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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Nuance & Trend
2019년 한 해를 이끌어갈 올해의 컬러는 무엇일까.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2019년도 올해의 컬러 뉘앙스인 ‘Floral Prom’과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 외벽
디자인 사례, 재도장 우수사례를 통해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컬러 패키지를 제안한다.
새로운 한 해, 색채가 선사하는 싱그럽고 황홀한 경험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보자.

S
COLOR
COLOR
MAGAZINE

Color Nuance
of The Year 2019
‘Floral Prom’

글
김효정
컬러디자인팀
과장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2019 올해의 컬러 뉘앙스를 ‘플로럴 프롬(FLORAL PROM : 꽃으로의 산책)’
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컬러를 제안했다. 이 컬러는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라이프스타일 분석으로 도출한

‘2019-20 CMF VISION’에 기반했으며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통해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컬러로 구성됐다.

삼화페인트 ‘올해의 컬러 뉘앙스’는 일반적인 ‘올해의 컬러’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하나의 유행색을 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대의 감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컬러 뉘앙스라고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자동차, 가전, IT산업 등
컬러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컬러 흐름을 말한다.
이번 2019년도 컬러 뉘앙스 ‘플로럴 프롬’에서 뽑은 다섯 가지 컬러는 후쿠시아(Fuchsia 선명한 분홍), 피치
스플래시(Peach Splash 복숭아빛), 모스카토(Moscato 연한 노랑), 일렉트릭틸(Electric Teal 청록색),
다크인디고(Dark Indigo 짙은 남색)이며 ‘꿈같은 현실, 현실이 되는 꿈’을 내포한다.
후쿠시아, 피치 스플래시, 모스카토 컬러의 조합은 휴머니티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스마트 시티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니는 인간의 창의성을 강조한다. 화사한 봄꽃 컬러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표현되어 안식과 격려의 의미를
전한다.
모스카토와 일렉트릭틸 컬러 조합은 노란색과 청록색의 밝고 강렬한 대비로부터 건강, 재미, 행복을 전달하는
기술의 긍정성을 표현하며 일렉트릭틸, 다크인디고의 조합은 합리적 긴장감을 나타낸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단호함, 결단력을 발휘하는 역량을 표현한다.
컬러디자인센터 김향란 센터장은 “컬러 뉘앙스는 글로벌 리서치 및 분석 결과의 컬러 변화 추이에서 중요성과
영향력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색상계열에 주목해 얻는다”며 “컬러디자인에 있어 감성 표현에 중요한 뉘앙스를
제안하기 때문에 다른 트렌드 컬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미래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따른 CMF VISION을 발표하고
있다. CMF란 색상(Color), 소재(Material), 마감(Finishing)을 뜻하며, 디자인에 있어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컬러디자인센터 홈페이지(scd.sp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UCHSIA
SH S 1070-R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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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 SPLASH
SH S 1040-Y60R

MOSCATO
SH S 0550-G8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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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TEAL
SH S 2050-B10G

DARK INDIGO
SH S 6030-R9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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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Apartmentment

신축 아파트 컬러 동향

매년 신축 아파트 시장은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마다의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
센터에서는 다양한 신축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컬러 경향과 마감재 트렌드를 분석하여 재도장 아파트
시장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축아파트 시장의 큰 특징을 4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대현동 SK뷰

Theme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

Courtesy &
Dandy(Gray)

화이트와 그레이를 주조색으로 하는
차분하고 현대적인 배색이 특징이다.

PURE GRAY
SH S 1000-N

PLATINUM GRAY
SH S 3000-N

SLATE BLUE
SH S 5502-B

STAR FRUIT
SH S 2040-G70Y

PEA SOUP
SH S 3040-G70Y

GREEN PLUM
SH S 4050-G60Y

MIST BLUE
SH S 1020-R90B

SKY BLUE
SH S 1030-R90B

뉴트럴에 가까운 저채도의 컬러감은
강조색을 돋보이게 한다. 색상은 단조
로우나 다양한 톤의 그레이가 사용되며,
측벽에서는 그래픽을 단순화하여 전반적
으로 심플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한화 비발디

PURE GRAY
SH S 1000-N

PLATINUM GRAY
SH S 3000-N

SLATE GRAY
SH S 5000-N

SLATE BLUE
SH S 5502-B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푸르지오

전라남도 나주 양우내안에

Theme 2.

