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r e e n s



The color green
GREEN.

 Go green.

그린 컬러는 생명과 자연을 상징함으로써
성장, 부활, 소생, 자연환경을 의미하며 고요와
편안함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일부 사람들은
치유 효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가장 편하고 안정되게 하는
자연적 색상이며 봄, 풍요로움, 부, 관대함,
활기를 연상시킵니다.



Choosing the
Perfect green

완벽한 녹색을 찾는 방법에는 정도가 따로 없으며
여기 여러분이 green shade를 찾기 쉽도록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같은 그린이라도 톤의 종류별로 yellow-greens 따듯함,

blue-greens 시원함 등과 같이 각기 다른 상반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 전에 우선적으로 당신의 공간을 어떤 분위기로 연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린은 색조의 다양성 및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

배색에 사용되며 꽃, 나무, 풀과 같은 내추럴한 색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자연의 색은 절대순수 그 자체입니다.

주방에는 회녹색이나 중간톤의 녹색을 추천합니다. 가족들의 휴식공간인

거실은 편안함을 주는 따뜻함 그리고 침실은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주는 색입니다.

은은한 녹색은 해변가의 오두막집을 연상시키는 한적함으로 상쾌한

미풍과 함께 온천지대의 청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진한 녹색은 풍요의 감성으로 인상 깊은 웅장한 구조물, 왕관과 커다란

벽난로 그리고 짙은 색의 나무들과 함께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방안의 소품들이 색상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 베개 드으이 장식품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서 영감을 얻은 후

메인컬러를 정학 이 바탕색과 다른 색들의 조화를 관찰하면서

바닥의 재질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카펫이나 마루 바닥의 색들은

방의 분위기 및 전체 인테리어 색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무슨색을 찾고 있나요?

자 그럼 당신의 영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천 조각, 그림과 사진, 색종이를

보드판에 나열하여 어떤 무드를 연출하는지 보면서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 탄생되도록 이것들을 이리저리 섞고 조합하여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벽 : Lazy Caterpillar•DE5561
트림/천장 : Vanilla Shake•DEW325

벽 : Watercress•DE5528
트림 : Cottage Wh ite•DEW318

벽 : Snowy Evergreen•DE5567
트림 : Vanilla Shake•DEW325

THE ROOM ITSELF.

WHAT'S IN THE ROOM?

PERSONAL INSPIRATION.



Best of the best
이 컬러들은 캘리포니아 남서부 최고의 색상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던-에드워드 컬러 팔레트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18가지 그린 컬러들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완벽한 컬러를 이 색상표를 참고함으로써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ale View•DE5525•LRV 82

Summer Pear•DE5504•LRV 80

Lazy Caterpillar•DE5561•LRV 70

Watercress•DE5528•LRV 51

Suffed Olive•DE5529•LRV 37

Dill Pickle•DE5573•LRV 15

Shadow White•DE6281•LRV 80

Snowy Evergreen•DE5567•LRV 80

Greenhouse Glass•DE5589•LRV 70

Nature•DE5590•LRV 57

Vineyard•DE5648•LRV 29

Green Bayou•DE5650•LRV 13

Distant Haze•DE6282•LRV 70

Particular Mint•DE6269•LRV 59

Antique Coin•DE6270•LRV 44

Sycamore Stand•DEC781•LRV 31

Ecological•DE5719•LRV 18

Enchnting Ivy•DEA179•LRV 8



Things to consider

Put green to the test

Accent롤 흰색을 쓰면 그린은 더욱 진하게 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색상의 명도는 모든 색이 같거나 적어도 흡사하게

유지돼야 좋습니다.

18세기 식민지시대 전형적 배색은 흰색 등의 중간색 바탕의 그린색

트림을 사용하여 싸구려 원목느낌을 탈피하여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Red 계열의 원목가구는 apple-green 벽면과 어울리고 black는

blue-green과 보색을 이루어 품위있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의 색은 주위 여러 색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광과 인공 불빛이 어떻게 색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관찰하려면

한 방에서 빛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벽면을 택하여 그린색을

칠하여 비교해보십시요.

보다 확실한 테스트를 하려면(70×70cm) 흰색 바탕에 (30×30cm) 크기의

4가지 그린톤 계열의 colorway를 도포 후 몇 일 간에 걸쳐 관찰 하신 후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분위기를 결정하셨으면 Start Painting!

벽 : Stuffed Olive•DE5529
트림 : French White•DEW311

벽 : Sycamore Stand•DEC781
트림/천장 : Gardenia•DEW337

벽 : Summer Pear•DE5504
트림 : White Hear•DEW338
천장 : Pale View•DE5525



How light affects green

Gloss Recommendations

태양의 직사광은 영원한 광원으로 색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또한 풍성한 태양빛으로 아침 저녁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북향집은 일조량이 적고 신선한 느낌 blue/green

남향집은 일조량이 많아 따뜻한 느낌 yellow/orange

백열등은 자연광 보다 더 노란 느낌으로 따뜻한 금빛 느낌

형광등은 다양한 색상 효과가 나타나며 붉은 색을 따뜻함, 푸른색은

차가운 느낌을 주며 특별히 선명한 색감을 얻으려면 색상 교정용

형광등을 사용합니다.

할로겐은 선선하고 건조한 느낌을 주며 특히 흰 할로겐은

그린의 색도를 낮춥니다.

자연광의 변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색감의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연광형광등

가족방

Flat
<5

Velvet
5-9

Eggshell
10-15

Low Sheen
20-25

Semi-Gloss
40-50

Gloss
70-80

High Gloss
>85

거실

식당

침실

아이방

부엌 / 욕실

복도

백열등 할로겐 인공광

인공광은 사용전구에 따라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Dunn-Edwards Corporation, 4885 East 52nd Place, Los Angeles, CA 90058-5507
(888) DE PAINT dunnedwar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