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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항만"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현대 경제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촉진하게 되면서 항구 주변의 

건설도 새롭게 정의되었다. 따라서 재생디자인을 통해 항만 주변의 건축물 이미지 건설에 대한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색채는 이미지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영도의 봉래동 주변지역의 폐공장 

건축물의 외벽을 색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생 후의 공장 건축물의 특징에 근거하여 건축물 색채기능과 상호 결합하

여 평가하였다. 기술측면에서는 KSCP 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색채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공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 기획을 

제시하여 시각적 측면에서 재생 후 폐공장 건물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로부터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효과를 이룬다. 

본 연구결과는 재생 후 항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산업성, 상업성의 특징에 부합되며 건축물 색채의 색상, 명도, 채도 

및 사용면적에 대한 변화를 통해 심미성을 제고하여 유도성과 안전성의 작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폐공장 건축물, 항만지역, 건축물 외부색채, KSCP, 봉래동

Abstract In South Korea, with the advancement of the ‘Port’ project, the regeneration industry adapted to 

the modern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leading to construction around the port was also 

redefined. Therefore, through regeneration, the problem of image construction of buildings around the port 

has been re-examined, in which color is an important content of image construction. In this study, the 

exterior walls of abandoned factory buildings in the port area of Bongnaedong, Pusan were selected as the 

color research object and evalu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enerated factory buildings 

combined with the building color function. Technically, KSCP color analysis system is used for color analysis. 

In this way, the color plan for the exterior walls of the factory buildings is proposed to visually enhance the 

image of abandoned factory buildings and attract more attention, thus driv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adapt to the region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enerated port space, the color hue, lightness, chroma and use area of the building 

can be changed to enhance the aesthetic value and enhance the inductivi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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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을 대

표하는 수출입 무역의 중요한 항만 중의 하나 이며, 동

시에 부산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새로운 신항

만의 개항이 많아져 북항의 물류선적 수가 크게 줄어들

었다. 이는 양 날의 칼과 비슷하여 북항의 화물대란으로 

산적했던 문제가 줄어들고 국가 정책에도 반가운 소식

일 수 있지만 북항 자체를 놓고 보면 북항의 가치와 기

능이 감소하고 있다. 또 최근 2년 간 COVID-19의 문

제를 이유로 북항지역에서 경제 등의 문제에 영향이 있

어 현재 북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북항의 어려

움으로 인한 여러 도시 전체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침체 

문제의 발생이 이 논문연구 진행의 이유이다. 북항재개

발을 통한 경제 번영을 기원하며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

인 북항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도시의 색채는 도시 이미지 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분

으로, 국가는 도시에서 각 지역의 색채 이미지 건설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과 문서를 많이 반포하였다. 부산시 

도시색채계획(2009)에서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변권, 내륙권 산지권 등 다양한 색상의 범위가 계획되

어 있다[1]. 부두의 항만 구역에 대한 건축적 색채에 대

해서 2017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

나 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을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구현하여야 하며, 이용자들

이 건축구조물과 시설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감성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요구하였다[2]. 

또한 공장건물은 근대 산업의 기초로서 재활용에 있

어서도 높은 가치를 거두고 있으며, 항만지역 공장의 재

활용도 오늘날의 상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항만의 풍

요롭고 특별한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적인 특색

을 나타낼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항만공장의 색채 이미

지를 적절히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3]. 폐공장 건축물 

색채에 대한 기획은 재생디자인의 중요한 일환이다. 부

산광역시 공장건축물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자료는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공장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색채 관리를 위하여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

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공장 건물

의 외벽 색상에 대하여 색채 범위 구분'에 주요 목적이 

있다[4]. 위의 모든 문서에서 색채가 환경에 대한 중요

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결합

하여 색채를 진행할 계획으로, 오래된 공장의 외벽이 파

손된[5], 단순한 색채 현황을 활성화하므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6], 또한 부산광

역시 경관 및 미관 계획에서 도시항만 외 이미지 구축에 

대한 수요에도 부합한다[7]. 