Mild & Natural(Blue, Green)

주조색으로 웜 톤의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고 브라이트 톤의 블루와 그린을 강조색으로 활용한
내추럴한 컬러 배색은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블루에서는 그린에 가까운 BG(Blue-Green)
컬러를 사용하고, 그린에서는 옐로우에 가까운 GY(Green-Yellow) 컬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온화한
내추럴한 배색이 특징이다. 보조색의 밝은 그레이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클린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NATURAL ORANGE
SH S 2030-Y5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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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이편한세상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영통

Theme 3.

Theme 4.

중명도 중채도의 브라운과 그레이 배색은 현대적인 감성의 새로운 클래식을 보여준다.

화이트에 가까운 고명도 저채도의 뉴트럴 컬러를 주조색으로 옐로우와 오렌지의

Arban Classic(Red, Brown)

Casual & Rhythmical(Yellow, Orange)

밝은 브라운부터 어두운 브라운까지 다양한 톤의 브라운이 주조색과 보조색을 이루며

강조색이 톤온톤 배색되어 생동감 있는 배색을 이룬다. 브라이트 톤의 컬러와 반복되는

클래식한 감성을 전달하고, 화이트에 가까운 고명도 그레이와 아이보리의 강조색은

패턴의 그래픽은 리듬감 있는 배색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브라운과 강한 콘트라스트를 주며 세련되면서 웅장하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연출한다. 측벽 전면을 채우는 그래픽은 임팩트 있는 배색과 구성이 특징이다.

EARTH GRAY
SH S 2502-Y

CLIFF GRAY
SH S 3502-Y

CERAMIC FLUID
SH S 1002-Y50R

ALMOND CREAM
SH S 3005-Y50R

PURE GRAY
SH S 1000-N

PLATINUM GRAY
SH S 3000-N

SLATE GRAY
SH S 5000-N

GARLIC CREAM
SH S 1030-Y10R

ACORN
SH S 4010-Y50R

PANCHO BROWN
SH S 5020-Y70R

TIMBER ASH
SH S 6010-Y70R

ESPRESSO
SH S 6005-Y50R

FEATHER GOLD
SH S 2040-Y10R

PEANUT
SH S 1515-Y50R

NATURAL ORANGE
SH S 2030-Y50R

CARAMEL
SH S 3040-Y50R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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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자연앤센트럴자이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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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 묻어나는 Blue-Green 컬러
서울시 은평구에 자리한 ‘은평뉴타운 구파발 10단지 어울림 아파트’는 재도장을 통해 기존 브라운 톤의 중후함
을 완전히 탈피했다. 이번 재도장 단지는 무채색과 블루를 포인트로 하여 현대적이고 모던한 감성의 도시적인
느낌으로 완성됐다. 2018년도 하반기 재도장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구파발 10단지 어울림은 측벽에
지그재그의 수직 패턴을 이용해 모던한 감성에 블루 컬러로 생기를 더했다.

아파트 재도장 우수사례

Blue-Green으로 새롭게 태어난
은평뉴타운 구파발 10단지 어울림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따뜻한 블루인 BG(Blue-Green)가 트렌드이다. BG는 블루의 현대적이고 모던한
감성과 그린의 자연적이고 포근한 감성을 모두 전달할 수 있어 재도장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주조색으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여 최근 아파트 트렌드와도 잘 맞아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현장이다.

SILVER SATIN
SH S 1002-R

ASH GRAY
SH S 2000-N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컬러와 디자 인 지원 시 향 후 방 향 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구파발 10단지 어울림 /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
금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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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CE BLUE
SH S 3020-B

BLUE AMBITION
SH S 4030-B1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