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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야기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따라서 아파트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고층·고밀

의 아파트단지는 도시경관에서 차지하는 시각적 비중이

크고, 아파트 입면의 형태와 색채, 사용된 마감재료 등은

은 전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외장 색채계

획은 영향력 있는 시지각적 디자인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의 외관과 외부 공

간 디자인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환경 특화

디자인이 건축설계 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ohiki@yu.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활용하였음.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고급스러운 이미지 창출을 위

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저층부에 자연재료인 석재를 주

로 사용하고 빌딩 중층부와 상층부는 도장마감을 통한

색채 연출을 하고 있다. 환경에 거대 규모로 노출되는

아파트 색채는 상당히 중요한 시각적 영역을 차지하는데

저층부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 색과 많은 관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아파트 저층부 마감재인 석재의 경우

재료 색에 대한 고려 없이 대략적인 석재샘플 이미지로

계획되다 보니 실제 시공 된 후, 중·고층부의 색채와 전

체적인 부조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에게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주는 저층부 디자인에서

석재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아파트

외관 색채계획에서 통일감있는 연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 아파트 저층부 특화디자인의 마감재

로 사용하는 석재의 종류와 마감방법, 재료색 등 사용실

태를 분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저층부와 중상층부의 조화

로운 색채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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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rise and high-density apartment complexes are built on a large scale and occupy a large portion of the

city. The facade of the apart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ityscape. In particular, the lower part of

apartment design gives people to important impressions. For the harmonious landscape of the city, the color plan
emphasizes its importance as an influential visual design element that forms the urban landscape. In specialized

apartment design, especially finishing material on lower-parts of apartment which is recognized by pedestrian is

more important planning factor. Also, finishing material which is one of the primary design elements is important
for making the entire image about the building with color. Nowadays stone is mostly used for specialized design

on lower-level in apartments. Stone makes luxurious image and harmonious landscape as a nature material. But

when planning for design, only general stone graphic or pictures is used without specific plan, after construc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 plan and the actual color and image. Thus based on exact understanding of

stone, I analyzed current state of expression for stone which is used for lower-parts of apartments in Daegu.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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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마감재로 주로 사용하는 석재의

종류와 마감방법의 사용실태를 아파트 단지별 조사·분석

하고 이에 따라 표현되는 각 석재의 재료 색을 분석하여

색채범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특화디자

인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하였고, 건축디자인의 시지각

요소인 마감재와 색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디자인과 석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둘째, 아파트 저층부 형태구성요소에 따른 석재의 사

용 및 재료 색 조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조사대상의 공

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아

파트 특화디자인이 발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한

다. 조사대상 아파트단지에서 사용된 석재의 종류와 마

감방법을 조사하고, 표현 된 재료 색을 측색하였다.

셋째, 형태구성요소별 석재의 사용실태를 분석을 통해

석재의 사용경향을 파악하였고, 각 석재별 재료 색의 구

체적인 색채범주 값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아파트 저층부 디자인
아파트 저층부는 거주자 및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생활

하며 인지하는 부분으로서 근경에서 아파트 옥외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최근 아파트 특화 및

차별화를 위한 환경 특화디자인이 시도되고 있고, 특히

저층부에 자연재료인 석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

지 연출과 자연스러운 옥외공간연출로써 석재를 주로 사

용하는 추세이다. 환경 특화디자인은 외부환경을 특화한

다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초기 설계 당시의 미흡한 설계

도면 보완 및 각종 마감자재의 선택, 패턴 및 기타 시공

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디자인을 말한다.1) 주택시장의 변

화, 주택 수요자의 욕구 변화,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 변

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정책에 따

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과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 특화디자인은 발전하고 있다.

아파트 환경 특화디자인은 크게 단지 및 외부공간계획

과 건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파트 주동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구성요소는 형태적 디자인 요소와 표면적

디자인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저층부 입면 계획을 중심으로 표면적 디자인요소인

1) 박성현, 환경특화설계에 대한 분석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p.4

마감재료와 색채 사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저층부 형태구성요소

아파트 옥외공간에서 거주자의 시지각 범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저층부 디자인은 중요하며, 저층부의 다

양성과 조화성은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지각적

특성이 된다.2) 아파트 저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구성

요소로는 외벽측면과 주동출입구, 필로티이다.

