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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획일화된 아파트 입면디자인에서 탈피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아파트 외관디자인에 시도되고 있다. 

경쟁력있는 상품성 확보를 위한 평면구성 뿐만 아니라, 외관 특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경험 및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각 

아파트 브랜드가 보유한 독특한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외관디자인의 흐름과 색채, 마감재 등의 사용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강화를 위한 경향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➊

 2.아파트 외관 디자인 경향                                                                                           

2.1 커튼월 룩(Curtain Wall Look)

최근 면과 매스가 강조된 모던한 입면디자인의 아파트 디자인 

추세에 따라 실제 커튼월은 아니지만, 하나의 매스(Mass)로서의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커튼월처럼 보이기 위한 커튼월 룩의 도장 

및 줄눈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콘크리트 구조에 유리나 금속 

패널 등 커튼월 외장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면 강조색의 적절한 

사용, 코어 소재의 변화 등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1] 커튼월 룩(Curtain Wall Look) 적용사례

2.2 입면 마간재의 변화

입면 마감재의 변화로, 입면 디자인의 디테일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입면 도장면 위에 적용한 클리어 마감은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의 반사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리콘 페인트는 유기적 곡선 또는 의도된 칼라의 구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외벽 실리콘 페인트 적용사례

[그림 3] PVC 창호프레임 불소도장 적용사례

또한 PVC 창 틀에 불소 도장으로 컬러 변화를 주어 백색 PVC 창호 

프레임 적용으로 입면 통일감 저하를 최소화하여, 전체의 주동 

매스로서의 입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3 외부 입면 컬러트랜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의 입면 컬러 분석에  따르면 주조색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YR계열 Gray계열 톤은 다소 어둡게 톤 다운되었고 

포인트 컬러로 오렌지와 블루계열 사용빈도가 두드러졌다. 

▶▶▶ 건 축

➊  본 연구는 KCC 디자인팀과 트랜드 분석을 위한 최근 준공 및 시공중인 주요 브랜드 아파트 현장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 등을 공동 진행하였음. 

아파트 내•외관 디자인 및 컬러 트랜드

글 유상준 /  건축기술팀 차장 /  전화 02-3433-7734 / E-mail yusangjune@ssy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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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브랜드들의 39개 현장 사용컬러

또한 Gray계열의 폭넓은 사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면에 사용 

된 컬러조합에 따라 모던 & 그레이, 네이처 & 브라운, 하이브리드 

콤비네이션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 현장의 컬러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MODERN & GRAY

부산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은 도심 속의 고급스러운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 모던한 그레이 계열컬러가 제안되었다. 그레이시 현장 컬러를 

분석해보면 중립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레이와 미래지향적 블루 계열 

포인트 컬러를 주로 매치하여 사용한다. 

[그림 5] 부산 중동 주상복합

모던하고 스마트한 이미지가 강조되기 때문에 최신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은 적은 수의 컬러로도 강한 톤의 

대비로 입면의 입체적 구조미나 기하학적 형태미를 강조하여 도시적 

감각이 강조되도록 의도하였다.

[그림 6]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측벽에서는 화려한 배색이나 그래픽보다는 그레이 계열의 은은한 

패턴의 변화를 통해 기품 있는 멋을 느낄 수 있다.

2) NATURE & BROWN

브라운 계열의 YR계열컬러는 자연주의 컬러로 대표되는 배색이다. 

친숙하고 편안한 베이지와 브라운을 기본으로 계절 변화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옐로우, 그린 등을 매치하여 사용한다. 서울 중림동 

오피스텔은 인근의 서대문 역사공원과의 시각적인 연계와 컬러 

컨텍스트를 통한 “공원-건축물”이 하나의 환경으로 읽히도록 의도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그림 7] 중구 중림동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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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화사한 주조색과 중채도의 강조색으로 톤 온 톤 배색을 

하기보다는 화이트계열의 컬러를 배경으로 “더 플래티넘”의 BI가 

강조되고, 브라운의 전면의 격자패턴 매스가 조형적으로 강조되도록 

배색하였다.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배색은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림 8] 수원 오목천동 재건축아파트

3) HYBRID COMBINATION

하이브리드 컴비네이션은 모던한 주조색과 따뜻한 계열의 강조색이 

혼합된 새로운 테마이다. 모던함을 대표하는 쿨 그레이 주조색에, 

이와 상반되는 블루 등을 매치하여 이지적이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컬러들의 이러한 오묘한 

