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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Color Package

Habana Passion
오렌지빛을 머금은 브라이트 레드 컬러인 하바나 패션 컬러는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컬러이다. 그레이 패브릭, 원목 소재가 어우러진 모던한 디자인의 가구를 매치하고,
옐로우 컬러의 소품을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제안하는 2019 봄·여름 인테리어 트렌드는 선명한 브라이트 컬러와

Habana Passion

Peanut Butter

내추럴 소재의 조화를 키워드로 한다. 강한 색조의 컬러를 과감하게 페인팅하여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SH S 1060-Y70R

SH S 3040-Y30R

일상을 추구한다. 동시에, 내추럴 소재와 플랜트를 적극 활용하여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Judge Gray

Ash Gray

SH S 2002-B

SH S 2000-N

Spring Bush
여린 새잎을 연상시키는 스프링 부시 컬러로 봄을 시작해보자. 수공예 느낌이 살아
있는 우드 프레임에 스트라이프 패턴 패브릭,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조화 등이 친근
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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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ush

Teal Blue

SH S 2060-G80Y

SH S 5040-B

Driftwood

Snow White

SH S 2005-Y40R

SH S 05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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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thing Yellow
봄이 짧아지고 초여름이 찾아올
때 청량한 느낌의 컬러 스타일링
은 기분전환을 도모하기에 좋다.
편안한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딩 옐로우 컬러는 새하얀 코튼
침구와 텐더 블루 컬러와 어우러져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Soothing Yellow
SH S 2002-Y

Snow White
SH S 0500-N

Winter Scape
SH S 1005-R90B

Tender Blue
SH S 2010-B10G

Electric Teal
블루, 화이트, 그린 계열 컬러의 조화는 상쾌하고 싱그러운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일렉트릭 틸, 주피터 그린 컬러를 추천한다. 라이 베이지 컬러는 브라이트 컬러를
보다 트렌디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Electric Teal

Rye Beige

SH S 2050-B10G

SH S 3010-Y30R

Jupiter Green

Peanut Butter

SH S 2050-G30Y

SH S 3040-Y30R

Flamingo

Sand Art

도시 생활로 자연환경과의 단절

파스텔 컬러는 학생, 사회초년생,

이 심화됨에 따라 실내 플랜트의

신혼 부 부 들 을 위 한 심플 하고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가장

원목, 플랜트의 내추럴 컬러와

유 용 한 컬러들 이다. 페일톤의

함께 편안 하고 따뜻한 감성을

핑크베이지 컬러인 샌드 아트 컬러

전달할 수 있는 컬러로 피치 핑크

와 화이트, 그레이 컬러의 조화

색조의 플라밍고 컬러를 추천한다.

는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링 중의
하나이다.

Flamingo
SH S 1030-Y80R

Sand Beige
SH S 2002-Y50R

Snow White
SH S 0500-N

Feather Gray
SH S 2005-Y50R

Sand Art
SH S 1015-Y80R

Pure Gray
SH S 1000-N

Silver Gray
SH S 2500-N

Spring Crystal
SH S 0510-B70G

58

59

Color MagazineⅡ

아파트 도장 우수사례

일산 신동아파밀리에 4단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와 디자인 지원 시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일산 신동아파밀리에 4단지의 사례와 만나본다.
글 이미리 컬러디자인팀 과장

일산 신동아파밀리에 4단지
신동아파밀리에 4단지는 그레이 컬러를 주조색으로 현대적
이고 세련된 배색이 포인트이다. 재도장 아파트 시장은 기존에
고채도의 강조색이 돋보이던 배색에서 모던한 감성을 잘
표현하는 그레이 컬러 배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개하는 일산 신동아파밀리에가 최신 재도장 아파트 색채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대표하는 블루 컬러의 강조색 그라데이션
배색과 최신 대형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에 서 나 타 나는
Deep톤의 브라운 컬러가 사용되어 세련된 클래식함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측벽의 디자인은 두 가지로 계획하여
단지 전체에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함을 보여 준다. 최신
아파트 트렌드를 잘 표현하여 재도장이 아닌 신축 아파트와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Whipping Cream

Platinum Gray

SH S 0502-Y

SH S 3000-N

Storm Gray

Light Apricot

SH S 5500-N

SH S 1030-Y30R

Honey Bread
SH S 2040-Y30R

4030-Y30R

Copper Beech

Bluecoat

SH S 5020-Y30R

SH S 5020-B

A
일산 신동아파밀리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 신동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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