2.2. 마감 재료와 색채
(1) 건축디자인과 시지각

물체의 인지는 인간의 감각기관 중 83%가 시각을 통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각은 물리적인 지각행위로 건

축공간을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작용한

다.3) 시각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시지각이라 한

다.4) 건축디자인의 시지각적 요소는 건축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인지되고 건축물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드러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지각적 요소로는 형태, 크

기, 질감, 패턴, 색채가 있다.5) 그 중 색채는 재료를 통해

표현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며

가장 즉각적으로 인지됨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마감 재료는 재료 그 자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형태,

환경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재료는 물리적인

성질로서 고유의 질감, 색채, 패턴 등 특성을 가지고 복

합적으로 표현된다.6) 마감 재료는 마감방법, 시공방법 등

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전제적인 이미지 형성과 표현에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고

2) 공금록, 아파트 저층부 외관의 시기별 변화와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11호, 2009, pp.106-107

3) 김승현,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시지각적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pp.18-19

4) 김현진, 건축디자인요소로서 창에 의한 공간연출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pp.31-32

5) 박돈서, 건축의 색, 기문당, 1996, p.11
6) 김소희, 재료의 물성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제15권, 6호, 통권 59호, 2006, p.61

형태적
디자인요소
(1차적)

평
면

단위세대평면

표면적
디자인요소
(2차적)

창호 및 발코니
평면조합

마감재료층 변화

입
면

옥탑부 색채
저층부

조명측벽

<표 1> 아파트 주동 특화디자인을 위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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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형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마감재로서의 석재

석재는 지각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인류에게 매우 친근한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근래에는 다양한 석재의 종류와 색상, 질감, 마감

방법 등 석재가 갖는 미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외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7) 최근 아파트 특화

디자인의 마감재로 저층부에 석재를 주로 사용하여 아파

트에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러

한 석재 마감은 저층부 뿐만 아니라 문주, 로비 등 각

종 시설물에도 사용하고 있다.

석재의 사용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색상

이다.8) 석재의 종류와 마감방법은 석재의 재료 색 표현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석재

는 수많은 종류의 석재가 있으나, 건축 마감재로는 주로

화강석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화강석의 종류는 산지

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난다. 주로 색상에 따라 화

강석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색상은 크게 백색, 회색,

흑색, 적색, 황색, 녹색, 청색으로 구분한다.9)

석재의 표면 마감방법은 정다듬, 잔다듬, 도드락다듬,

혹두기, 연마, 버너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가능하며, 동

일한 석종이라도 마감방법에 따라 석재의 색조와 질감표

현이 달라져 입면에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다.

3. 대구시 아파트 저층부 석재 사용실태

3.1. 조사개요
대구시에 2000년 이후 준공된 고층 아파트단지 중 저

층부에 석재가 주재료로 사용된 아파트 26 개 단지를조

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석재의 종류와 마감 방법, 색채

현황을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도서를 통해 1차적으로 자료 작업을 하였

으며, 현장조사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맑

은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여 기초 작

업한 석재의 종류와 마감 방법의 확인, 재료색 을 측색

하고 석재의 사용 방법은 위치와 종류, 개수 등을 조사

하였다. 측색방법은 물리적 측색방법인 필터방식의

CR-400색차계10)로 직접 측색하되, 본 연구자가 측색할

수 없는 높이의 석재는 시감측색방법11)에 따라 측색하였

7) 최영집, 돌과 건축, 그리고 디자인의 발전, 월간 건축문화사, 1990
8) 한국석재신문사, 한국석재산업총람, 2010, pp191-192
9) 조준현, 현대건축재료, 기문당, 2014, p220
10) 색을 표시하는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로, 인간의 색을 지각하고 높
은 광전자 정밀의 요소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11) 측색하고자 하는 시료의 색과 같은 색을 한국표준색표집에서 선택
하여 그 측색치를 시료의 측색치로 치환하는 방법

다. 색차계 측색 시, 표준광원을 D65광원12)으로 설정하

고 Lab 표색계 값을 구한 뒤 건축 색채계획에서 주로

사용하는 먼셀 표색계 값으로 치환하여 표기하였다. 석

재는 불규칙한 패턴이 있는 자연재료이므로 2-3cm간격

으로 총 4번에 나누어 측색한 뒤 평균값을 정하였다.

