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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d Concrete Works® 캠페인은 베이페록스 안료를 적용해 색을
입은 컬러 콘크리트의 심미적 가치와 무궁무진한 디자인 가능성을
전세계 건축 전문가들에게 알리고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랑세스의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콘크리트는 손쉽게 형상을 만들 수 있고
가공이 용이하면서도 자유로운 디자인 표현이 가능한 다재 다능한
소재이자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소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도시화 및 경제 발전의 가속화로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도시 미관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콘크리트는 천편일률적인 무채색을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 무기안료를 배합해 색을 입힌 컬러 콘크리트가
등장하면서 콘크리트는 다시 도시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건축
자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컬러 콘크리트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본연의 독특한 외관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Colored Concrete Works® 캠페인을 통해 창의적인
소재로 진화하고 있는 컬러 콘크리트의 심미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건축가들이 디자인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축소재로서 컬러 콘크리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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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랑세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컬러 콘크리트를 적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실현한 세계적인 건축물 사례들을 발굴해
전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만 포스터
(Norman Foster) 경의 대표작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르스타
(Årsta) 철교, 뮌헨 출신 건축가 프리츠 아우어(Fritz Auer)가
칠레 사막에 건축한 ESO호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커시티 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과 다음카카오 본사 사옥 스페이스닷원(Space.1)이 글로벌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사례로

소개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과
다음카카오 스페이스닷원(Sp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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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TH COLORED CONCRETE WORKS FORUM IN SEOUL

COLORED
CONCRETE
WORKS
FORUM & AWARD
®

COLORED CONCRETE WORKS FORUM
최근 건축물 및 인프라스트럭처 설계에 다양한 색채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축에서 색의 역할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메가 트렌드의 영향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색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건축가 및 건설사 등 건축 전문가
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OLORED CONCRETE WORKS AWARD
Colored Concrete Works® 캠페인은 컬러 콘크리트를 사용해 건축물에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실현한 건축가에 어워드를
수여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워드가 제정된 첫 해였던 지난 2012년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작품인
스페인 소재 ‘정의의 도시(Ciutat de la Justícia)’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5년 2회 수상작은 일본 건축가인 아키히사
히라타(Akihisa Hirata)의 도쿄 소재 알프 아파트 단지(Alp apartment complex)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사례 중 하나인 조민석
건축가의 다음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은 2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랑세스는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색을 입는 콘크리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적용
되는 베이페록스 안료의 혜택과 다양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색조의 무기안료를 적용해 독창적
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실현한 다양한 건축물 사례들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 1회 수상작_정의의 도시(Ciutat de la Justí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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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수상작_알프 아파트(Alp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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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QUALITY AND
SUSTAINABILITY

BAYFERROX® & COLORTHERM®
PRODUCTS

분말형 안료 (Powder Pigments)
다양한 건축 소재에 색을 입히는데 사용됩니다. 안료의 물성상
물과 산에도 녹지 않으며 시멘트, 석회, 알칼리에 대한 내구
성이 강하고 다양한 기후 및 빛의 노출에도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

안료 (Micronized Pigments)
미세분말형 안료는 특히 페인트와 코팅업계에서 요구
하는 특수요건을 충족시키는 안료입니다. 안료 덩어리를
미분화 및 분쇄 과정을 통해 아주 작게 만들어 분산성이
뛰어납니다.
■ 미세분말형

안료 (Compact Grades)
베이페록스 컴팩트 타입은 먼지가 거의 없고 자유 유동성이
우수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콘크리트 적용 분야에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되며 품질 대비 경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비산 문제가 없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
합니다.
■ 컴팩트형

안료 (Granule Grades)
베이페록스 G-타입 안료는 특별 가공을 통해 알갱이 형태로
제조된 것입니다. 사일로형 저장고나 종이백, 벌크백 등에서
쉽게 반출이 가능하며 먼지가 없어 깨끗하게 저장 및 계량
할 수 있습니다.
■ 그래뉼형

