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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ing a systematic method of exterior, interior finish materials and color scheme

for elementary school and the actual color plans of elementary schools in Busan was analyzed to support the

study. As a powerful design tool, a finish materials and a color are very effective to alter the perception of a

building and a view. Most of the school, a shape and a material of elevations are monotonous and uniform and

it makes students are hard to attach to their schools. As a place for learning and school life, the inner space of

elementary classroom needs to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The new basic guideline for developing and planning

of architectural design could be achieved by researching a current plan and a finish material in elementary school.

As a result, this study will benefit in planning both the exterior and interior environments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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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 시 학생들이 대부분의 일

과를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건축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인간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풍부한 정서를 가지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는 학습을 위한 교육 공간

이외에도 생활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활동과 감수성에 많

은 영향을 준다. 교육 시설에서의 감성 환경에 대한 적극

적인 고려와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공유하는 인간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건축디자인 요소로는 마감 재료와 색채 등이 있다. 특

히, 공간에 마감 재료와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시각적, 정서적 흥미와 애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애초 설계된 마감 재료

와 색채는 시공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변화

 * 이 논문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를 가진다. 따라서 건축가의 마감 재료와 색채에 대한

설계 의도와 과정에 대한 고찰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마감 재료와 색채가 건축디자인에서 차지하

는 역할과 구체적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어떠

한 방향성과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되었으며 최근 신축된 초등 교육시설의 설계 과정

에서 제시된 마감 재료와 색채 설계의 내용과 특성, 마

감 재료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한다. 특히, 초등

교육시설의 마감 재료와 색채 사용의 디자인 의도와 현

황을 분석하여 향후, 설계 시 내 외부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최근 부산 지역에 완공된 8개의 초등학교 건

축물의 설계 시 마감 재료와 색채 사용에 대한 계획 내용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의도되

었던 마감 재료와 색채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건축디자인에서 마감 재료와 색채 설계가 어떠

한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연구 대상

초등학교의 건축 설계 시 계획된 마감 재료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색채 설계 방향과 현황, 컨셉 설

정과 대안 등 과정에 대한 고려와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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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단실 색채 설계

의 마감 재료와 색채 사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바닥과 벽, 천장으로 구분하여 적용 마감 재료를 조사하

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먼셀 값에 기초하여 먼셀

명도, 채도, 색조분포도 등의 먼셀포치도에 의해 색채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마감 재료와 색채 계획의

디자인 경향과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적용 색채 도출 과

정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교

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마감 재료와 색채 설계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2. 마감재료와 색채설계 현황

2.1. 일반적 고찰

(1) 공간 기능과 색채

색채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공간 분위기와 관련된

색채를 선택하고 그 목적에 따라 공간의 크기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

기,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공간 등 목적하는 방향과 적합

한 색채를 선택하고 공간의 규모를 확대 혹은 축소시키

는 등의 작업이 수반된다. 여러 층의 건물일 경우 건축

물의 성격에 따라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거나 그림의

계단실 색채와 같이 각 층마다 다른 색채 계획을 수립하

여 인지가 쉽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색채

계획은 필수 사항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즉, 색채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디자

인 요소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적인

역할뿐 아니라 피교육자의 단

계적 지적발달, 정서적 안정,

인격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 기능을 가진다. 학

생들의 학습동기와 의욕을 북

돋우어 주도록 기능성, 다양성

에 중점을 두고 색채 계획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초

등학교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의 교실 색채를 다르게

계획하여 저학년은 놀이, 참여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고

학년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색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생들의 심리 발달과 색채 선호도, 학습 환경에 적합

한 색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기능에 맞는 색채

이미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부 색채는 전체

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편, Color Design, 기문당, 2013, p.168

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내부 색채는 각 공간별로 기능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색채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건축

마감 재료의 사용으로 고려되어지는 색채의 범주가 매우

소극적이다.

(2) 마감 재료와 재료색

학교 건축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비판적인

내용 중 하나는 단조로움, 딱딱함, 지루함 등이다. 경관

이나 교실 공간, 결이 없는 거대한 시멘트 벽면, 항상 똑

같은 창문들의 행렬과 공간 배분, 건물 전면 장식, 끝없

는 흰 복도 등은 이러한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대표하는

예이다.

이러한 지루함을 줄이고자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계획

이 건축 설계 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마

감재료는 색채 계획을 반영하는 중요한 구축적 매개가

된다. 계획된 색채는 건축 마감 재료에 적용되어 건축물

에 직접 드러나게 되며 색채 추출과 변환이 자유로운 재

료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

재료가 가지는 그대로의 색 즉, 재료색은 그 색조에

있어서 제한은 다소 있으나 대체로 저채도, 중간채도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강렬하거나 선명한 경우는

없으며 자연스럽고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색으로서의 충

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기존의 건축 설

계과정에서 선정된 재료색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색채 설계를 한다. 주변 환경과 재료색 위주의 색채 설

계는 재료가 가진 색채를 그대로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

으로 이것은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에 적극적으로 사용

되어질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색채효과는 친절하

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어떤 공간에서 체험된 차

가움이나 따스함은 사용된 재료들과도 분명한 관계를 가

진다. 회색 플라스틱 탁자는 원목이거나 투명염료를 칠

한 나무 탁자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푸른 염료의 색이

어떤 조건 속에서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가하면 짙은

노랑색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간과 건축 요소의 관계, 색채와 재료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크리스티안 리델마이어(C.