근대 산업의 재활용 요소가 많은  봉래동 지역은 항만

무역의 중요한 운송 연결고리로 현대문화의 건설이 진행

되면서 특화된 수변상권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봉래동 폐공장 건물의 재생디자인 범

위의 색채에 대해 다시 사고하는 동시에 현재 경제발전

을 위한 색채디자인의 합리성에 대해 연구 및 토론을 하

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은 아래 Fig. 1과 같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Fig. 1. The process of research

첫째, 한국 부두 항만 사업의 발전과 항만 지역 공장 

건축물의 색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정리하여 색채의 현 

상황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도출

한다. 둘째, 폐공장에 대한 재생디자인, 색채을 통해 2자 

간의 이론적 배경 및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하였다. 셋째, 본문의 연구 대상

지의 범위와 방법을 소개한다. 현지 고찰을 통하여 다양

한 대상자들의 취재를 통해 이 지역의 건축물 외벽색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을 알아보며 색채의 측정과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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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출한다. 넷째, 부산의 도시색채 계획에서 색채의 

사용 범위와 봉래동의 환경색 특징에 기초하여 이 지역

의 건축 외벽색과 색채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지역의 전반적인 상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다

섯째,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2. 이론의 고찰

2.1 폐공장 건축물 재생디자인의 중요성

넓은 측면에서 "재생"이란 상실되거나 곧 소실될 물

건에 대해 회복 혹은 재활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생디

자인은 오래된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보호, 개조, 복구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건축물의 재질, 색채, 

조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8].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재활용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친근감

과 기대감에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색

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있어 재생 디자인과 색

채계획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도시재생디자인

의 방향성 상실과 색채계획의 무질서로 이어지는 경우

도 적지 않다[9].

폐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생은 현재 공업시설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적인 현대화한 외관 특징에 대해 선택적

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요소를 추가

하는 것으로 폐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생디자인의 진정

한 의의를 보여줄 수 있다[10]. 폐공장 건물은 근대공업

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재활용 에서도 가치 있는 평가 

기준은 각각 역사성, 공간성과 소재성이다[11]. 부산 봉

래동에는  항만도시에 꼭 필요한 지역의 제품 · 거래용 

물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과 공업분야 공장이 많아 

개항 당시 항만의 번영과 특수성을 상징하는 역사성도 

갖고 있다.

2.2 봉래동 공장 건축물 색채에 대한 이해

2.2.1 봉래동 공장 건축물 외벽색의 중요성

건물의 외부 색채를 다자인하려면, 먼저 건물의 용도

를 파악하고 그 용도에 합리적인 색상을 이용해야 한다. 

동시에  건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

물의 색채 기능은 주로 8가지가 있는데 Fig. 2와 같다. 

이런 기능의 조화로운 배합을 고려하여야 만이 편안하

고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12].

Fig. 2. Color function of building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부 벽면이라고 하면 4개의 입면

과 1개의 지붕면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봉래동지역 공

장건물의 4개의 입면 중 항만을 향한 1개 입면의 색채를 

재계획한 것이다.  먼저, 건물 정면의 색상을 개선하면 항

만 근무자들의 시각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봉래

동 재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별로 사용하는 건물에 

따라 색채가 달라져야 한다.  봉래동 공장 건물 주변 도

로 노선이 L자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 도로는  봉래동

지역의 주요한 교통 중심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색채계획

의 특별성이 있어야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유도로 이용

되고 운전자들에게도 좋은 시각표지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색채의 기본 기능과 봉래동의 지역특성을 결합

하고 심미성, 지향성, 안전성을 평가기준으로 봉래동 공

장건물을 평가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정면의 

색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원인과 평가기준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ason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on

NO Select reason Evaluation standard

1 Eliminate visual fatigue Aesthetic

2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generation
Directivity

3 Security reminder Security

2.2.2 색채 관련 정책

본 논문의 연구 대상지는 항만 앞의 공장 및 창고 건물

들로 공업구의 특성과 상업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 2000

년대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의 지역색 조사

를 기반으로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역의 색

채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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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역 정책을 따라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의 

합리성을 보증할 수 있다. 지리적 환경에서 건축유형, 

항만 재생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3개 측면의 관련 정

책을 디자인의 이론적 기초로 하였으며 관련 정책은 이

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lor related policies

category Relevant policy

Geographical 

environment

The Busan urban color scheme can be 

divided into waterfront, inland, and 

mountainous areas. Among them, the 

waterfront area uses colors such as white, 

bright gray, blue, and green to create a 

clear image and harmonize with the coastal 

landscape[14].