3.2. 아파트단지별 석재 사용실태 조사13)

12) 자외영역을 포함하는 주광에서 비추고 있는 물체색 측정용 궝원.
CIE, ISO의 기준광으로, 색온도는 6504k이다.

13) 이예지, 아파트 저층부 석재의 재료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7

단지명 구분 석재종류 마감방법 재료 색 사진

삼덕
청아람
리슈빌

외
벽

정
면

목화석/화강석 연마 8.4YR 5.8/0.8

노원홍/화강석 연마 4.6GY 4.6/0.2

측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3.2GY 2.6/0.1

목화석/화강석 연마 8.4YR 5.8/0.8

노원홍/화강석 연마 4.6GY 4.6/0.2

주출
입구

고흥석/화강석 연마 3.2GY 2.6/0.1

목화석/화강석 연마 8.4YR 5.8/0.8

필
로
티

목화석/화강석 연마 8.4YR 5.8/0.8

<표 3> 대구시 아파트 저층부 석재의 사용실태 조사

구분 단지명 준공시기 동수 층수 세대수

중구
(3)

삼덕 청아람리슈빌 2013 7 35 730
대신 센트럴자이 2015 13 34 1147
대봉 태왕아너스 2015 6 6 410

동구
(4)

각산 푸르지오 2단지 2009 7 26 596
대구혁신 서한이다음 1단지 2015 9 18 497

율하 롯데탑클래스 2015 6 15 447
율하 e편한세상 1단지 2011 9 15 528

서구
(2)

중리 롯데캐슬 2008 21 20 1968
평리 푸르지오 1단지 2011 22 23 529

남구
(2)

강변 효성백년가약 2012 5 22 337
래미안웰리스트 2010 7 28 471

북구
(3)

복현 푸르지오 2013 17 15 1199
침산 쌍용예가 2단지 2013 8 18 657
침산 화성파크드림 2017 7 40 1202

수성구
(6)

범어 동일하이빌 2007 2 20 228
범어 라온프라이빗 2016 3 20 175
수성 래미안 2008 5 23 467
수성 태영데시앙 2008 6 31 718
수성3가 롯데캐슬 2008 8 26 802

시지 효성백년가약 2단지 2008 4 18 293

달서구
(4)

상인 e편한세상 2단지 2008 6 26 610
상인 KCC 스위첸 2009 3 26 293
월배 e편한세상 2014 8 30 932
월성 푸르지오 2008 10 30 1824

달성군
(2)

죽곡 청아람리슈빌 3단지 2012 8 20 597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12 7 20 544

<표 2> 조사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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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센트럴
자이

외
벽

정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N4.0
버너 N5.0

석재뿜칠 - 8.1GY 7.6/0.5

측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N4.0
버너 N5.0

오련회/화강석 연마 N6.5
버너 N7.5

주출
입구

황실종/화강석 연마 N4.0

오련회/화강석 연마 N6.5

필
로
티

황실종/화강석
연마 N4.0

버너 N5.0

대봉
태왕아
너스

외
벽

정
면

오련홍/화강석 연마 5.4YR 5.7/1.5

오련홍/화강석 버너 6.0YR 6.1/1.1

측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6.7BG 3.2/0.2
오련홍/화강석 연마 5.4YR 5.7/1.5
오련홍/화강석 버너 6.0YR 6.1/1.1