Rittelmeyer)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해방감을 주는

마감 재료나 색채를 느끼고 싶어 하고, 억압적인 인상을

받지 않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색의 사용으로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억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가령

원색의 페인트칠은 억압적인 것으로, 부드러운 투명 염

료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복도나 교실

벽면에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페인트 칠 대신 부드러운

투명 염료를 바르면 재료의 투과성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2)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투명 염료를 통한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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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위치(준공연도) 규모(학생수) 배치형태 외관

가야초
진구

(2009)

지상5층

(1105명)
병렬형

낙민초
동래구

(2011)

지하1층

지상5층 (772명)
말굽형

내리초
기장군

(2008)

지상4층

(161명)
굴절형

몰운대초
사하구

(2008)

지하1층

지상5층

(996명)

병렬형

양정초교
진구

(2009)

지상4층

(864명)
굴절형

오륙도초
남구

(2008)

지하1층

지상3층

(586명)

굴절형

정관4초
기장군

(2010)

지하1층

지상4층

(1467명)

병렬형

해운대초
해운대구

(2009)

지상4층

(503명)
병렬형

<표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건축 개요

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료색이 가지는 질감이 공간 환

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물의 최종적인 완성은 일반적으로 마감 재료와 그 재료

의 색채로 이루어지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

러한 마감 재료와 색채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성

장한다.3)

지난 1995년 일본의 대표적 타일제조사 inax는 ‘지역

의 색채와 소재’를 주제로 일본의 건축물의 색채와 마감

재료를 조사하여 전시하였다.4) 일본에서의 색채 설계는

마감 재료가 가지는 재질감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색채 설계를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체계화하기보다는 마감 재료 자체가 가지는 재료색의 특

성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에 적용하여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대상 개요 및 현황 분석

2008년에서 2011년에 완공된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8곳의 건축설계와 색채계획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 대상 초등학교의 건축 개요는 표 1과 같다. 지역별

분포로는 진구 2, 동래구 1, 사하구 1, 남구 1, 해운대구

2) 크리스티안 리텔마이어 저, 송순재 외 역, 느낌이 있는 학교 건축,

내일을 여는 책, 2005, pp.71-82

3) 김기환 외, 학교시설 색채계획 기준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색

채학회지 15권 2호, 2001, p.37

4) 요시다 신고 저, 이석현 역, 도시의 색을 만들자, 미세움, 2008, p.112

1, 기장군 2곳으로 구성되며 건물 규모는 지상 5층과 4

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하층이 있다.

학교명 현황분석 색채 팔레트

가야초

-구봉산 자락에 위치하지만 녹지와

접하고 있지는 않음

-주도로와 접하는 면적이 적어 도로

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음

-밝은 계열의 주조색으로 이루어진

주변 건물이 많음

은은한

2.5Y7/4

2.5BG5/2

10G6/2

깨끗한

2.5PB8/6

N9

2.5PB7/2

낙민초

-남서쪽으로 온천천이 흐르고 북동쪽

으로 녹지환경 형성

-대지주변에 높은 주거시설군이 자리

함

-주변색채는 난색 계열과 회색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룸

온화한

2.5Y8.5/2

7.5P6/4

5BG8/2

점잖은

2.5Y3/4

7.5N

5Y5/4

내리초

-주변자연의 저채도로 차분한 분위기

형성

중채도의 마감색으로 인한 생동감 없

는 분위기 형성

전원적인 분위기 연출

은은한

10P9/1

7.5R7/4

10P8/1

내추럴한

5GY7/4

5Y8/8

7.5Y5/6

몰운대초

-다대포를 내려다보는 구릉지 위 고

층아파트 단지내 위치

-사면 모두 도로에 면함

-서측 방향의 탑상형 아파트의 사이

로 다대포바다가 조망됨

우아한

5GY7/4

2.5RP5/2

7.5GY6/2

점잖은

2.5R3/4

2.5Y5/2

10PB2/8

양정초

-주변 사무지역의 모노톤 색채들로

차분한 분위기 형성

-중채도의 마감색으로 인해 생동감이

없음

-주변의 유사 건물군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모던한

5YR3/4

10B7/2

10B3/4

점잖은

7.5YR4/4

5N

10Y4/6

오륙도초

-산지와 바다사이 위치

-색채 분석결과 고명도 저채도의 색

상분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학교라는 기

능적 특성 고려

깨끗한

10Y7/1

10B9/1

N9

내추럴한

2.5GY8/2

10YR9/1

10YR8/2

정관4초

-고층의 아파트 단지내 위치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의 색채를

고려한 계획

-주변과 조화를 이루되 학교라는 기

능적 특성 고려.

내추럴한

5Y5/2

10G7/2

2.5GY5/4

온화한

2.5Y8.5/2

5P7/1

10B8/1

해운대초

-고층아파트에 둘러쌓인 위치 고려

-주변의 저명도 중채도의 색상과 조

화를 고려.