Building 

type

As color indicators for factory buildings 

were added to the eight classifications of 

Busan landscape color indicators set in the 

Busan Urban Color Plan in 2015, factory 

buildings became an indispensable part of 

creating urban images throughout Busan[1].

Meanwhile, Busan City Hall submitted the 

"Busan Metropolitan City Factory Building 

Landscape Color Guidelines" in 2015 in its 

urban design policy, which improved the 

image of the factory building by creating 

color indicators for systematic color 

management of factory buildings.The 

specific color range is the same as Table 3.

Port 

redevelopment

Article 9 of the "Port Redevelopment and 

Marina Port Landscape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2017 states that if the color of the port is 

designed, it is harmonized by region 

consider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building[3].

Table 3. Factory Building Landscape Color

Factory Building Landscape Color(representative)

Range Recommended Color

2.3 폐공장 건축물의 색채 및 재생디자인 간의 관계 

시대의 자취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폐공장 건물들

은 그 자체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만 보면 단일적이고 노후된 이미지이다. 반면 폐공장 건

물 색채 재생디자인으로 외형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미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개선된 양호한 폐공장 건

물의 이미지는 주변 지역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재생

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로써 폐공장 건축

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가치의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13]. 지역성, 산업성, 상업성을 가지는 재생

된 건물으로 탈바꿈하게 한다. Fig. 3에서 볼 수 있다.

Fig. 3. A change in the nature of the building

3. 대상지의 색채를 조사 및 분석

3.1 조사 방법

본 논문은 설문조사법, 현장답사법과 KSCP (한국 표

준 디지털 색채 팔레트) 색채측정법을 적용하여 연구 대

상을 전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지의 지리

적 범위를 정한 뒤 산에 있는 기존 색채 지침에 따라 설

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색채를 수집

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 범위 내의 공장 건축물

을 개별 사진 촬영한 후 KSCP를 통해 색채 측량하여 부

산 영도 봉래동 상업지역 공장 건축외벽의 색채 디자인

의 합리성을 분석하였다.

3.2 연구 대상지의 범위

한국 해수부 (2020)가 제기한 '부산항 북항 통합 개

발 마스터 플랜'에서 영도 봉래를 근대 문화의 수변 상

업 발전 구역으로 선정하여 '과거의 흔적'을 보유한 기초

에서 재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재개발로 물양장과 창고

의 보존을 전재로 재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

었다.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도 도시 재생 

사업 연결과 미래 수요의 재개발에 근거해서 인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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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중 수변 주변에 있는 공장건물은 보호 산업유

산의 일부로 속한다. 공장 건축물은 근·현대 산업유산의 

노후적(역사경관, 창고입면 등) 재생(기능 재편 등) 및 

청년문화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상지는 부산 봉래동 봉래나루로

의 주변 재생 공장 건축물로 선정되었으며, 재생디자인 

중의 색채에 대해 분석하고 개조하였다. 선정 거리의 범

위는 아래 Table 4의 적색 점선 표시에 나타나 있다. 현

장 조사 결과 봉래나루로 주변의 공장 건축물 수는 현재 

공장 상업 상황에 따라 ①-⑯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공장건물들은 형태와 용도도 서로 다르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목재 포장이 있는가 하면 항만과 

관련된 어구업종과 선박 수리 전문점도 있고 현대 식사

의 특색을 살린 카페도 있다. 이런 건축물들의 각 기능

에서 봉래동의 다원화한 추세를 엿볼 수 있으며 청년커

피숍 등 space-up 공간의 재생을 통해 봉래동의 청년

층화 한 발전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변화들로 봉래

동 지역의 경제발전 방향을 알 수 있고 이곳이 항만무역 

중의 중요한 교통요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가는 근대

문화관광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낡고 획일적

인색채로는 봉래동 지역의 문화재생사업의 발전을 만족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맞춤형 색채 재계획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색채 수집과 분석도 위 

16개 건축물의 표기 순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Table 4. Selection of object

Study Site

Study of Factory Building

3.3 색채 평가방법

재생건축에 대한 색채평가는 획일적이고 대중적인 색

채평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색채

평가는 반드시 현재의 건축물의 사용기능과 결합되어야 

한다. 앞선 연구대상지 배경소개에서 제시된 지역성 (항

만지역이면서 근대문화성이 있다), 공업성(해상공업수송 

중요한 지역)과 상업성(재생후에 봉래지역 공장건물로서

의 새로운 속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건축색

채의 심미성, 지향성과 안전성 3가지 기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색채평가방법을 이용한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시스템의 

