,

구덕길, 1981
〈한국염색의 사적 연구:

고조선에서 조선조까지의 직물의 색채를 중심으로〉, 김욱, 1986

〈한국의 색채 범주구분법에 대한민족지적 연구〉, 김선희, 1999
〈한국의 전통색과신세대 생활문화에 나타난 색채이미지 비교연구〉,

소재구, 1996
〈한국인의 색채감각에 관한 연구: 가치요소의 변천을 중심으로〉,

유은주, 1979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오은경, 1990

〈한국전통건축 색채의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정신, 1979

〈한국전통미술에 있어서의 색채에 관한 연구〉, 황효창, 1986
〈한국초기서양화에 나타난 색채에 대한 연구〉, 이주경, 1987

〈한국회화에 있어서의 채색화 연구:

고구려 고분벽화 및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권광칠, 1990

〈한국회화의 전통색채에 관한 소고〉, 고화영, 1992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김인화, 1987

〈형태언어로서 Symbol과색채언어의 상관성 연구〉, 배성미, 1986

〈화면 속에서 형태가동반하는색채와선의 의미에 대한연구〉, 김용희, 1986

〈회화에 있어서 색채의 현상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 정해춘, 1985

〈BI를 위한 색채 이미지 연구: 국내 TV 광고를 중심으로〉, 이종은, 1996

〈Color Marketing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진희, 1994

〈Fuzzy 개념을 응용한 건축공간의 색채환경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

정원순, 1994

〈IHS색채 공간에서 색채 영상의 分割에 관한 연구〉, 김희도, 1993

〈Josef Albers의 색채교육론에 관한 연구〉, 박상숙, 1990

〈TV의상과 연극의상의 효과적인 색채사용에 관한 연구〉, 한희원

〈TV광고에서의 색채계획에 대한 연구〉, 김덕룡, 1988



진흥원 뉴스

국내 최대규모 디자인 전문자료실 개관 디자인 연금술사, 2002년 KIDP 선정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KIDP는 지난 2년간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에 참여한 디자인 전문회사 

중 실적이 우수한 곳 15개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2002 TOP 15）에는 가람디자인, 디자인모올, 퓨전디자인, 

인프러스디자인, 엠아이디자인, 세올디자인, 아이알아이 , 리 디자인, 

엔에스디자인, 그린디자인, 디자인시티, 퓨처에셋, 그린애드, 컴픽스, 

패널디자인그룹이다. 선정된 회사는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등 KIDP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수 있으며, KIDP홈페이지 

（www.designdb.com）에서 상시홍보를통해 일반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10개 회사만을 선정하던 것에서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보다 많은 디자인회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정혜택이 돌아가도록하였다. （문의 031-780-2090）

지난3월 5일（화） 코리아디자인센터 3층에서는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정보자료실（Design Library）이 문을 열었다. 디자인정보자료실은 

총 220평 규모,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2만여 권, 정기간행물 

3만여 권, 멀티미디어 및 영상자료 500여 종을 구비하고 있으며 약 

40만건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1970년부터 1998년까지 간행된 

국내외 디자인 학술잡지를 DB화하여 약 35만 건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 16：00이며 일요일은쉰다. （문의 031-780-2140）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전시

b

44

디자인 인큐베이터 운영

KIDP는4월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와우수한자질을 갖춘 디자인 회사 및 

디자이너의 창업지원을 위해 디자인 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 선정된 

업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공간을 할애받으며 통합디자인혁신센터와 

공동장비실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경영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혁신개발사업 등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KIDP는 선정업 체 중 우수 업 체에 

대해서는 디자인 벤처기업으로 추천하고, 기조성된 디자인펀드를 

투자하여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문의 03卜78卜2096）

톡톡튀는 디자인, 디지털 시대의 기업 성공전략

2002 Success Design 선정

KIDP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으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 중 34개 품목을 '2002 Success Design' 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Success Design으로 선정된 34개 제품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디자인혁신에 성공한 

제품들로서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내수 및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7억 8천 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무려 124배에 달하는 97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문의 031-78Q-2089）

a. 인포이큐 （인터랙티브 셋톱박스）

KIDP는〈제37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산디전）를 5월 

2일（목）, 15：00코리아디자인센터 전시장에서 개막하였다. 이번 

산디전에서는 디지털시대를 驯］•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L181 점이 접수되어 역대사상 최대 출품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작품 및 월드컵을 기념하는 