주출
입구

오련홍/화강석 연마 5.4YR 5.7/1.5

오련홍/화강석 버너 6.0YR 6.1/1.1

필
로
티

오련홍/화강석 연마 5.4YR 5.7/1.5

각산
푸르
지오
2단지

외
벽

정
면

노원홍/화강석 연마 7.1YR 5.3/0.9

측
면

노원홍/화강석 연마 7.1YR 5.3/0.9
옥참마/화강석 버너 9.7YR 5.9/0.7

주출
입구

녹빙화/화강석 연마 9.2Y 3.0/0.3

옥참마/화강석
연마 7.7GY 3.8/0.7

버너 9.2Y 3.0/0.3

대구
혁신
서한
이다음

외
벽

정
면

석재뿜칠 - 4.0Y 3.9/0.7
오련회/화강석 연마 8.9YR 5.2/0.7
오련회/화강석 버너 9.9YR 5.9/0.6

측
면

씨블랙/화강석 연마 1.1B 3.2/0.2
오련회/화강석 연마 8.9YR 5.2/0.7
오련회/화강석 버너 9.9YR 5.9/0.6

주출
입구

가평석/화강석 연마 2.8Y 5.5/0.3
씨블랙/화강석 연마 1.1B 3.2/0.2
오련회/화강석 연마 8.9YR 5.2/0.7
오련회/화강석 버너 9.9YR 5.9/0.6

율하
롯데
탑클래
스

외
벽

정
면

노원홍/화강석 연마 0.4Y 5.5/0.6

측
면

노원홍/화강석
연마 0.4Y 5.5/0.6
버너 5.3Y 6.5/1.3

오련회/화강석 연마 8.9YR 4.8/0.5

주출
입구

오련회/화강석
연마 8.9YR 4.8/0.5

버너 6.7YR 9.0/1.0

필
로
티

노원홍/화강석 연마 0.4Y 5.5/0.6

율하
e편한
세상
1단지

외
벽

정
면

오련홍/화강석 연마 7.9YR 5.8/1.3

측
면

오련홍/화강석
연마 7.9YR 5.8/1.3

버너 7.9YR 6.1/1.2

주출
입구

오련홍/화강석 연마 7.9YR 5.8/1.3

씨블랙/화강석 연마 N2.0

필
로
티

오련홍/화강석 연마 7.9YR 5.8/1.3

중리
롯데
캐슬

외
벽
정
면

포천석/화강석

연마 0.7Y 6.3/0.5

버너 0.8Y 6.3/0.7

측
면

포천석/화강석
연마 0.7Y 6.3/0.5

버너 0.8Y 6.3/0.7

주출
입구

석도홍/화강석
연마 4.4YR 5.31.8

버너 4.3YR 5.6/1.8

필
로
티

포천석/화강석
연마 0.7Y 6.3/0.5

버너 0.8Y 6.3/0.7

평리
푸르
지오

외
벽

정
면

석재뿜칠 - 9.1YR 4.4/0.6

측
면

옥참마/화강석 연마 2.1Y 2.8/0.3

노원홍/화강석
연마 8.9YR 5.6/0.9

버너 9.9YR 4.4/0.6

주출
입구

녹빙화/화강석 연마 7.4GY 3.5/0.5

옥참화/화강석 연마 2.1Y 2.8/0.3

강변
효성
백년
가약

외
벽

정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4.2YR 5.2/1.7

측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4.2YR 5.2/1.7

잔다듬 4.9YR 5.9/1.3

주출
입구

진주화/화강석 연마 8.0YR 5.3/1.0

필
로
티

석도홍/화강석 연마 4.2YR 5.2/1.7

진주화/화강석 연마 8.0YR 5.3/1.0

래미안
웰리
스트

외
벽

정
면

카파오/화강석 연마 2.7YR 4.2/2.2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9.7YR 2.6/0.2

측
면

카파오/화강석 연마 2.7YR 4.2/2.2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2.7YR 4.2/2.2

주출
입구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2.7YR 4.2/2.2

카파오/화강석 연마 2.7YR 4.2/2.2

필
로
티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2.7YR 4.2/2.2

복현
푸르
지오

외
벽

정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3.7Y 3.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8.9YR 5.4/0.7

측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3.7Y 3.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8.9YR 5.4/0.7

주출
입구

황실종/화강석 연마 3.7Y 3.4/0.4
목화석/화강석 버너 9.5GY 9.2/0.7
노원홍/화강석 연마 8.9YR 5.4/0.7

필
로
티

황실종/화강석 연마 3.7Y 3.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8.9YR 5.4/0.7