뛰어난 제품력과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술 전문성,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 - 랑세스 베이페록스(Bayferrox®) 및 컬러덤
(Colortherm®) 안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랑세스 베이페록스 및 컬러덤 안료는 컬러
콘크리트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아 건축물에 영원한 색의 생명을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1926년 독일에서 처음 무기안료를 생산한 이래 오늘날
세계 최대 무기안료 공급자로서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와 강한 햇빛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도 색이 변하지
않아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어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여 시공 후는 물론, 작업
시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서 심미적 가치와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성의 삼박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건축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무기안료인 산화철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입니다. 산화철은 아주 오랜 전부터 안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프랑스 라스코 동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등지에서 발견된
약 3만 년 전의 동굴 암벽화에 사용된 것도 바로 산화철입니다. 실제 녹
에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산화철이 혼합되어 있지만 랑세스 라우스
(LAUX) 공정을 통해 황색, 적색, 갈색, 흑색 등의 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안료로 생산됩니다.

랑세스 무기안료는 적색, 황색, 녹색, 갈색 및 흑색을 바탕으로
1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뛰어난 색채
안정성, 탁월한 내광성, 내후성 및 내화학성이 특징입니다. 또한,
분말형, 미세분말형, 그래뉼 및 콤팩트 타입으로 제공되어 적용
분야에 맞춰 손쉽게 배합, 가공될 수 있습니다.

안료 (Liquid Pigments)
랑세스 베이페록스 350 FL은 액상형의 흑색 산화철 무기
안료로 주로 콘크리트 제품에 색을 입힐 때 사용됩니다.
내후성, 내광성 등의 기본적인 특성에 더해 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깨끗하게 계량, 가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입니다.
■ 액상형

랑세스의 고품질 무기안료는 컬러 콘크리트 뿐만 아니라 지붕,
외벽 및 도로 등의 건축 소재는 물론, 스포츠 시설의 인공잔디,
강화마루, 플라스틱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널리 사용되어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랑세스의 산화철 안료는 베이페록스 브랜드로, 산화크롬은 컬러덤
브랜드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랑세스의 모든 안료는 고유의
착색력과 다양한 외부 환경에 오랫 동안 노출되어도 일관되게 색조가
유지되는 뛰어난 내후성과 내광성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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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
GLOBAL COMPETENCE