결합하여 더  효과적으로  색깔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Table 5. Method of color evaluation

Building features of 

Bongnaedong after 

regeneration

Relevance with the 

color of the object

Color function of 

building

3.4 설문 조사

3.4.1 설문 조사 내용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에서는 

항만의 재건설에 대하여 부두 항만 구역을 사용자(거주

자, 항만종사자, 마리나 이용자, 관광객 등을 말한다)가 

사용하는 느낌을 고려해 그들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

낄 수 있는 디자인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Table 6에 표시된 것처럼 거주자, 항만종사자, 

마리나 이용자, 관광객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을 조사 대상

으로 하였다. 총 200명을 조사했고 나이는 20~78세였

다. 또 설문지 작성을 과정 중 무작위로 인터뷰 진행해 

196건, 98%의 유효도를 기록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높았다. 이 지역의 외벽

색 현황에 비추어 사람들이 만족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설문지내 문제의 설정은 앞

에 총결한 이 지역 건축 색채의 3개 기본 평가 표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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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 지향성, 안전성에 근거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제 

설정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것은 Table 7와 같다.

Table 6. Demographic situation

Category

Quantity of 

questionnaires 

issued

Valid 

questionnaires

Resident 50 50

Port worker 50 49

Marina user 50 49

Tourist 50 48

sum 200 196

Table 7. Questionnaire Contents

Category Contents

Aesthetic

1-1.The integration of color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1-2.The vividness of color

1-3.Lack of Port Features

1-4.The exterior wall is badly damaged due to 

inadequate color management

1-5.Complex Colors

1-6.The visual effect of different colors day 

and night

1-7.Use color to convey the history of the 

building

Inductivity

2-1.Irrationality of color plan

2-2.Guiding role

2-3.Factory building exterior wall color is single 

without distinction

2-4.There is no difference in building function

2-5.There is no obvious difference in color 

between building advertisements

2-6.Incorrect indication message

2-7.Colour has the effect that divides a space

Security

3-1.Lack of warning color

3-2.The exterior walls are dark at night

3-3.The lack of lighting

3-4.Easy to produce visual fatigue

3-5.The dark atmosphere of the night

3-6.Contamination of materials

3.4.2 설문 조사 결과

이 4가지 분류의 피조사인들의 설문조사결과를 각각 

통계하여 최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절반을 

넘는 선택을 종합하였다. 종합결과 Table 8와 같고 조

사결과의 고찰도는 Table 9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거주자와 항만 종사자는 건축의 색채가 주위의 

환경과 결합에 더 중시하고 벽면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는 비교적 나쁘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의 발생과 이들이 

장기적으로 봉래 근처에 생활한 것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건물의 외관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관광객은 공장 건물은 색채가 단일하고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처음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시각 혼동을 빚었다. 

시각적인 지향성이 약하다. 하지만 마리나 이용자는 

Table 7 중의 모든 설문 내용에 대해 불만족도를 표출

하였다. 이는 그들은 장기적으로 항만시설 사용, 작업 

또는 항만에서 생활한 것과 큰 관계 가 있다. 조사결과

를 보면 경고성 색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69% 였다. 그 이유는 항만지역으로 인파가 적고 연구 

대상지의 범위에서 큰L자형 코너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야간에 사람들이 걷거나 기사가 운전할 때 어두운 벽

면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인

식되지 못했다. 그중에서 유도성 방면이 강화되어야 한

다는 것이 86%로 높았다. 심미성 방면은 첫째,  1-1, 둘

째, 1-2 였으며, 그리고 셋째, 1-4이다. 안전성방면은 

3-1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

다. 이 결과에 의해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우선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Table 8.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NO Questionnaire Contents

2-3

Factory building exterior wall color is single without 

distinction

statistical

Resident 39
Port 

worker
37

Marina user 47 Tourist 46

Composite percentage 86%

NO Questionnaire Contents

1-1

The integration of color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statistical