침산
쌍용
예가
2단지

외
벽

정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9.9YR 4.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7.7YR 5.5/0.9

측
면

황실종/화강석 연마 9.9YR 4.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7.7YR 5.5/0.9
버너 1.1Y 6.1/0.5

주출
입구

황실종/화강석 연마 9.9YR 4.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7.7YR 5.5/0.9

필
로
티

황실종/화강석 연마 9.9YR 4.4/0.4

노원홍/화강석 연마 7.7YR 5.5/0.9

침산
화성
파크
드림

외
벽
정
면

오련회/화강석

연마 2.1Y 4.5/0.2

버너 7.6Y 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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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면

오련회/화강석 연마 2.1Y 4.5/0.2
버너 7.6Y 7.8/0.5

옥참마/화강석 연마 1.5GY 2.9/0.3

주출
입구

레오파드블루/화강석 연마 5.8Y 5.9/1.2

옥참마/화강석 연마 1.5GY 2.9/0.3

필
로
티

오련회/화강석
연마 2.1Y 4.5/0.2

버너 7.6Y 7.8/0.5

범어
동일
하이빌

외
벽

정
면

구리록/화강석 연마 5.5GY 3.5/01.2

레오파드블루/화강석 연마 3.2Y 4.2/1.2

측
면

구리록/화강석
연마 5.5GY 3.5/01.2
연마 3.2Y 4.2/1.2

레오파드블루/화강석 버너 2.5Y 7.3/1.0

주출
입구

레오파드블루/화강석
연마 3.2Y 4.2/1.2

버너 2.5Y 7.3/1.0

필
로
티

레오파드블루/화강석 연마 3.2Y 4.2/1.2

범어
라온
프라
이빗

외
벽

정
면

오련홍/화강석 연마 6.8YR 5.0/0.9

진주화/화강석 연마 1.5Y 5.5/0.5

측
면

오련홍/화강석 연마 6.8YR 5.0/0.9
잔다듬 6.3YR 6.2/1.0

진주화/화강석 연마 1.5Y 5.5/0.5

주출
입구

칼멘레드/화강석 연마 5.6YR 3.0/0.5

오련홍/화강석 연마 6.8YR 5.0/0.9

필
로
티

오련홍/화강석 연마 6.8YR 5.0/0.9

진주화/화강석 연마 1.5Y 5.5/0.5

수성
래미안

외
벽

정
면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6.5R 3.7/0.4

카파오/화강석 연마 4.3R 5.5/6.1

측
면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6.5R 3.7/0.4

카파오/화강석 연마 4.3R 5.5/6.1

주출
입구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6.5R 3.7/0.4

카파오/화강석 연마 4.3R 5.5/6.1

필
로
티

탄브라운/화강석 연마 6.5R 3.7/0.4

카파오/화강석 연마 4.3R 5.5/6.1

수성
태영
데시앙

외
벽

정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2.5YR 4.7/2.2

칼멘레드/화강석 연마 6.2YR 3.2/0.7

측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2.5YR 4.7/2.2
칼멘레드/화강석 연마 6.2YR 3.2/0.7
발틱브라운/화강석 연마 8.1YR 3.4/1.0

