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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다른 색으로 만드는 것을 혼색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위환경에 존재하는 색도 어떤 원리에 따라 혼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하늘이나 바다, 흙이나 모래, 무지개나 오로라, 식물이나 동물, 자동차

나 전차, 전기제품이나 생활용품, 건축물이나 가구, 의복이나 화장, 컬러 인쇄나 복사, 컬러 텔

레비전이나 컬러사진, 무대조명이나 회화(繪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혼색된 색이 효과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1. 삼원색

삼원색(three primary colors)이란 다른 색을 혼합해도 얻을 수 없는 기준이 되는 3색을 말한다.

이 삼원색에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광의 삼원색과 색료의 삼원색이 있다. 일반적으로

색광의 삼원색인 경우 R(빨강), G(녹색), B(파랑)라고 하는데, 이 삼원색의 색상을 보다 정확하

게 표현하면 빨강(주황에 가까운 빨강=Orange Red), 녹색(Green), 파랑(청자=Violet Blue)을 말

한다. 색료의 삼원색인 경우는 Y(노랑=Yellow),

C(파랑=Cyan), M(자주=Magenta)라고 한다.

2. 가법혼색(색광의 삼원색, 빛의 삼

원색)

색광(빛)을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

는 것을 가법혼색이라고 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펙트럼의 삼분의 일인 단파장 영역의

색광을 모으면‘B(파랑=청자)’, 중파장 영역에서

는‘G(녹색)’, 장파장 영역에서는‘R(빨강=주황에

가까운 빨강)’이 된다. 

백색광은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이 다른 색광을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지나, 스펙트럼의 단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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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색료의삼원색과색광의삼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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쫤：색료의삼원색

쫛：색광의삼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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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파장, 또는 장파장의 단색광으로부터도 만들 수 있다. 즉 색광의 삼원색(R+G+B)을 스크린

에 겹쳐 투영하면 그 혼색의 결과는 흰색이 되고, R+G의 혼색에서는 Y(Yellow=노랑), G+B의

혼색에서는 C(Cyan=파랑), B+R의 혼색에서는 M(Magenta=자주)의 보색이 만들어진다(그림 2-

3). 이처럼 색광을 동시에 혼색해서 생기는 색은 가산되므로 혼합하기 이전의 색의 명도보다 높

아진다. 이와 같은 혼색을 가법혼색이라고 하며, 동시가법혼색 또는 가산혼색이라고도 한다. 또

백색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색 관계인 두 가지 색의 혼색, 즉 R+C, G+M, B+Y의 혼

색으로부터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가법혼색에 의해 원리적으로는 모든 색

을 재현할 수 있다. 컬러 텔레비전의 화면이나 컴

퓨터의 화면, 무대조명 등이 색광의 삼원색을 사

용한 예이다. 

예를 들어 컬러 텔레비전의 화면을 확대하여 보

면, 화면은 발광(發光)하는 점(dot)이나 가는 색의

선이 조합되어 있어 색광의 삼원색인 R·G·B가

각각 선(線, 줄눈)에 조사(照射)되고 있다. 이 발광

하고 있는 삼원색이 눈(망막)에서 합쳐져 색을 느

끼게 하는 것이다(그림 2-5). 무대조명의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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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색광의삼원색과가법혼색의원리

그림 2-4 색광의혼색과보색관계의혼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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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스펙트럼성분과색이보이는원리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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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색 이상의 빛이 합쳐지면 합쳐

질수록 밝아진다(그림 2-6).

3. 중간혼색

중간혼색에는 계시혼색과 병치혼색

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모두 가

법혼색의 일종이나, 혼색된 결과로

생기는 색은 원래 색의 평균치보다

밝게 보이므로 계시가법혼색, 병치가

법혼색이라고 한다.

1) 계시가법혼색

회전하는 색팽이나, 레코드 플레이어, 바람개비 등의 회전원판을 일정한 면적비로 하여 부채모

양으로 나누어 칠해 1초간 30회 이상의 속도로 회전시키면(그림 2-7), 실제로 이 두 가지 색을

번갈아서 계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눈 속(망막)에서 혼색되어 하나의 새로운 색으로 보

이게 된다. 이 혼색된 결과 생기는 색은 원래 색의 평균치보다 밝게 보인다. 이와 같은 혼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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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마스크

전자총

형광면
R+G+B=White

G+B=Cyan

그림 2-5 컬러텔레비전의발광원리

그림 2-6 무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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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회전원판에의한계시혼색

회전에의해혼색하는원판들

수동혼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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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가법혼색이라고 한다. 회전원판에 의한 혼색방법은 맥스웰(J.C.Maxwell)이 이론화한 것으로

맥스웰 회전혼색이라 불리기도 한다. 

2) 병치가법혼색

작은 색점을 찍은 것을 멀리서 보면 혼색되어 다른 색으로 보이는데, 신인상파 쇠라(Georges

Pierre Seurat)나 시냐크(Paul Signac)의 점묘화법(點描畵法), 모자이크 벽화 등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그림 2-8). 또한 경사와 위사의 색을 서로 달리하여 짠 직물의 색 등은 병치가법

혼색의 대표적인 것이다(그림 2-9). 그리고 옷감의 무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색을 미세

한 점이나 선으로 엇갈려 놓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새로운 색으로 보이는 것도 이 경우

이다. 이때에 나타나는 새로운 색은 원래의 두 가지 색이 혼색된 결과로써 거의 중간 명도가 되

고, 보색의 관계에서는 회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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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점묘화

확대그림

죠르쥬쇠라(Georges Pierre Seurat)
그랑쟈뜨섬에서바라본풍경,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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