작품이 많이 접수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 중수상작은45점, 특선 38점, 

입선 152점으로총235점이 최종 입상작으로선정되었고, 초대 디자이너 

작품 96점, 추천디자이너 작품 127점을 포함하여 총 458점의 작품들이 

일반인에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수상한 흠네트웍 환경의 

인터 렉티브 홈시어터 제안 은 기존의 버튼식에서 탈피하여 문지르고 

'찰（擦）', 두드리고 타（打）', 돌리고 '회 （回）', 누르는 '압（壓）' 행위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감성오디오를 사용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를 주었다. 특히 , 이 제까지 관객으로서 감상에서 벗어 나 

직접 프로듀서나 아티스트로서 참가해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신개념의

Interactive Home Theater System 이 匸｝.

a. 홈네트웍 환경의 인터렉티브홈시어터 제안（대통령상）

b. 중저가도자 주방용품 디자인연구（국무총리상）

정경원 원장 '2002 IDEA상' 심사위원 위촉

지난3월 19일 KIDP 정경원 원장은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인 

'2002 IDEA상' 심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 

（IDSA,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와 Business 
Week誌가공동주최하는 '2002IDEA상은소비재,자동차,환경, 

그래픽, 디자인컨셉 등 9개 부문으로나눠 실시되며 , 금년 심사위원으로는 

Whirlpool Corp의 찰스 존스（Charles Jones）, Nokia 디자인실의 프랭크 

누보（Frank Nuovo） 등 16명 이 참여하였다. 독일의 'iF상 과 함께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IDEA상 은 국가의 디자인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디자이너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01 세계산업 디자인대회 （ICSID 2001 SeoulX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의 국제적 디자인 위상을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땅에 이런 건축이 있었구나
한국 사찰 건축의 역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곳에 배어 있는 정신을 발견한다. 오늘의 건축가와 함께 옛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여행하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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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어린 그를 내가 존경하는 까닭이 그가가진 끝 모르는 지식의 넓이나 사유의 깊이에 있지 않다. 이 땅에 남겨진 보잘 

것 없이 보였던 몇 건축에 대한 그의 불꽃 같은 애정의 밝기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 보여준 가람 

건축에 대한 그의 혜안은 이제 경지를 넘었다. - 건축가 승효상 

아름다운 책이다. 한국 절집의 아름다움을 한 화면에 잡아낸 사진이 압권이다. 가히 사진과 글, 편집이 잘 어울렸다. 

작품성 ★★★★★ 대중성 ★★★★★ （만점 5개） -문화일보 배문성 기자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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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의 0| 해

문은배 지음 I 230 x230mm I 300쪽 丨 도서출판 국제 丨 2002 COLOR BASICS

색채의 기본이 되는 분야를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통해 해설한 

색채 전문서이자 컬러리스트의 활용서. 

특히 한국의 전통색을 체계있게 접근할 수 있다.

구성

1 •색이란무엇인가?

2. 색채연구의 역사

3. 색채 지각

4. 색채 심리

5. 색의 혼합

6. 색이름

7. 배색과조화

8. 한국의 전통색

색채의 이해

색채학의 기초지식을 풍부한 그림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색채입문서

• 대학, 전문대학의 색채수업을 명료하게 아끌 전문서 도
• 걸러리스트 시험대비* 위한 최적의 입문서 도"I

색을 아는 것은 디자인과 감성을 모두 갖는 것이다.

색채는 더 이상 디자인의 완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주제이며 완성된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색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의무입니다.

말이나 글보다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스4채 감성의 표현은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색채의 활용

문은배 지음 I 230 x230mm I 400쪽 丨 도서출판 국제 丨 2002

최신의 색채 이론으로 실무에 필요한 디지털 색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색채 곤卜리, 각국의 색채표준 및 색채과학지식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색채 전문서

구성

1 •색채표준

2. 색채시스템분석

3. 색채관리

4. 디지털색채

COIX)R SYSTEMS 

새재의 활용 
문은，丽

색채과학을 풍부한 그림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색채활용서

• 기업, 일반, 대학 동에서 색체製용의 이해，위한 색*!전문서

• 걸러라스르 시험대바，위한 최적의 입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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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미빛 인생인가? 나폴레옹의 색은 어떤것인가? 모나리자의 색채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답해줄 수 있는 색채 이름과 이미지를 해설한 책. 

웹디자인 활용 16진수 코드로 표기된 색채 이미지 배색 전문서

구성

1 •세계 각국에 관련되는 색

2. 역사사상 종교•신화에 관련되는 색 

3.문예 미술•음악공예에 관련되는 색

4. 천체 •자연 •가상에 관련되는 색 

5•동식물에 관련되는 색 

6•생활에 관련되는 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