주출
입구

오련회/화강석 연마 3.1Y 4.4/0.5

문경석/화강석 연마 7.2YR 5.6/1.2

필
로
티

석도홍/화강석 연마 2.5YR 4.7/2.2

칼멘레드/화강석 연마 6.2YR 3.2/0.7

수성3가
롯데
캐슬

외
벽

정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4.6YR 5.0/2.2

버너 5.4YR 7.3/0.4

측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4.6YR 5.0/2.2

버너 5.4YR 7.3/0.4

주출
입구

석도홍/화강석

연마 4.6YR 5.0/2.2

버너 5.4YR 7.3/0.4

필
로
티

석도홍/화강석

연마 4.6YR 5.0/2.2

버너 5.4YR 7.3/0.4

시지
효성
백년
가약
2단지

외
벽

정
면

고흥석/화강석
버너 8.9Y 4.8/0.3

연마 9.6GY 1.3/0.3

측
면

고흥석/화강석
버너 8.9Y 4.8/0.3

연마 9.6GY 1.3/0.3

주출
입구

고흥석/화강석 버너 8.9Y 4.8/0.3

필
로
티

고흥석/화강석 버너 8.9Y 4.8/0.3

상인
e편한
세상
2단지

외
벽

정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3.7YR 4.2/2.0

측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3.7YR 4.2/2.0

연마 3.0YR 4.6/2.1

주출
입구

씨블랙/화강석 연마 5.0GY 4.6/2.1

석도홍/화강석 연마 3.7YR 4.2/2.0

필
로
티

석도홍/화강석 연마 3.7YR 4.2/2.0

상인
KCC
스위첸

외
벽

정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N3.5
씨블랙/화강석 연마 N3.0
카파오/화강석 연마 9.0R 5.6/1.3

측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N3.5
버너 N7.5

카파오/화강석 연마 9.0R 5.6/1.3

주출
입구

씨블랙/화강석 연마 N3.0

카파오/화강석 연마 9.0R 5.6/1.3

필
로
티

씨블랙/화강석 연마 N3.0

고흥석/화강석 연마 N3.5

월배
e편한
세상

외
벽

정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9.9BG 3.1/0.2

포천석/화강석 연마 1.7Y 5.4/0.6

측
면

고흥석/화강석 연마 9.9BG 3.1/0.2

포천석/화강석 연마 1.7Y 5.4/0.6

주출
입구

고흥석/화강석 연마 9.9BG 3.1/0.2

포천석/화강석 연마 1.7Y 5.4/0.6

필
로
티

고흥석/화강석 연마 9.9BG 3.1/0.2

포천석/화강석 연마 1.7Y 5.4/0.6

월성
푸르
지오

외
벽

정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9.6R 4.6/3.3

잔다듬 8.2R 6.6/1.2

측
면

석도홍/화강석 연마 9.6R 4.6/3.3

씨블랙/화강석 연마 N3.0

옥참마/화강석 연마 2.4Y 3.0/0.2

주출
입구

녹빙화/화강석 연마 6.6GY 3.6/0.6

필
로
티

석도홍/화강석 연마 9.6R 4.6/3.3

옥참마/화강석 연마 2.4Y 3.0/0.2

죽곡
청아람
리슈빌
3단지

외
벽

정
면

오련회/화강석 연마 1.7Y 4.5/0.3

측
면

오련회/화강석 연마 1.7Y 4.5/0.3
문경석/화강석 연마 9.8YR 5.9/0.6
구리록/화강석 연마 7.2Y 2.4/0.3

주출
입구

고흥석/화강석 연마 1.3B 3.3/0.2

오련회/화강석 연마 1.7Y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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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파트단지별 석재 사용 실태
(1) 석재의 종류와 마감

아파트 단지별 저층부 석재의 사용실태 분석 결과, 대

부분의 아파트에서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26 개의 아파

트 단지에서 22 종류의 화강석을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화강석은 노원홍(7곳, 26.9%), 고흥석(6곳, 23%), 석도홍(6

곳, 23%), 오련회(6곳, 23%), 씨블랙(5곳, 19.2%), 옥참마

(5곳, 19.2%), 녹빙화(4곳, 15.3%), 오현홍(3곳, 11.5%), 카

파오(3곳회, 11.5%), 구리록(2곳, 7.7%), 레오파드블루(2곳,

7.7%), 목화석(2곳, 7.7%), 문경석(2곳, 7.7%), 진주화(2곳,

7.7%), 칼멘레드(2곳, 7.7%), 탄브라운(2곳, 7.7%), 포천석

(2곳, 7.7%), 가평석(1곳, 3.8%), 발틱브라운(1곳, 3.8%) 순

이었다. 또한 석재 뿜칠 방법으로 석재와 비슷한 시각적

연출을 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났다.

하나의 측벽에 사용한 화강석은 대개 2-3가지 종류를

함께 사용하여 마감하였고 최대로는 5가지 종류의 화강

석을 사용하였다. 화강석의 다양한 종류를 입면에 사용

하고 패턴을 형성, 변화를 주고 있다.

