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 h i t e s



The color white
WHITE.
모든 색의 시작이자 끝이며 총 집합체로

젊음, 고결, 순결을 뜻하며 어떤 색이던지 조화가

잘되며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이트는 먼 옛날부터 신을 표상하는 색으로

완벽, 선함, 단호함과 함께 고요함과 침묵을 나타냅니다.



Choosing the
Perfect white

완벽한 순백색을 찾는 방법에는 정도가 따로 없으며
여기 여러분이 White shade를 찾기 쉽도록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화이트를 사용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

- White wall with colored trim(흰벽에 컬러 트림)

흰벽에 컬러트림을 칠할 경우 흰색이 빛을 반사하여 방을 밝게 하기

때문에 공간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트림 색을 쉽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Colored walls with white trim(흰벽에 흰색 트림)

흰색 바탕에 흰색 트림은 범용성이 큰 조합으로 가구 마루 장식품 등의

색을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는 흰 도화지 같습니다. 

화이트 방문은 연 것처럼 좁고 어두운 공간을 넓고 풍부한 것처럼 만들고

천장과 벽을 같은 색으로 칠하면 넓은 공간이라도 친밀감을 줍니다.

천장이 낮고 어두운 방은 천장을 옅은 색으로 칠하면 밝고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벽 : Phoenix Villa•DEW324
트림 : Adobe•DEC726

벽 : Porous Stone•DE6220
트림 : White(-1)•DEW380

벽 : Cottage White•DEW318
트림 : White(-1)•DEW380

THE ROOM ITSELF.

Things to consider
화이트 색상은 변화무쌍하여 감성 인테리어 표현에 무한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청결, 순수함을 연상시켜 주방 욕실에도 많이 쓰입니다.

인접한 방들의 색은 같은 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큰반에 부속된 작은 방의 몰딩을 같은 색으로 칠하며

탁 트인 오픈된 공간 느낌이 납니다.

외벽의 흰색 페인팅은 집을 크게 보이고 온도를 낮춰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흰색의 햇볕 반사량이 커서 밝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Best of the best
여기 24가지 컬러들은 캘리포니아 남서부 최고의 색상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던-에드워드 팔레트에서 볼 수 있는 White, off-White와 파스텔계열의 베스트 화이트 컬러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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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1)•DEW380•LRV 93

Cool December•DEW383•LRV 88

Whisper•DEW340•LRV 87

White Heat•DEW338•LRV 87

White Fever•DEW345•LRV 84 Birch White•DEW326•LRV 79

Baby's Breath•DEW342•LRV 82

Dropplets•DEW381•LRV 83

Swiss Coffee•DEW341•LRV 83

Swan White•DE346•LRV 81

Phienix Villa•DEW324•LRV 79

French White•DEA311•LRV 75

Whites Off-Whites



Best of the best
여기 24가지 컬러들은 캘리포니아 남서부 최고의 색상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던-에드워드 팔레트에서 볼 수 있는 White, off-White와 파스텔계열의 베스트 화이트 컬러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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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ttage White•DEW318•LRV 80

Bone China•DEW339•LRV 78

Liy•DEW327•LRV 81

Pearl White•DEW328•LRV 77

Navajo White•DEC772•LRV 70 Distant Horizon•DEW377•LRV 85

Alabaster•DEW310•LRV 75

Romantic•DEW302•LRV 82

Vanilla Shake•DEW325•LRV 89

Pinch of Peal•DEW320•LRV 87

Spring Frost•DEW360•LRV 86

Lighthouse•DEW385•LRV 83

PastelsOff-Whites



How light affects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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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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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