-주변과 조화를 이루되 학교라는 기

능적 특성 고려.

우아한

10G5/1

5PB8/1

10YR8/2

은은한

10RP8/1

2.5YR8/2

10RP9/1

<표 2> 현황 분석과 색채팔레트

학생 수는 160명에서 1100명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건축물의 배치형태는 병렬형과 굴절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은 건축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으

며 색채 설계 내용에는 건축 계획의 기본 사항인 건축물

의 규모와 학생 수, 배치형태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건축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 색채계획안의 내용

을 우선 표 2의 내용과 같이 주변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

에서 도출된 환경 색채를 형용사 이미지로 표현하여 전

체적인 색채 계획의 현황 분석을 하고 있다. 현황 분석

의 주된 내용은 녹지와 도로의 접근 위치 여부와 주변

건물과 환경의 색채에 대한 고려를 주로 하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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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황분석색채 먼셀포치도

황 색채를 통해 도출된 형용사 이미지는 은은한, 점잖은,

내츄럴한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깨끗한 모던한

우아한 이미지의 색채 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 2

는 현황 색채로 추출된 먼셀포치도로서 전체적으로 Y,

YR, GY계열과 B, G계열의 색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명도 4이상의 중명도, 고명도 범주에서 4이하의 저채도

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2.3. 설계 방향과 컨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대상 초등학교의 색채 계

획은 주변 현황을 분석하고 주변 현황에서 도출한 색채

팔레트를 정리하고 이것이 이미지 차트의 범주에서 어떠

한 어휘 형용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색채 계획의 방향과 대안을 제

시한 컨셉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공통적인 방법을 보이고

있다. 색채 설계의 방향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학교 기

능과 아이덴티티를 충실히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건축 계

획 시 선정된 주재료의 특성을 살린 혹은 주재료와 조화

를 이루는 주조색의 선정이 대표적 설계 방향이었다.

가야초의 경우 점진적인 변화, 역동적 이미지, 안정적

이미지 연출의 3가지의 대안을 컨셉으로 설정하였으며

낙민초, 내리초, 양정초, 오륙도초, 해운대초는 2가지의

컨셉과 대안을 계획하였다. 몰운대초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안정감 있는 이미지 연출을 컨셉으로 설정하여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고 정관4초 역시, 인접학교와의

조화와 학교 아이덴티티를 연출하고자하는, 하나의 컨셉

설정으로 두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여 컨셉을 설정하였다.

학교명 색채 설계 방향 컨셉 설정

가야초

-주변지역의 색채를 고려

-초등학교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

-주재료의 특성을 살린 색채계획

ALT1 점진적 변화 강조

ALT2 역동적 이미지 연출

ALT3 안정적인 이미지 연출

낙민초

-학생들의 활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색채계획

-색상대비를 주되, 조화로운 계획

-초등학교라는 이미지에 맞는 활

발하고 따뜻한 이미지 연출.

ALT1

학생들의 활동성을 촉

진할 수 있는 색채계획

개념

ALT2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활

발하고 따뜻한 이미지

연출

내리초

-주변건물의 색상을 고려한 조화

로운 색채계획

-학교의 Identity 표현

-주재료인 벽돌로 인한 밋밋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

ALT1
면적인요소를 적용한

색채계획

ALT2
발랄한 이미지의 동화

같은 분위기 채색

몰운대초

-주재료인 치장벽돌과 조화를 이

루는 주조색 선택

-주변과 조화로 안정감있는 계획

-형태적으로 강조한 부분을 이용

하여 인지성을 갖는 색채계획

ALT1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한 안정감 있는 이미지

연출ALT2

양정초

-주변 건물의 색상을 고려한 조

화로운 색채계획

-부산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계획

-학교건물의 Identity 표현

ALT1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

채연출

ALT2
교육 심리적 측면을 고

려한 색채연출

오륙도초

-자연색을 가진 주변 환경과 조

화되는 배색을 고려한 색채계획

-초등학생의 감성을 고려한 계획

-주재료인 벽돌로 인한 밋밋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계획

ALT1
기존환경과 주변 조화

고려 색채계획

ALT2
건물의 기능적 특징 고

려 색채계획

정관4초

-학생 학습, 생활에 어울리는 계획

-외부환경의 영향에 내구성있는

외부마감계획

-지역의 문화, 학습시설로서의 상

징성을 제시한 색채계획

ALT1

인접학교와의 조화 및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이미지 연출ALT2

해운대초

-주변의 색상에 상반되는 색상

배재

-초등학생 정서를 고려한 색채계획

-재료의 느낌과 색상이 잘 조화

되는 색채계획

ALT1
기존동과 조화를 이루

는 색채계획 개념

ALT2
초등학교의 기능을 고

려한 색채계획의 개념

<표 3> 색채 설계 방향과 컨셉 설정

색채 설계를 할 때 먼저 주변 경관을 총체적으로 보고

색채 환경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황분석을 통한 색채

팔레트와 건축 마감 재료를 중심으로 색채 계획을 위한

컨셉을 도출하였으며, 건축 계획 시 다루어진 컨셉의 적

용보다는 선정된 마감 재료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주변

환경색 도출과 함께 더 큰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 마감 재료와 색채 디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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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색채 설계 마감 재료 사용 특성