화강석의 마감 방법은 다양한 표면처리가 가능하며 입

면의 질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대구시 아파트단지 저

층부에서 사용한 석재의 마감방법은 연마(26곳, 100%),

버너(16곳, 62%), 잔다듬(4곳, 15.3%), 혹두기(1곳, 3.8%)

마감 순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유광의 매

끈한 질감이 나는 연마 마감을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

로 질감이 다소 거칠고 색상이 조금 더 연한 버너 마감

을 사용하였다.

또한 석재 사용 시 1가지의 마감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동일한 석재에 2가지의 마감 방법을 함께 사

용하였는데, 매끈한 질감의 연마 마감과 거친 버너 마감

을 함께 사용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같은 석재

종류임에도 색상과

질감의 변화를 만

들어내어 입면에

다양하고 자연스러

운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통일감 있는 일정

한 패턴을 형성하

여 도시 경관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2) 색채 분석
대구시 아파트단지 저층부에 사용한 석재의 측색 결

과, 전체적으로 색상은 YR계열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명도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

포되었다. 채도는 0.1-3.5 범위의 저채도로 주로 구성되

었다. 색조는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Dull 톤을 주고 이루고 있다.

석재의 재료 색을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분류하여 보
면, 무채색 색상군은 N8.0-9.0 백색계열, N4.0-7.5 회색계
열, N2.0-3.5 흑색계열로 나타났다. 유채색 색상군은

2.5R-8.9YR 적색계열, 9.0YR-8.9Y 황색계열, 9.0Y-9.5GY
녹색계열, 3.5-5.0PB 남색계열이다. 무채색 색상군은 흑
색계열이 가장 많았고, 유채색 색상군은 적색계열과 황

색계열이 우세했다. 또한 난색의 색상범주는 넓게 나타
나는 반면, 한색의 색상 범주는 좁다.

4. 석재의 종류와 마감, 색채 분석

4.1. 백색계열
백색계열로 대표적 화강석은 목화석과 포천석의 버너

마감인데 재료 색은 대개 N8.5-9.0로 고명도, 저채도 범

주에 해당한다. 목화석 버너마감은 고명도 저채도의 pale

톤, 포천석 버너마감은 N8.0-8.5의 백색을 띄고, 고명도

저채도의 pale, light grayish 톤이다.

<그림 4> 대구시 아파트단지 석재의 먼셀 포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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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버너 잔다듬 혹두기

<그림 3> 석재 마감의 사용 실태

죽곡
청아람
푸르
지오
2단지

외
벽

정
면

노원홍/화강석 연마 9.2YR 6.0/0.8

노원홍/화강석 버너 9.2YR 6.1/0.7

측
면

옥참마/화강석 연마 8.0Y 2.4/0.3
노원홍/화강석 연마 9.2YR 6.0/0.8
노원홍/화강석 버너 9.2YR 6.1/0.7

주출
입구

옥참마/화강석 연마 8.0Y 2.4/0.3

녹빙화/화강석 연마 8.1GY 3.5/0.5

<그림 2> 석재 종류의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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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색계열

회색계열로 대표적 화강석은 오련회 연마와 버너, 목

화석의 연마 마감인데 재료색은 전체적으로 N4.0-7.5의

중명도, 저채도이다.

4.3. 흑색계열
흑색계열로 대표적 화강석은 고흥석과 씨블럭 연마 마

감이며 재료 색은 대개 N2.0-3.5 범주에 속하며 저명도,

저채도에 해당한다.

4.4. 적색계열

적색계열로 대표적 화강석은 노원홍 연마와 버너, 석

도홍 연마와 버너 마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은 2.5R-8.9YR 계열로 중-고명도, 저채도

범주에 해당한다.