SUSTAINABILITYA MATTER OF PRINCIPLE
랑세스는 제품 및 제조 공정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항상 자원을 보존
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되며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
합니다.
랑세스는 까다로운 친환경 생산 공정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포르토 펠리즈 공장은 사탕수수 연료로
가동되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100% 탄소 중립적 생산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크레펠트 공장은 공정용수 침전을 통해
얻은 산화복합물을 고품질 흑색 안료로 사용하면서 폐기물은
크게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는 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제된 물은 라인강으로 흘려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중국 진산 공장은 중국 최초의 최첨단 폐수처리 시설을 갖춰
중국의 현행 폐수 처리 기준 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며 황색 안료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흑색 안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중국 닝보 공장 역시 최신 환경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서 수처리, 폐가스 처리, 저감형 에너지 소비 등
산화철 제조 시 필요한 공정들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랑세스 무기안료 제품이 가진 ‘고품질’의 근원은 일관된 제품력과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을 모든 제품의 생산
공정에 적용시키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랑세스는 단순히 안료만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안료를 사용
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공급자로서, 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역량센터
(Global Competence Cente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랑세스의 모든 시설은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가장 최신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HSEQ(Health, Safety,
Environmental and Quality) 정책을 따르며 모든 생산설비는 DIN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특히, 랑세스의 브라질 포르토 펠리즈와 독일의 크레펠트-위어딩겐
공장은 안료 생산업체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인증인
SCS(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SCS와 LEED는
건축물 전체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증하는
세계적 친환경 인증 시스템입니다.
랑세스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환경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이상의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혁신을 이루며 제조
공정을 최적화시켜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역량센터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안료 선택에서부터
배합, 계량 등에 이르는 기술적 지원은 물론, 건축 건설, 페인트,
코팅, 플라스틱 및 종이류, 특수용도 안료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 및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무기안료의 새로운 적용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R&D에
지속 투자하며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센터는
연구, 생산, 마케팅팀과 긴밀히 협력하며 컨셉 개발에서부터 시장
성숙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센터는 랑세스만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고, 나아가 전세계 고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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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XESS &
WOOSHIN PIGMENTS
랑세스(LANXESS)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둔 랑세스는 특수화학제품 제조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플라스틱, 고무, 중간체 및 특수 화학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29개국에서
52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며 2013년 기준 매출은 83억 유로
(한화 약12조 2천 2백 억원), 임직원은 16,700여 명입니다.
랑세스는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및 FTSE4Good 지수의 회원사
로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신피그먼트
1977년 설립된 우신피그먼트는 랑세스 안료 비즈니스의 한국
파트너로서 베이페록스 안료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
하고 있습니다. 랑세스로부터 베이페록스 원재료와 기술지원을
받아 고품질의 안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당진연구소 및 국내
공장을 통해 GEOLOR®, AQUALOR® 등의 자체 브랜드 제품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신피그먼트는 무기안료, 유기안료,
유무기 복합안료(Hybrid) 및 수성 액상안료, 유성 액상안료, 수유
겸용 액상안료 등에 주력하며 ISO 9001품질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로 우수한 안료를 개발해
국내 무기안료 시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컬러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통해 국내
건축 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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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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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스페이스닷원
위치 : 대한민국, 제주
건축사무소 : 매스스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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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utat de la Justícia
Barcelona, Spain
David Chipperﬁeld Architects & B720 Arquitectos
2012년 Colored Concrete Works Award 수상작

Alp apartment complex
Tokyo, Japan
Akihisa Hirata
2015년 Colored Concrete Works Award 수상작

New Årsta Bridge
Stockholm, Sweden
Norman Foster + Partners

Eurobruggen
Spijkenisse, Netherlands
Robin Stam

Casa das Histórias Paula Rego
Cascais, Portugal
Eduardo Souto de Moura

Praça das Artes
São Paulo, Brazil
Brasil Arquitetura

Bodega Antión
La Rioja, Spain
Jesús Marino PASCUAL

Plaza de la Libertad
Medellín, Colombia
Alejandro Toro Posada

Soccer City Stadium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Boogertman Urban Edge + Partners in partnership with Populous

Muzeum Lotnictwa Polskiego
Krakow, Poland
Pysall Ruge Architekten with Bartlomiej Kisielewski

Middelburg Town Hall
Middelburg, Netherlands
Rau, Amsterdam

Mayrhofen Ahornbahn
Tyrol, Austria
M9 Architekten Senfter + Lanzinger, Innsbruck

ESO Hotel
Cerro Paranal, Chile
Auer+Weber+Architekten

수자원 공사
경기 파주

정원 위의 학당
경기 의왕 백운호수

명필름 신사옥
경기 파주 제 2출판 단지

리움미술관
서울 한남

칠삼이일 디자인
경기 파주 출판 단지

개인주택 I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

개인주택 II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

학사재(한복연구원)
인천 강화도

교문사
경기 파주 출판단지

랑세스코리아 무기안료 사업부
서울 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삼성 보라매 옴니타워 9층
전화: (02) 6715 5170
www.lanxess.kr
COLORED CONCRETE WORKS® 캠페인 및 베이페록스 제품 정보

WWW.BAYFERROX.COM
WWW.COLORED-CONCRETE-WORKS.COM

우신피그먼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B/D 908 호
전화: (02) 785 7876
www.wspigm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