가야초

ALT1

주조색 5Y9/1 세라믹 외장 타일 Y계열 고명도 저채도로 차분한 이미지를 보임

보조색

2.5Y5/4 점토벽돌 색상(H) : 2.5Y~7.5GY

명도(V) : 6~9

채도(C) : 2~8

Y,YR,GY계열 중명도 색채범위로 안정적 이미지 연출

7.5Y9/6, 10YR7/8, 5YR7/4, 7.5GY6/2 칼라플라스터

N6, N8.5 화강석 물갈기, 버너구이

강조색 7.5R3/10 칼라플라스터 R계열로 주조색, 보조색과 대비되는 색상

ALT2

주조색 2.5Y7/4 세라믹외장타일 Y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보임

보조색

10Y8.5/1 세라믹외장타일 색상(H) : 2.5Y~5GY

명도(V) : 4~9 채도(C) : 1~2

Y,GY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주조색과 유사한 색채

2.5Y4/2 점토벽돌

5GY9/1, 5Y8/1, 2.5GY7/2 칼라플라스터

강조색 10R3/10, 7.5Y8.5/10 칼라플라스터
색상(H) : 10R~7.5Y 명도(V) : 3~.8.5 채도(C) : 10

R,Y계열로서 주조색, 보조색과 채도의 대비가 돋보임

ALT3

주조색 7.5YR7/4 세라믹외장타일
YR계열의 중명도 저채도로서 삭막하지 않은 차분한 이미지를

보임

보조색

5YR8/2 점토벽돌 색상(H) : 5Y~5YR, N9

명도(V) : 8~9 채도(C) : 1~8

Y,YR계열의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범위로 차분한 이미지를 보

임

N9, 7.5Y9/2, 5Y8.5/8 5YR8/1, 7.5Y8/2 칼라플라스터

N8.5 화강석 버너마감

N6 화강석물갈기

강조색
2.5YR5/14, 10YR4/6

10GY6/4
칼라플라스터

색상(H) : 2.5YR~10GY 명도(V) : 4~6 채도(C) : 4~14

YR,GY계열의 중명도 저채도 중심으로 주조색, 보조색과 조화

를 이룸

낙민초

ALT1

주조색 10YR5/6 점토벽돌 YR계열 저명도, 저채도로서 주조색과 조화

보조색
N8 알루미늄판넬

YR계열과 무채색, 주조색과 조화를 이룬다.
5YR3/4 적삼목

강조색 5R4/14, 5PB4/10 알루미늄시트

색상(H) : 5R~5PB

명도(V) : 4 채도(C) : 10~14

R.PB계열로 주조색, 보조색과 대비됨

ALT2

주조색
2.5Y8/4 알루미늄판넬 색상(H) : 2.5Y ~ 10YR

명도(V) : 5~8 채도(C) :4~610YR5/6 점토벽돌

보조색 5YR3/4 적삼목 Y계열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룸

강조색

10R5/16 알루미늄시트 색상(H) : 10R~10YR

명도(V) : 5~8 채도(C) : 14~16

R,YR계열로 주조색, 보조색과 채도대비 강조
10YR8/14 알루미늄판넬

내리초

ALT1

주조색 7.5YR5/4 치장벽돌 YR계열의 중명도 저채도로 차분한 이미지연출

보조색

9.5YR7.0/2.6

5.4Y8.3/3.6

6.8Y7.9/1.4

9.2R6.7/5.4

칼라플라스터

색상(H) : 9.2YR~9.5YR

명도(V) : 6.7~8.3 채도(C) : 1.4~5.4

R,Y,YR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범위로서 주조색과 조화

강조색

6.1Y7.5/5.2

6.9B7.6/4.7

7.3B4.9/8.1

N6.5, N7.5

칼라플라스터

색상(H) : 6.1Y~7.3B,6.5N, N7.5

명도(V) : 4.9~7.6

채도(C) : 4.7~8.1

주조색, 보조색과 대비효과로 인해 강조됨

ALT2

주조색 2.5YR8/4 치장벽돌 YR계열의 밝고 차분한 이미지 연출

보조색
9.6YR8.3/2.8

N9, N7
칼라플라스터

YR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과 무채색의 색채범위로서

보조색과 조화를 이룸

강조색

9.2R6.7/5.4, 3.1Y8.8/3.7

7.6B5.4/3.5, 2.2PB7.3/4.3

0.1YR7.6/4.7

칼라플라스터

색상(H) : 3.1Y~2.2PB 명도(V) : 5.3~8.8

채도(C) : 2.8~5.4 Y,YR,B,PB 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다양한