Resident 45
Port 

worker
40

Marina user 38 Tourist 32

Composite percentage 79%

NO Questionnaire Contents

1-3

Lack of Port Features

statistical

Resident 36
Port 

worker
39

Marina user 42 Tourist 26

Composite percentage 73%

NO Questionnaire Contents

3-1

Lack of warning color

statistical

Resident 32
Port 

worker
35

Marina user 40 Tourist 28

Composite percentage 69%

NO Questionnaire Contents

1-4

The exterior wall is badly damaged due to inadequate 

color management

statistical

Resident 30
Port 

worker
40

Marina user 43 Tourist 22

Composite percentag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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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lection of object

NO Image

2-3

1-1

1-3

3-1

1-4

3.5 공장 건축물 외벽채 현황

우선 봉래항만 주변 공장 건축물 외벽 사진을 채취하

여 한국색채표준 디지털 팔레트에서 외벽면의 주요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분포를 표시한다. 이 중 한국 색채

표준 디지털 팔레트는「2008년도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한 ‘국가색채표준이행확산’ 사업으로 

개발된 디지털 팔레트이다. 2008년에 확인된 한국산업

표준(KS A 0062색의 3 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을 기본

으로 한국표준색표집을 디지털화 하여 디자이너 및 일

반인들이 한국 표준색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본 논문은 색채표시방법이 한국의 표

준 색채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건축의 주요 색채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모자이크 형태로 표

시했다. 다음에  ①-⑯ 건축의 주요색, 보조색, 강조색을 

추출한다. 이에 따라서 더 직관적으로 봉래동 공장 건물

의 색채 현황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Table 10과 같

이 작업량은 많지만 세심하게 적용해야 더 효율적인 색

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Table 10. Present situation of exterior wall color of 

factory buildings around Bongnaedong port

①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1.25Y 7/4 KS3.75PB 7/2 KS 5PB 9/1

- - -

②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10B 8/1 KS 2.5PB 5/8 KS 2.5PB 7/2

밝은 청회색 밝은 파랑 밝은 회청색

③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1 KS 5PB 2/10 KS N 9

노란 하양 남색 -

④

주요색 보조색 강조색

KS N 9 KS 5Y 8/2 KS 5PB 4/10

- 회황색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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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8/2 KS N 9 KS 5PB 9/1

회황색 - 파란 하양

⑥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1 KS 2.5PB 5/8 KS 2.5PB 7/2

노란 하양 밝은 파랑 밝은 회청색

⑦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PB 9/1 KS 5PB 3/10 KS1.25YR 4/4

파란 하양 파랑 -

⑧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2.5Y 9/2 KS N 7 KS7.5PB 3/6

흰 노랑 밝은 회색 흐린 남색

⑨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2 KS N 8 KS 5PB 3/10

흰 노랑 - 파랑

⑩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2 KS 5PB 7/2 KS 5PB 2/8

흰 노랑 밝은 회청색 남색

⑪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N 9 KS 10R 8/1 KS 10R 3/2

- 분홍빛 회색 어두운 회갈색

⑫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2 KS 5B 4/4 KS 5PB 3/8

흰 노랑 흐린 청록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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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10Y 9/1 KS 5PB 4/10 KS 5P 5/8

노랑 하양 파랑 밝은 보라

⑭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9/1 KS 5PB 4/8 KS 5PB 8/2

노랑 하양 파랑 밝은 회청색

⑮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8/1 KS 5Y 9/1 KS 5PB 5/10

황회색 노란 하양 밝은 파랑

⑯

Main color Dominant Color Accent color

KS 5Y 8/1 - KS 5B 5/4

황회색 - 탁한 파랑

-

이 표시된 공장 ①-⑯에 대한 색채 조사를 통하여 전체 

공장 건축물의 외관 파손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며 이로 

인한 외관 페인트의 탈색이 심하며 색채성향이 뚜렷하

지 않으므로 색채 평가를 진행하는 데 일정한 난이도가 

있다. 건축물의 주요 색상은 기본적으로 Y시리즈에 집중

하며, 보조색과 강조색은 거의 PB시리즈에 집중되어 있어 

컬러링에서 보완색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보조색은 두 

가지 색채를 띠는데, 하나는 1，4，10，11，15과 같이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회색 경향이며 또 하나는 2，

