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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은 우리의 보편화된 가치다. 까린은 유토피아라는 테마로 해초색과 

심해의 어둡고 깊은 블루 톤 컬러를 제시했으며 팬톤은 난꽃 컬러를 올해의 색으로 꼽았다. 결국 우리의 

자연에서 채집한 컬러들이 올해의 트렌드인 셈이다.  에디터 정수윤  포토그래퍼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고은선  어시스턴트 김미라, 조은정

Color Trip
Color of the Year

Color Influence

컬러 전문 기업인 팬톤 사에서 올해의 컬러로 선

정한 ‘레디언트 오키드(Radiant Orchid)’는 연

한 연보라 색깔이다. 비둘기색처럼 차분한 그레

이와 황동, 적동처럼 소재감이 돋보이는 제품 사

이에서 여성스러운 레디언트 오키드 컬러는 존

재감이 확실하다.

러프한 주물 소재의 캔들 스탠드와 초는 하우스

라벨. 기하학적인 실루엣의 회색 베이스는 짐블

랑. 콘크리트 질감의 베이스와 황동 랜턴은 하우

스라벨. 구리 소재의 티 캐니스터는 TWL. 레디

언트 오키드 컬러로 칠한 도자 볼은 하우스라벨. 

석류 오브제는 메종 르베이지.

올 한 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컬러들. 은은한 물빛과 해저의 깊고 어두운 블루 색깔, 비둘기와 

프리지어, 난꽃의 색처럼 자연에서 가져왔다.

그레이시한 블루 컬러의 삼각 패턴 러그는 하우스라벨. 인디고 색상의 쿠션 커버는 챕터원. 메탈 소재의 선명한 블루 컵은 김은희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주름이 있는 애시드 블루 컬러의 원단 스와치는 다브(DAV). 블루 잎사귀 패턴의 타일은 윤현상재. 퍼플 계열의 유리 

볼은 선혁구디.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단 스와치는 패브릭길드. 컬러풀한 계량 스푼은 비블랭크. 블루와 퍼플의 컬러 칩은 퀸즈앤밀란 제

품으로 에디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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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 Color
다양하고 풍부한 종의 생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바닷속은 깊고 짙은 컬러가 주

를 이룬다. 해초와 미역처럼 야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청록색으로 평범한 공간에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더해보자.

옷걸이를 겹쳐놓은 형태의 코트랙은 이노메싸. 나무와 식물을 테마로 한 작품은 엘

스토어. 녹색 컵은 로쇼룸. 토끼 양초는 에이치픽스. 빈티지 영문 서적은 키스마이

하우스. 서랍이 있는 징크 테이블은 메종드실비. 커다란 돌 모양의 모듈형 스툴은 유

앤어스. 블루다이여 볼은 에르메스. 그린과 터키시 블루 색상의 베이스와 딥 그린 컬

러의 바 스툴은 이노메싸. 인더스트리얼 무드의 금속 의자와 별로 포인트를 준 쿠션

은 하우스라벨. 벽시계는 월스타일. 벽의 그린 컬러 페인트는 던에드워드의 ‘에메랄

드 풀(DE5699)’ 컬러로 나무와 사람들.

Under the Sea
까린에서는 유토피아를 테마로 블루 계열을 트렌드 컬러로 지목했다. 은은한 물빛과 심해의 어두운 바다색을 오가는 농도 깊은 블루 톤이 키워드.

마름모 패턴의 블루 원단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물빛이 은은하게 그러데이션된 타원형 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스테인리스 커틀러리는 이딸라 

제품으로 선우실업. 블루베리를 담은 볼, 돌의 질감과 유사한 마감의 접시와 컵, 후추통은 모두 호가나스 제품으로 무겐인터내셔널. 수채화처럼 붓

의 터치가 살아 있는 원형 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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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Dark
우주 탐험 이후에는 미지의 영역이자 미래 에너

지의 보고인 거대한 해저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

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까린의 예측이다. 와

일드한 자연은 오가닉 다크 컬러로 그려지며 늪

과 나무색과 함께 사용한다. 

