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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or red
RED.
활력과 강한 느낌을 주는 감성의 Red는 불굴의

용기, 격정,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며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보는 색으로 강렬한 색감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레드는 실내 분위기를 따뜻하고 안락하게 하는 색이지만

모험심을 유발하고 戀人(연인)과 戀人(영웅)을 연상시키는

대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Choosing the
Perfect red

완벽한 레드 컬러를 찾는 방법에는 정도가 따로 없으며
여기 여러분이 red shade를 찾기 쉽도록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레드는 식욕을 돋구는 색상으로 식당과 부엌 등에 많이 쓰이며 또한

아늑한 느낌으로 파우더 룸과 같은 가족들만의 공간에도 사용됩니다.

이웃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빨간색

대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방 사이즈는 어떤가요?

빨강은 모든 진한 색들처럼 실내와 잘 어울리며 좁은 공간을 드라마틱하게,

넓은 곳을 안락한 느낌을 주며 천정과 벽을 같은 색으로 하면

넓은 곳도 아늑한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빛은 색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창문 수를 염두에 두고 시간에 따라

음영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빛을 활용하여 방안 분위기를 훌륭하게 연출 할 수 있습니다. 

빨강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조용한 은신처를 찾고 싶은

분들께 부담스러운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안의 소품들이 색상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 베개등의 장식품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서 영감을 얻은 후

메인컬러를 정하고 이 바탕색과 다른 색들의 조화를 관찰하면서

바닥의 재질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카펫이나 마루 바닥의 색들은 방의 분위기 및 전체 인테리어 색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무슨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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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bian Red•DEA155
트림 : White•DEW380

벽 : Apache Tan•DEC746
트림 : Whisper•DEW340
문 : Red Contrast•DEA106

벽 : Garnet Evening•DEA147
트림 : Igloo•DEW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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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컬러들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완벽한 컬러를 이 색상표를 참고함으로써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romegrante•DE5090•LRV 18

Glitzy Red•DEA153•LRV 13

Red Revival•DE154•LRV 12

Arabian Red•DEA155•LRV 13

Deep Crimson•DEA152•LRV 10

Spiced Berry•DEA149•LRV 9

Red Power•DEA108•LRV 17

Red Icon•DEA104•LRV 15

Hot Jazz•DEA107•LRV 12

Red Contrast•DEA106•LRV 12

Red Ink•DEA151•LRV 11

Cherry Bomb•DEA105•LRV 13

Striking Red•DEA103•LRV 14

Terra Rosa•DE5096•LRV 20

Red Rock•DE5097•LRV 14

Scarlet Past•DEA105•LRV 11

Merlot•DE5055•LRV 13

Garnet Evening•DEA147•LR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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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consider

Put red to the test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바꾸고 싶다면 빨간색 방으로 시작해보세요!

빨강이 바탕이라면 노랑 녹색(yellow-green, blue-green)같은 보색을

활용하여 균형감 있는 배색으로 맞춰보세요.

벽에 걸 작품들이 많으신가요?

마음 놓고 디스플레이 하세요!

레드의 배경이 작품가치를 한층 더 높입니다.

천장이 낮은 정사각형 방 한쪽 벽면에 레드컬러 페인트를 바른다면

높거나 넓어 보이는 느낌을 나게 합니다.

인접한 방들의 색은 같은 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큰방에 부속된 작은방의 몰딩 같은 색으로 칠하면 탁 트인

오픈된 공간의 느낌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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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계열을

칠하여 비교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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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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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분위기를 결정하셨으면 Start Painting!

벽 : Red Ink•DEA151
트림 : White(-1)•DEW380

벽 : Merlot•DE5055

벽 : Red Rock•DE5097
트림 : Swiss Coffee•DEW341

Alkali-Sensitive: Colors that are more likely to fade when used on highly alkaline surface, such as
new masonry.

Interior Use Only : Colors with a low resistance to sun's ultraviolet (UV) rays causing them to fade.

Low Hide : Colors that are more tranparent and may require multiple coats.

Red Base : Colors that use a special red base to provide richer color and better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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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ight affects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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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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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