색상조합이 돋보임

몰운대초

ALT1

주조색 7.5YR6/4 치장벽돌 벽돌이 가진 재료 고유의 색상을 담아냄

보조색

1.96GY 8.73/1.75

3.56Y 8.44/6.98

2.71GY8.47/3.14

실리콘플라스터
색상(H) : 3.56Y~8.16BG

명도(V) : 7.35~8.8 채도(C) : 1.1~6.98

Y,GY,BG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중심의 색채범위로서 변화감 있

는 다양한 색채 연출
9.57GY8.80/1.17

8.16BG7.48/2.91
알루미늄시트

강조색

0.38GY7.35/4.57 실리콘플라스터 색상(H) : 0.38GY~3.68G 명도(V) : 7.35~8.06

채도(C) : 1.1~4.57 G,GY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중심의 색채

범위로서 차분한 이미지 연출
3.68G8.06/1.11 알루미늄시트

ALT2

주조색 7.5YR4/4 치장벽돌 벽돌이 가진 재료 고유의 색상을 담아냄

보조색

9.58GY7.93/1.01

1.96GY8.73/1.75

8.70Y9.03/5.46

실리콘플라스터

색상(H) : 7.01Y~9.58GY

명도(V) : 6.71~9.03 채도(C) : 0.01~5.46

Y,GY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중심의 색채범위로서 차분한 이미

지연출7.01Y6.71/2.81 알루미늄시트

강조색

1.00Y7.49/10.09

3.68GY8.01/3.75
실리콘플라스터

색상(H) : 1.00Y~3.68GY

명도(V) : 7.49~8.01 채도(C) : 2.16~10.09

Y,GY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중심의 색채범위9.71Y7.78/2.16 알루미늄시트

<표 4> 마감 재료와 외부 색채 설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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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색채 설계 마감 재료 사용 특성

양정초

ALT1

주조색 7.5YR6/4 치장벽돌 벽돌이 가진 재료 고유의 색상을 담아냄

보조색

7.5YR4/4 치장벽돌 색상(H) : 5Y~2.5BG

명도(V) : 4~8 채도(C) : 1~6

Y,YR,BG 계열의 중명도의 범위를 가지며 다양한 채도의 변화로 활력

있는 이미지를 줌

5Y7/6, 2.5BG7/2

10YR8/1, 5YR7/2
칼라플라스터

10B8/1 시멘트판넬

강조색

10Y7/8, 2.5GY8/2

N7.75, 5BG5/6
알루미늄시트

색상(H) : 10Y~5BG,N7.75

명도(V) : 5~8 채도(C) : 2~8

Y,GY,BG계열로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범위를 가지며 조화를 이룸7.5YR4/4 칼라플라스터

ALT2

주조색 7.5YR6/4, 5Y7/4 치장벽돌
벽돌이 가진 재료 고유의 색들이 Y,YR계열의 색상으로 조화로운 배색

을 이룸

보조색

7.5Y8/12, 2.5YR7/4

7.5B6/6, 10GY6/6
칼라플라스터 Y,YR,GY,B 계열의 다양한 색상계열에 채도의 범위를 넓게 두어 다이

나믹한 이미지 연출
10B8/1 시멘트판넬

강조색

N8.5, N7 알루미늄시트 색상(H) : 10YR~2.5BG,N7,N8.5

명도(V) : 4 채도(C) : 1~4

YR,BG계열의 부드러운 대비효과로 강조함
2.5BG4/4, 10YR4/1 칼라플라스터

오륙도초

ALT1

주조색 5Y9/1 점토벽돌 벽돌고유의 색을 담음

보조색

5Y8/1, 5Y8/8

7.5GY7/6, 7.5G4/4
칼라플라스터

색상(H) : 5Y~7.5G

명도(V) : 4~8 채도(C) : 1~8

Y,GY,G계열의 안정감있는 이미지 연출2.5PB8/2 알루미늄시트/판넬

강조색

10BG5/4 알루미늄판넬 색상(H) : 5Y~10B

명도(V) : 4~6 채도(C) : 4~6

Y,BG,B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의 다양한 색상 범위가 동적인 이미지

를 연출

5Y6/4, 10B4/6 칼라플라스터

ALT2

주조색 7.5YR8/2 점토벽돌 벽돌 고유의 색으로 자연스럽고 안정된 이미지 연출

보조색

5Y9/1 점토벽돌
색상(H) : 5Y~2.5GY, 9N

명도(V) : 6~9 채도(C) : 1~10

Y,YR,GY계열의 넓은 채도 범위로 동적인 이미지연출

5YR6/8, 5Y8.5/10

2.5GY6/2
칼라플라스터

9N 알루미늄

강조색

10B3/8 금속판넬 색상(H) : 5R~2.5PB

명도(V) : 3~5 채도(C) : 8~10

P,B,PB계열의 중명도 고채도의 색상범위를 배색함으로서 다이나믹한

이미지 연출

2.5PB4/8 알루미늄시트

5R5/10 칼라플라스터

정관4초

ALT1

주조색

7.5YR7/4 점토벽돌 색상(H) : 7.5YR~.2.2Y

명도(V) : 7.0~8.4 채도(C) : 2.9~4

Y,YR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상범위로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