폐목재를 활용한 벤치는 챕터원. 도형 패턴의 쿠

션은 라꼴렉뜨. 나뭇결 패턴의 블루 니트 쿠션은 

챕터원. 바닥의 카펫은 에르메스. 컬러풀한 나

뭇결 패턴의 트레이는 hL1991. 트레이 위의 스

트라이프 라테 머그는 하우스라벨. 호가나스의 

티포트는 무겐인터내셔널. 해초류처럼 어두운 

그린 색상의 부엉이 쿠션은 에이치픽스. 육각형

의 타일은 이립. 밀짚과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바스켓은 모두 챕터원. 팬톤 컬러 칩의 보틀은 

더 패브. 바이올렛 컬러의 리넨 쿠션과 쿠션을 

담은 픽셀 패턴의 울 바스켓은 챕터원. 벽의 페

인트는 던에드워드의 ‘블루 칩(DE5867)’, 딥 

리저부아(DE5874)로 나무와 사람들.

Earthy Sand
블루에서 퍼플로 이어지는 컬러군에 그레이와 샌드 컬러 등 뉴트럴한 색감을 배색하면 세련된 컬러 맵이 완성된다. 부드럽고 따뜻한 지구의 흙을 닮

은 샌드 컬러의 재발견.

스트라이프 패턴의 러그는 하우스라벨. 니트의 조직과 꼬임이 멋스러운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 디자인의 스툴은 유앤어스. 차콜 그레이 컬러의 펜

던트 조명은 이노메싸. 와플 조직의 리넨은 하우스라벨. 삼각형 패턴의 블루 쿠션은 짐블랑. 도형과 직선 패턴이 교차하면서 에스닉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 러그와 방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트 패드는 하우스라벨. 나무 몰딩이 멋스러운 이탈리아산 거울은 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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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e Grey
강렬한 컬러를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차분한 비둘기색이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미묘하게 청색을 띤 회색이 주인공. 한 컬러웨이 안에서는 니트와 뜨개, 

세라믹, 돌, 금속 등 다른 질감으로 변화를 줄 것.

니트 펜던트 조명은 짐블랑. 뜨개 디테일이 따스한 분위기를 전하는 스툴은 로셰보

보아. 니트 전구 조명은 짐블랑. 하이메 아욘 디자인의 그레이 화병은 웰즈. 표면의 

거친 질감이 멋스러운 큰 항아리는 라꼴렉뜨. 상대적으로 작은 볼은 하우스라벨. 철

제 선반장은 메종드실비. 나뭇결 무늬의 연회색 뻐꾸기 시계는 웰즈. 블랙 도그 포스

터는 아티쵸크. 녹색 티포트는 선혁구디. 선반의 화이트 캐서롤은 하우스라벨. 코퍼 

주전자는 TWL. 화이트 스토리지&베이스는 하우스라벨. 그레이시한 핑크, 그레이, 

블루 컬러의 볼은 메종드실비. 스트라이프 패턴의 밀크 저그와 마지막 선반의 스톤 

소재 캔들 스틱은 하우스라벨. 캔들 스틱 옆의 초는 메종 르베이지. 카펫은 간디아 블

라스코 제품으로 유앤어스. 벽의 페인트는 던에드워드의 ‘헤이즈 블루(DE6311)’ 컬

러로 나무와 사람들.

Color is Everywhere
주변을 둘러보면 컬러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도시 어디에든 존재한다. 트렌디한 컬러는 특수한 무엇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

리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컬러임을 잊지 말 것.

핑크 외관의 베이커리 겸 살롱 드 떼는 기욤. 오렌지 컬러의 스쿠터와 블루 헬멧은 베스파.

도움말 GLI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