3，6，7，12，13，14와 같이 명도가 비교적 낮고 채

도가 비교적 높은 남색 경향이다. 또 무채색 5, 8, 9 중 

3의 외벽은 보조색이 없으며 광고판의 남색은 PB시리

즈의 주요색이며 이의 보조색은 거의 건축물 하단부나 

지붕에만 사용한다. 강조색 중은 대부분 PB시리즈에 집

중되어 있지만 저명도, 고채도의 블루그린이 많으며 R, 

YR시리즈에 차지한 11, 7도 있다. 그러나 이 중 4, 5, 

8, 9, 10, 13 건축물은 외관상에 본 경우 광고판만 강조

색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외관색, 주요

색, 보조색, 강조색에 뚜렷한 색채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1, 2, 6, 10, 14의 보조색과 강조색은 모두 PB 계

열 색상이다. 단 전체적으로 본 경우 8, 9, 10의 색채성

향, 6, 14의 색채성향도 일치한다. 건축물들은 Y시리즈

의 주색을 띠면서 보조색과 강조색은 색 면적이 적고 색

채 면적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으며 외관상 차이가 거

의 없으므로 항만 건축물의 시각적 형상을 만드는 데 불

리하다. 그리고 ⑯에서 건물은 골목 모퉁이에 위치하고  

단일한 색채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밤에 

더욱 어두워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컸다.

3.6 색채 분석 결과

Table 11와 같이 색채 분석 결과 주요색, 보조색, 강

조색은 모두 Y, PB에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이 중 주요색인 Y시리즈의 색상은 1.25Y-10Y, 

밝기는 7-9, 채도는 1-4로 고명도, 채도는 낮은 편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시리즈에서 보조색은 

2.5PB-5PB, 밝기 2-7, 채도 2-10으로 밝기와 채도 범

위가 넓은 것을 보일 수 있다. 강조색도 PB시리즈에서 

2.5PB-7.5PB, 밝기 2-10, 채도 2-10으로 밝기와 채도 

범위가 지나치게 큰 편에 속한다. 이 분석 결과는 앞서 

조사한 설문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우선 16개 

공장 건축물 중 14개 건축물의 주요 색상이 Y시리즈에 

속하며 보조색과 강조색이 모두 PB시리즈로 동일해 외

벽 전체 색상이 단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역사적 색채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현대 건축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고  획일적인 벽면 색상으로 관람객의 시

각적 감각에 불리하고 시각적 지향역할도 못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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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 색상이 단일색 이므로 반대편 항만의 풍

부한 색상과 대조적이며 주변 환경색을 고려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벽면의 파손이 심하므로 많은 벽면의 색

채가 흐려져 미관성을 감소시킨다. 

이 부분은 건축물의 벽면 심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더 많은 관광객을 이끌

지 못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벽면의 

보조색, 강조색 결핍 및 무리한 이용으로 사람들에게 시

각적 피로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건물 전체적인 어두운 

색조와 경고성 색상의 결핍으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Table 11. Hue distribution of exterior walls of 

factory buildings

Hue distribution of Main colors

Y
①③⑤⑥⑧⑨⑩ 

⑫⑬⑭⑮⑯

B ②

PB ⑦

N ④⑪

Hue distribution of Dominant colors

PB ①②③⑥⑦⑩⑬⑭

B ⑫

Y ④⑮

R ⑪

N ⑤⑧⑨

Hue distribution of Accent color

PB ①②④⑤⑥⑧⑨⑩⑫⑭⑮

B ⑯

YR ⑦

R ⑪

P ⑬

N ③

4. 색채 계획

설문 조사 결과는 및 봉래동 공장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색채 계획제안을 해야 더욱 맞춤형 

디자인을 할 수 있고, 평가 방법을 결합하며 색채 계획

은 봉래동 건축물 재생발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색채계획은 Table 12과 같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지는 건물 외형의 정면이다. 본 

논문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항만를 향하는 벽면은 재

생 설계가 가장 필요하다.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재개발과 디자인에 대해서 부두구

역의 색을 주변 환경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구역

마다 배색방안을 조화시켜야한다. 

Table 12. Color plans and proposals

Problem spot Proposal

Aesthetic

The color of the 

wall does not 

combine with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Extract the color of the 

harbor environment and 

the apartment

It does no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ort.

Extract the ship's 

distinctive colors from 

the harbor 

The exterior wall 

color is badly 

maintained and 

badly damaged.

Can choose a few 

protective pigments to 

extend the use time of 

metope colour.

Inductivity

The exterior wall 

color is single, 

without distinction.

