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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 2050-B90B

color maga zine

Monthly Color Point

July Color
‘Cuban Green’
즐거운 야외 파티를 위한 그린

Cuban Green
SH S 2060-G10Y

쿠바의 크고 무성한 식물들은 무수히 많은 초록 계열 컬러를
선사한다. 자연의 색을 그대로 모방한 이러한 컬러들은
쿠바의 수많은 건물 외관을 수놓고 있다. 자연과의 교감은
그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린은 안정감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기와 신선함도 전달하고, 브라이트톤의 그린은 여름
정원 속 생기 넘치는 식물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 인테리어에
잘 활용하면 생명력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공기정화에 효과적인 이끼나 식물을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소품으로 쿨톤의 그린을 함께 배색하면, 공간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다. 살아있는 식물의 그린부터 다크톤의 그린
까지, 그린 컬러로 가득한 공간에서의 단란한 저녁식사는
가족이 함께 야외에서 즐기는 바베큐 파티의 설렘을 전달
한다. 그린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다양한 컬러가
배색된 그린 컬러를 사용하여 공간을 모던, 럭셔리, 내츄럴
등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린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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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 4050-B10G

Monthly Color Point

August Color
‘Ocean Blue’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는 블루

Ocean Blue
SH S 2050-B90B

여름 시즌 블루는 옐로우를 만나 더욱 생기 있고 신비한
매력을 발산한다. 딥블루와 화이트로 구성된 인테리어는
모던한 감성을 전달하며, 브라운의 우드 소재 테이블과 핑크의
소품을 함께 매칭하여 프렌치 감성의 어반 모던 스타일을
완성한다. 반대로 파스텔 컬러의 블루 그린과 옐로우 컬러
등 다양한 컬러들과 조화는 자유분방한 감성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기하학적 패턴과 철제와 플라스틱 소재를 과감하게
적용한다면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블루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크톤
블루의 매트한 컬러만으로 신비롭고 세련된 매력의 클래식한
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레트로 감성의 클래식한
무드는 작은 서재방 벽면에 블루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연출해볼 수 있다. 거실이나 주방 등의 공용 공간에서는
블루와 밝은 고명도의 그레이를 함께 배색하여 모던하고
차분한 인테리어를 계획할 수 있으며, 가구까지 블루로
통일한다면 공간이 다소 지루해질 수 있으므로 금속 소재의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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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 3560-R90B

SH S 1005-B

SH S 1030-R8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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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 1050-Y

color maga zine

Living Trend

다른 소재, 다른 분위기의
어반 모던 리빙스타일
리빙 공간에서 벽 컬러 다음으로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퍼니처일 것이다. 어떤 키워드로 공간을 연출하고 싶은가에 따라 퍼니처의
소재와 디자인의 선택도 달라지게 된다.
어반 모던(Urban Modern) 인테리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에서부터 개성이 강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까지 다양한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실용성을 추구하다 보면
미니멀 디자인 일색의 인테리어가 연출되고,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과감한 선택이 망설여지기도 한다.
국내 트렌디 스폿 가운데 한 곳인 상수역에 위치한 퍼니처 브랜드 중
‘이런 스타일을 시도해도 될까?’라는 고민 대신, 꼭 한 번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퍼니처 브랜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ByHeyDey
편안한 패브릭 소파가 메인이 되는 리빙 공간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한 간결하고 편안한 공간에 퍼니처, 조명, 벽면 페인팅의
조화로 완성되어 있는 바이헤이데이의 쇼룸을 찾았다. 그레이, 베이지 등 뉴트럴 컬러의 패브릭
소파를 메인으로 원목, 철제, 마블 소재의 테이블이나 수납 앵글을 매치하여 어떤 라이프스타일에도
적합한 공간이 된다. 싱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별도로 구성된 강렬한 블루 컬러의
패브릭 소파와 마블 상판 테이블 세트가 시크한 분위기의 반전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리를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카우치 소파와 벽면의 경쾌한 포인트 컬러링의 조화 또한 어반
라이프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벽면 전체에 페인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선과 면으로 손쉽게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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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
원목 소재의 레트로 감성과 이국적 패턴의 조화
‘가장 정직한 첫 번째 제안’이라는 의미를 담은 스탠다드에이는 선주문 생산방식의 원목 가구
브랜드이다. 재료의 특성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원목 특유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천연오일로 마감
하는 정성 가득한 수작업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개성을 표출하는
차별화된 디자인 감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간유리와 블랙철제의 창문, 천장에서 길게 늘어 뜨린
조명, 소박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찬장과 다이닝 테이블, 이국적 패턴의 바닥타일 등이 어우러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레트로 감성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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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raw
인더스트리얼 철제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미니멀 라이프
레어(rare)와 로우(raw)를 합성해 만든 ‘보기 드문’이란 뜻을 가진 레어로우는 철제로 공간을
기획하는 디자인 그룹이다. 좁은 공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1인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모듈화된 시스템 퍼니처로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나 젊은 1인 가구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벽에 포스트를 고정시키고 이동형 선반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퍼니처, 이동과 수납을 특히 강조한 스틸 퍼니처가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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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EVENT