연출

2.2Y8.4/2.9 칼라플라스터

보조색

4.3G8.2/0.5 칼라플라스터 색상(H) : 8.4GY~4.3G

명도(V) : 7.3~8.2 채도(C) : 0.5~2.0

G,GY계열의 내추럴한 이미지를 연출

8.4GY7.3/2.0 알루미늄시트

N8.25 화강석 버너구이

강조색
6.6YR7.9/1.2

8.9GY6.5/3.5
칼라플라스터

색상(H) : 6.6YR~8.9GY

명도(V) : 6.5~7.9 채도(C) : 1.2~3.5

Y,GY계열로서 주조색 보조색과의 조화를 이룸

ALT2

주조색
7.5YR7/4 점토벽돌 치장쌓기 벽돌 자체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Y계열의 중명도, 저채도의 색상이 조

화를 이룸2.2Y8.4/2.9 칼라플라스터

보조색
1.6Y6.8/3.0 칼라플라스터

Y계열의 무채색이 조화를 이루며 차분한 이미지 연출
N8.5 화강석버너구이

강조색

9.8GY7.8/2.2

5.0GY9.0/6.0
칼라플라스터

색상(H) : 5.0GY~4.3G 명도(V) : 7.8~9 채도(C) : 0.5~6

GY,G계열의 자연스러운 색상에 넓은 채도의 범위가 단조롭지 않은

변화감을 줌4.3G8.2/0.5 알루미늄시트

해운대초

ALT1

주조색 7.5YR7/4 외장타일 YR계열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함

보조색

7.5YR8/2 외장타일 색상(H) : 7.5Y~8.7GY

명도(V) : 8~8.3 채도(C) : 0.2~2

Y,GY계열의 색상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룸

8.7GY8.3/0.2 화강석버너구이

8.7GY8.3/0.2 페인트

강조색

4.7YR7.4/8.7

2.5Y8.2/8.9

7.3GY6.9/6.4

2.5Y5.5/2.3

실리콘페인트

색상(H) : 7.5YR~7.3GY

명도(V) : 5.5~8.2 채도(C) : 2.3~8.9

YR,Y,GY계열의 자다양한 채도의 배색으로 강조

ALT2

주조색 7.5YR8/2 외장타일 YR계열의 자연스러운 이미지연출

보조색

1.1PB7.4/6.2 페인트 색상(H) : 8.5YR~1.1PB

명도(V) : 6.1~7.4 채도(C) : 4.1~8.0

YR,Y,PB계열의 내추럴한 이미지 연출

2.5Y7.0/8.0

8.5YR6.1/4.1
칼라플라스터

강조색

6.2R6.7/6.7

3.6Y8.9/0.5

7.6YR6.0/1.5

실리콘페인트

색상(H) : 6.2R~3.6Y

명도(V) : 6.0~8.9 채도(C) : 0.5~6.7

R,YR,Y,계열의 은은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강조

<표 5> 마감 재료와 외부 색채 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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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부 디자인 분석 및 특성

연구 대상 초등학교 8개교를 중심으로 살펴 본 외부

색채 설계에 관한 내용은 표 4, 5와 같으며 각각의 초등

학교는 대안별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가지며 이것

은 건축 마감 재료로 구성되어 표현된다.

먼저, 연구 대상 초등학교 건축물의 외관에 적용된 마

감 재료는 대체적으로 석재와 벽돌, 페인트와 타일, 목

재, 패널 등으로 되어 있다. 많이 사용된 면적과 빈도순

으로 살펴보면, 점토벽돌, 치장벽돌 등의 벽돌과 색변화

가 자유로운 컬러 플라스터, 실리콘 플라스터의 사용이

가장 많고 다음을 알루미늄 시트와 패널, 화강석, 외장

타일 순이다. 플라스터와 알루미늄 시트와 패널은 색채

추출과 변환이 자유로운 재료로 최근 활용도가 높고 색

채 계획의 반영이 무난한 장점이 있다. 벽돌과 화강석은

고정된 자연 재료로 그 색채의 변화는 난이하나 자연의

편안한 느낌과 패턴의 변화에 의한 외관 디자인의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색변화가 자유로운 마감 재료는

주로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색변화가 고정된 마감 재료는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료 고유

의 색은 주조색으로 전체 건물을 색채 추출이 자유로운

마감 재료의 색은 부분적으로 건물 외관의 변화와 강조

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야초의 경우 은

은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현황색채 Y, G, PB 계열에서 Y

와 YR 계열 중심의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계획이 무채색

의 범주와 함께 대안별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민

초의 경우는 온천천이 흐르는 지리적 현황과 온화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Y, P, G 계열의 현황색채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은 Y와 YR 계열, 강조색은 R과 PB계열이 추가적

으로 사용되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다. 내리초 역

시 낙민초와 함께 내추럴한 YR, GY 계열의 현황색채와

는 달리 보조색과 강조색에서 B, PB, R 계역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정관4초는 신도시 지역으로 내추럴하고

온화한 현황색채 팔레트와 흡사하게 G, Y 계역을 충실

히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해운

대초는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위치적 상황과 우아한,

은은한 현황색채팔레트를 중심으로 G, YR, RP, PB 계열

을 도출할 수 있으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YR 계열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해운

대의 바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B계역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색상, 명도, 채도의 부산지역 초등학교 색채

계획 현황은 먼저 색상은 전체적으로 주조색은 Y, YR

계열로 고명도, 저채도에 집중되어 있다. 보조색의 사용

현황은 R계열에서 PB 계열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강조색의 경우 역시 다양한 색상과 명도, 채도 범위를

가지고 넓게 퍼져 분포되어 있다. 2장에서 설명한 현황

색채 분석에서 추출된 먼셀포치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저명도의 색채 사용을 자제하고 G계열보다는 B계열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획하였다.