The color between the 

two buildings is 

suggested to choose 

complementary colors 

to distinguish

Security
Lack of warning 

color

Complementary colours 

of the main colours 

should be painted 

between the two 

buildings with driving 

lanes and on the walls 

of the turrets.

첫째, 색채에 기초한 심미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색

채가 주변 환경과 분리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야 하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결합해 항만지역의 색채

를 고려해야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변 아파트나 항구

의 배와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를 결합해 

재생된 건물의 지역성과 공업성을 살렸다. 또한 지속가

능한 발전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건축물 벽면의 파손

이 심각하다는 불만을 고려하여 앞으로 건설할 때 내구성

이 높고 친환경적인 표면자재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색채에 기초한 지향성향성을 위해서 각각의 

건축물은 지역성에 기반하고, 상업적 수요에 따라 건축물

의 내부 사용기능이 풍부해져서 그 나름의 사용특징의 

다양성을 살려야 한다. 다양성을 위해서는 색채상 일방

적으로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항만건축물의 기능

이 다양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항만을 찾게 되었다.

방문객들에게는 건축물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지역

의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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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건축물 간 상호보색 이나 다른 색상을 사

용하여 건축에 대한 인식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셋째, 색채에 기초한 안전성이다. 항만의 재생사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공업적 운송항구로 하

루에도 많은 수송차량과 통행인이 지나다닌다. 하지만 

외벽의 단일한 색채는 통행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

하기 쉽기 때문에 색상의 채도와 명도를 강조해 통행자

의 주의를 높이고 통행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재활용'은 근대산업유산 발전에 있어서 현재 세계적

으로 중요한 키워드이다. '도심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주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지역 정체성을 강

화하는 방향은 재활용이 중점이 되었다. 근대 산업유산

의 합리적인 재활용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근대와 현

대의 단절을 메울 수 있어 주변 지역 발전에 개선을 제

공하는 계기가 된다. 이외, 건축물의 이미지는 주로 건

축물의 색채, 재질, 그 스타일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 대

상으로 그에 색상이 끼치는 불합리한 영향을 변화시키며

 연구 대상지를 '재생'시킬 수 있다.이 중 건축물의 색채

는 가장 시각적이며, 충격적이고 표현적이며, 조형적이

고 역동적인 요소 중 하나, 색채를 합리적으로 활용한 

경우 사람을 연상으로 끌어들여 보다 고차원적인 미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색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 개선계획을 제시한 

건축재생으로 지역의 새로운 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문헌자료와 현지 조사에 근거한 결

과, 색채의 주요 8대 기능에서 폐 공장 건물의 재생디자

인에서 구현해야 할것은 심리성, 지향성, 안전성 이 3가

지 색채원칙을 적용해야한다. 대상 지역의 폐공장 건물 

재생디자인 분석으로 지역성, 공업성, 상업성 등 3가지 

원칙을 도출해냈다. 둘째, 심리성, 지향성 안전성이라는 

3가지 색채원칙에 대해 20개의 문제의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외벽색이 단일하게 구분되지 않다', '색채가 지

리적 환경과 조화로워야 한다', '항구의 특색이 부족하다

', '경고성 색채가 부족하다',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어 

유지보수가 부족하다'는 5가지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

소가 도출되었다. 셋째, 봉래동 중 16개 폐공장의 건축

색채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주요색은 Y에, 보조색과 

강조색은 PB에 각각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색채가 단

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실제 연구한 사진에서도 

폐공장 건축의 색채에 대한 문제점이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색채의 심리성, 

지향성, 안전성이라는 3대 원칙 및 재생사업의 발전수요

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조사 분석결과에 대해 '항구의 

주변 아파트, 배 등의 환경색 추출', '건물의 벽면에는 내

구성 재료 사용', '건물 간에는 색상 또는 명도 차이가 큰 

색 사용', '특수한 위치의 건축물은 높은 채도를 높이고 

고명도의 색상은 강조색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개선계

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재생사업의 발전과정에서 건축색채는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중시되길 바란다. 본 논문

은 봉래동이라는 항구 인근의 폐공장 건물 외벽의 색채

를 예로 들며 일정 기간 내의 사진촬영으로 향후 연구에

서는 날씨, 시간대, 거리 측정 등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서 색채효과를 고려해야 할것이다. 이 글에서 같은 발전 

특징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연구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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