색의 조합을 사용하여 입면의 매스감을 강조하거나 창호 사이의 

공간을 연결, 분리시키며 리듬감을 주기에도 적합하다. 신답극동 

리모델링 현장은 청계천이라는 상징성으 블루컬러의 강조색 적용을 

통해 주거단지와 청계천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그림 9] 동대문구 신답동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2.4 주동 출입구 

모던한 스타일의 입면이 선호됨에 따라 주동 출입구도 이와 어울리는 

형태의 디자인과 자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철재 프레임 이나 유리 

등이 복합된 재료를 활용한 심플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에 잘 적용하지  않았던 테라코타 타일, 인조석 

등 벽돌 등의 따뜻한 느낌의 소재도 혼합하여 차별화된 공간감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주동출입구 사례

저층부 마감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강석은 크게 그레이와 

레드 계열로 양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레이 계열에서는 다크한 

마천석과 밝은 거창석이 인기가 높고 레드 계통에는 채도가 낮은 

포천석만이 사용빈도가 높다. 그레이 컬러의 입면이 선호됨에 따라 

이에 어울리는 석재의 선호 현상으로 국내 브랜드들의 39개현장에서 

분석된다.

[그림 11] 저층부 화강석(Granite) 사용 추이례

2.5 로비층(Lobby Floor) 마감 

로비층은 아파트 공용공간 중 가장 높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중요공간 

이다. 특히,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주차장에서 각세대 

로 연계되는 공용공간과 로비층의 디자인 특화가 추진되고 있다. 

간접등 펜던트를 활용한 조명은 공간 속 완성도를 높여주고 벽면과 

바닥은 연마된 화강석이나 폴리싱 타일로 풍부한 광택감을 보인다. 

우편함의 경우 은은한 펄감의 분체도장 마감이 주를 이루고 형태적 

변화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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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로비층 조명 및 주요부위 마감 사례

2.6 계단실

기준층 이상 계단실에는 대부분 무늬코트를 이용한 마감이 시공되고 

있다. 무늬코트 하도 컬러는 이전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옐로우계열 

컬러는 감소세를 보이고 YR 또는 그레이계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도색과 상도 칩 배색에서는 대부분 밝은 분위기를 사용했으나 

어두운 분위기의 네거티브 배색을 사용하는 현장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벽면 하도를 투톤으로 하거나, 계단 참 벽면에 산뜻한 강조색을 

넣어 공간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한 사례도 있다.

[그림 13] 계단실 주요부위 마감 사례

2.7 주차장 컬러 사용의 변화

지하주차장 컬러 사용을 살펴보면 최근 많은 변화가 있다. 2014년 

부터의 2018년까지 최근 5개년간을 분석해 보면, 이전 지하공간의 

분위기 개선과 길찾기 기능을 위해 고채도 강조색과 화려한 패턴 

중심으로 사용한 반면, 최근에는 상업공간과 같이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파스텔톤과 LED등의 발광사인 등과 융합한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차분하고 세련되게 디자인되는 추세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크기가 점점 깊고, 넓어질수록 안전에 대한 

이슈가 커진다. 비상벨은 위급한 상황에 찾기 쉽도록 인지성이 강한 

고채도의 레드 컬러 사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교차점이나 출입구 부근에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 활용이 

많았다. 주차장 바닥 컬러는 단순화 하는 추세이다. 주행구간의 

경우 그레이 컬러로 통일되어 고채도의 컬러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주차공간과, 보행자 통로는 뉴트럴 계열로 톤 다운 되고 이와 

대비하여 기능적 공간의 색상 인지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림 14] 주차장 컬러 사용 변화(2014~2018) 

주차장의 그래픽과 사인 계획에서는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텍스트와 아이콘 활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아웃라인으로 처리한 

단순 그래픽과 도트패턴의 선호도 증가로 배수판 위에 추가적으로 

도장하는 사례도 있다.

[그림 15] 주차구획 도장 컬러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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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차장 Signage 적용 사례

2.8 필로티(Pilotis) 공간 

필로티 내부는 전보다 더 다양한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종의 

화강석의 색상차이에 의한 면분할 표현 이외에도 스톤코트나 

스타코와 같은 도장재가 화강석을 대체해 다채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림 17] 필로티 공간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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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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