<그림 3> 외부 색채 먼셀포치도

또한 계획된 색채의 특성을 살펴볼 때, 대부분 고명도

저채도의 차분한 이미지와 건축 계획 시 적용된 마감 재

료 고유의 색상의 범주에서 주조색과의 조화를 통한 색

채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관 디자인은 특

히 주변 환경에서 추출한 현황색채와 조화되는 범주에서

보조색과 강조색의 계획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

된 마감 재료와 현황색채와의 조화를 기반으로 디자인되

는 현실적 측면으로 각각의 컨셉에 대한 대안별로 별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건축 계획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감 재료 계획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색채에

대한 고려가 처음부터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 초등학교의 외관 색채 설계는 ,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주조색에 동적인 이미지를 연출

하는 강조색을 배색하고 보조색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입

면의 변화를 유도하였는데 각각의 대안에 대한 계획 유

형이 같아 다양한 색채계획의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범위 안에서의 마감 재료의

쓰임이 요구됨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설계도서의 정해

진 마감 재료는 지극히 단조로운 선정의 경우가 많아 마

감 재료 선정 시부터 구체적인 색채 계획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결국 마감 재료와 색채는 친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범주에서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색

변화가 자유로운 재료의 발굴과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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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실 복도 및 계단실

가야초

바닥
주조색 １０YR7/8 １０YR7/8 １０YR7/8 １０YR7/8

재료명 원목후로링 원목후로링 원목후로링 원목후로링

벽

주조색 10Y9/1 10Y9/1 10Y9/1 10Y9/1

보조색 2.5Y8/2 - -
2.5R6/6, 2.5Y8/10, 7.5GY/6,

10B6/6, 10PB6/6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5PB9/2 5PB9/2 5PB9/2 5PB9/2

재료명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낙민초

바닥
주조색 5YR4/6 5YR4/6 N8.25 5PB8/2

재료명 후로링블럭 후로링블럭 전도성타일 친환경목부도장

벽

주조색 5Y9/1 7.5PB9/2 N8.75 7.5PB9/2

보조색 N6 N6 N6 N6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N9 N9 N9 N9

재료명 흡음텍스 흡음텍스 흡음텍스 흡음텍스

내리초

바닥
주조색 5.0YR4.0/6.0 5.0YR4.0/6.0 2.5Y8/2 5.0YR4.0/6.0

재료명 후로링블럭 후로링블럭 전도성타일 후로링블럭

벽

주조색 5.3GY9.3/0.3 5.3GY9.3/0.3 5.3GY9.3/0.3 5.3GY9.3/0.3

보조색 - - -
5.0R6.9/6.9 3.9Y8.7/8.4

1.3G8.3/8.0 9.2B7.8/5.0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N9 N9 N9 N9

재료명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몰운대초

바닥
주조색 10YR7.0/6.0 10YR7.0/6.0 2.5Y8/2 10YR7.0/6.0

재료명 후로링블럭 후로링블럭 전도성타일 후로링블럭

벽

주조색 0.73GY9.12/1.52 0.73GY9.12/1.52 3.42BG8.42/1.25 0.51G8.94/1.35

보조색 - - - -

재료명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천장
주조색 N9 N9 N9 N9

재료명 석고시멘트텍스 석고시멘트텍스 석고시멘트텍스 석고시멘트텍스

양정초

바닥
주조색 １０YR7/6 １０YR7/6 2.5Y7/2 １０YR7/6

재료명 후로링블럭 후로링블럭 전도성타일 후로링블럭

벽

주조색 N9 N9 N8.75 N9

보조색 2.5Y8.5/2 2.5Y8.5/2 -
5GY 6/8 5Y 8/12

5RP 6/8 2.5PB 7/8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N9.25 N9.25 N9.25 N9.25

재료명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오륙도초

바닥
주조색 １０YR7/6 N7.5 １０YR7/6

재료명 원목후로링 카펫타일 원목후로링

벽

주조색 5Y9/1 N8.75 5Y9/1

보조색 N6 N6.5

5PB6/6

7.5G6/4

10RP8/4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5PB9/2 5PB9/2 5PB9/2

재료명 친환경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정관4초

바닥

주조색 １０YR7/6 5YR5/4 N8.25 5YR5/4

재료명 후로링블록
비닐시트/

원목후로링
전도성타일 비닐시트

벽

주조색 0.3GY9.1/1.7 9.5GY 9.0/1.6 5.9GY9.2/1.7 3.8GY9.3/1.7

보조색 - - - -

재료명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천장
주조색 N9.25 N9.25 N9.5 N9.25