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오련회 (연마)

색상 N5.5-7.5 톤 light grayish, grayish
명도 5.5-7.4 (중명도) 채도 0.3-0.6 (저채도)

오련회 (버너)

색상 N7.0-7.5 톤 pale, light grayish
명도 7.8-8.9 (고명도) 채도 0.3-0.8 (저채도)

목화석 (연마)

색상 N5.5-6.0 톤 light grayish, grayish
명도 5.5-5.8 (중명도) 채도 0.4-0.8 (저채도)

<표 5> 회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고흥석 (연마)

색상 N3.0-4.0 톤 grayish, dark grayish
명도 2.5-4.0 (저명도) 채도 0.1-0.5 (저채도)

씨블랙 (연마)

색상 N2.0-3.0 톤 dark grayish
명도 1.5-3.0 (저명도) 채도 0.2-1.0 (저채도)

<표 6> 흑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노원홍 (연마)

색상 2.0-8.9YR 톤 light grayish
명도 5.0-7.0 (중명도) 채도 0.6-1.5 (저채도)

노원홍 (버너)

색상 4.5-8.9YR 톤 light grayish
명도 5.5-8.5 (중-고명도) 채도 0.5-1.0 (저채도)

석도홍 (연마)

색상 3.5R-5.0YR 톤 grayish, dull
명도 4.5-6.0 (중명도) 채도 1.5-3.0 (저채도)

석도홍 (버너)

색상 2.5R-5.0YR 톤 light grayish, dull
명도 5.0-8.0 (중-고명도) 채도 0.5-2.0 (저채도)

<표 7> 적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목화석 (버너)

색상 N8.0-9.0 톤 pale
명도 8.2-9.1 (고명도) 채도 0.2-0.4 (저채도)

포천석 (버너)

색상 N8.0-8.5 톤 pale, light grayish
명도 7.9-8.3 (고명도) 채도 0.2-0.8 (저채도)

<표 4> 백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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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황색계열

황색계열의 대표적 화강석은 진주화 연마, 레오파드블
루의 연마와 버너 마감이 속하는데 재료 색은 중-고명

도, 저채도 범주의 9.0YR-8.9Y이다.

4.6. 녹색계열

녹색계열의 화강석은 녹빙화 연마, 옥참마 연마 마감
으로 대개 9.0Y-9.5GY 범주에 속하며 저명도, 저채도의
재료 색을 가진다. 화강석의 종류와 마감 방법에 따라
재료는 색채 군을 형성하며 이러한 색채 계열은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서 저층부 마감 재료의 적용, 중층부와 고

층부의 색채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경관을 이루는 대
구시 아파트 저층부 석재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대구시 아파트 저층부에 사용한 석재의 종류는

화강석으로 이루어져있고, 대개 2-3가지 종류의 석재를
함께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석재의 마감방법은 주로 연
마와 버너마감을 사용하였고 동일한 석재에 2가지의 마
감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변화감을 주었다.
둘째, 석재의 색상은 주로 R-YR 난색계열의 색상범주

가 넓게 나타났고 색조는 대개 중-고명도 저채도 범주에
속하며 light grayish, grayish, dull톤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각 색상계열별 석재 재료 색의 색조와 톤은 대

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명도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석재에 연마마감을 할 경우 명도가 낮아지며 다
소 어두운 색상을 띄고, 버너마감을 할 경우 명도가 조
금 더 높아지며 밝은 색상을 띈다. 어두운 색상의 석재
일수록 마감 방법에 따른 명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파트 외관 계획에서 석재의 선정과

색채 계획 시 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으며 화강석의 색채 계열별 마감 방법과 종류
는 저층부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다양한 계
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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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녹빙화 (연마)

색상 7.0-8.0GY 톤 dark grayish, dull
명도 3.5-3.8 (저명도) 채도 0.5-0.7 (저채도)

옥참마 (연마)

색상 9.5Y-4.5GY 톤 dark grayish
명도 2.5-3.5 (저명도) 채도 0.2-0.5 (저채도)

<표 9> 녹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석재(마감방법) 재료 색 범주

진주화 (연마)

색상 9.0YR-8.0Y 톤 light grayish, grayish
명도 5.0-5.5 (중명도) 채도 0.5-1.0 (저채도)

레오파드블루
(연마)

색상 3.0-5.5Y 톤 grayish, dull
명도 4.0-5.5 (중명도) 채도 1.0-1.2 (저채도)

레오파드블루
(버너)

색상 2.5-5.0Y 톤 light grayish
명도 7.0-7.5 (중-고명도) 채도 0.5-1.0 (저채도)

<표 8> 황색계열 석재의 재료 색 범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