CULTURE CLUB
주위를 둘러보면 일상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시, 공연,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Concert

Exhibition

Exhibition

우리 음악의 아이콘과 만나는

팝 역사상 가장 위험한 뮤즈

단추로 보는 역사와 문화

<2017 여우락 페스티벌>

<패티보이드 사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우리 음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 영역을 확장

〈패티보이드 사진전〉은 세계적인 러브송의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하며 사랑받아온 국립극장 여름축제 ‘여우락

주인공인 패티보이드와 세계적 뮤지션들의

복식, 단추로 풀다〉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

페스티벌’이 2017년 8번째 축제를 펼친다.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이다. 영국 을

지의 ‘단추’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 근현대 복식

한국 음악의 대중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비롯해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 세계

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전시다. 의복의 일

세계 속의 음악으 로 자리 잡은 현재까지,

여러 곳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부로만 여겨지던 단추를 다양한 재질, 기법, 형

진화를 거듭한 우리 음악과 가수들을 만나보자.

전시는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의 뮤즈였던

태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잠비나이, 두번째달 등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패티보이드의 화려한 삶과 비밀스러운 순간

역사와 사회 상을 반영하는 주요한 주제로 선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보일 예정이다.

기간 ~ 2017년 7월 22일

기간 ~ 2017년 8월 9일

기간 ~ 2017년 8월 15일

장소 서울시 중구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

장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S- FACTORY

장소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삼화人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2017 여우락 페스티벌> 5명, <패티보이드 사진전> 5명,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5명에게 티켓(1인 2장)을 선물합니다. 응모는 7월 12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입니다.
✽ 응모방법 : speople@spi.co.kr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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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page

S Quiz

사진과 관계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 (예 : A-①, B-②)
정답을 speople@spi.co.kr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삼화페인트는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
팝업북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오진수 대
표이사와 30여 명의 삼화人들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유산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

A

1

B

2

록, 수원화성, 장경판전, 조선왕릉, 창덕궁
등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점자팝업북으로 제작했다.

여기저기 낙서로 가득한 집 안. 개구쟁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새삼스러울 것 없는
풍경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아이를 위해 스케치
북보다 더 큰 칠판을 만들어주자. 다양한
컬러의 초크로 그림 그리기 놀이를 즐기고,
쉽게 지울 수 있는 칠판 테이블에서 마주한
아이와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문분순 경상북도 안동시 / 박명규 경기도 부천시 / 박차영 전라북도 남원시 / 양명운 부산시 사상구 / 유지연 전라남도 여수시
정희승 경기도 군포시 / 최경진 서울시 은평구 / 최혜주 서울시 서초구 / 허선숙 경기도 의정부시 / 홍지선 서울시 성북구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A - ➊ (아이생각)

삼화앤피플
사내기자단

B - ➋ (블루 인테리어)

마켓기획팀

박철희 과장

컬러디자인센터

이미리 대리

마켓기획팀

김현정 과장

삼화로지텍

임형빈 차장

마켓기획팀

김예슬 대리

SM2네트웍스

허현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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