재료명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천정텍스

해운대초

바닥
주조색 후로링블럭 2.5Y8/2 2.5Y8/2 후로링블럭

재료명 １０YR7/6 전도성타일 전도성타일 １０YR7/6

벽

주조색 3.8Y9.1/0.6 3.8Y9.1/10.6 3.8Y9.1/10.6 5.7G9.0/0.1

보조색 9.9YR8.4/1.4 - -
5.3R6.9/6.0, 6.8R8.4/2.9,

3.1GY6.8/4.0, 5.8GY8.4/2.5

재료명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천장
주조색 N9 N9 N9 N9

재료명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친환경텍스

<표 6> 마감 재료와 내부 색채 설계

3.2. 내부 디자인 분석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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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초등학교 내부 색채 설계에 대한 조사 분석

의 내용은 표 6과 같으며 각각의 내부 공간을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실, 복도와 계단으로 나누어 바닥, 벽, 천

정에 적용된 마감 재료와 색채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전

체적으로 바닥은 원목 후로링이 주로 사용되었고 행정실

에 전도성타일이 부분적으로 계획되었다. 벽의 경우 수

성페인트가 대부분이며 색의 범주는 YR, PB 계열로 구

성되어 있다. 천정의 경우 흰색에 가까운 N계열로서 천

정텍스로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변화감 없는 소

극적인 연출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내부 색채 먼셀포치도

그림 4의 내부 색채 먼셀포치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명도, 중채도의 한정된 색상군을 가지

되 벽의 경우에만 수성 페인트의 사용으로 다양한 색채

계열로 고명도, 저채도의 일관된 사용을 하고 있다.

바닥의 경우 재료색에서 도출된 한정된 색채 계열로 색

채 변화가 거의 없는 중명도, 중채도의 범위를 가지며 천

정 역시 마감 재료의 획일적으로 생산된 제품 색채로 나

타났다. 사용된 재료는 바닥, 벽 천정 별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의 재료 사용에 국한되어 있어 학생들이 하루

의 대부분을 보내는 내부 공간에 다양한 변화와 가능성

의 폭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마감 재료의 사용

과 색변화가 고정된 재료의 사용은 공간의 다양한 가성

을 억제하며 특히, 색변화가 자유로운 재료로 단순히 수

성페인트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마감

재료의 변화부터 고민하여 그 다양성을 넓혀야 할 것이

다. 마감 재료와 색채 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반드시

다양한 마감 재료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요구된다.

각 교실별로 살펴보면 가야초의 경우 일반교실, 특별

교실, 행정실, 복도 및 계단실이 거의 같은 마감 재료의

색채로 사용되었으며 일반교실과 복도 및 계단실에서 보

조색의 변화를 주고 있다. 낙민초의 경우 행정실은 좀

더 무채색 계열로 디자인하였고 내리초에서는 복도 및

계단실 부분에만 보조색을 도입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시

도하고 있다. 몰운대초와 정관4초는 친환경 페인트를 사

용하였고 후로링 블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정초에서

는 행정실을 제외한 공간에 보조색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오륙도초, 해운대초 역시 복도 및 계단실

에 색채에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실 등이 별다른 구분 없이 색채

계획이 같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지루함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 공간의 계획에 있어 사용된 마감 재

료의 제한적 범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대상 초등학교

가 같은 마감 재료와 색채 적용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마감 재료의 다양한 적용과 범주의 확대가 하루의 대부

분을 내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요구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부산 지역에 최근 준공된 초등학교에 설계된 마감 재

료와 색채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의도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초등학교 색채 설계 방향은 전체

적으로 주변지역의 색채를 충분히 고려하고 초등학교의

기능적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의 활

동성을 촉진시키고 인지성있는 색채계획을 통한 초등학

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재료의 특

성을 살린 색채계획을 통해 외부 환경의 영향에 내구성

있는 외부마감계획과 재료의 느낌과 색상이 잘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건축 설계 시 적

용된 마감 재료를 중심으로 하여 색채 설계는 진행된다.

계획된 색채의 특성을 살펴볼 때, 건축 계획 시 적용된

마감 재료 고유의 색상의 범주에서 주조색과의 조화를

통한 색채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관

디자인은 특히 주변 환경에서 추출한 현황색채와 조화되

는 범주에서 보조색과 강조색의 계획이 도출되었다. 색변

화가 자유로운 마감 재료는 주로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색변화가 고정된 마감 재료는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재료 고유의 색은 주조색으로 전체

건물을 색채 추출이 자유로운 마감 재료의 색은 부분적

으로 건물 외관의 변화와 강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 공간의 마감 재료와 색채 설계는 특히 한정된 마

감 재료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색

채 설계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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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감 재료의 선정 시 부터 구체

적인 색채 설계가 함께 하여야 하며 건축가는 마감 재료

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이론적

접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교육 공간 프로그

램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건축 디자인의 가이

드라인의 기초적인 제시라 할 수 있다.

마감 재료와 색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동적인

상관관계이며 색채계획 속에 마감 재료가 포함되며 마감

재료 계획 속에 색채 계획이 표현된다. 건축 계획 시 지

정되어진 마감 재료는 색채 계획의 범주를 결정지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색

채와 마감 재료 설계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마감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색채 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색채 설계에서 마감 재료의 구체적인

선정은 포함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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