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ORING BOOK
by tvN



COLORING BOOK

X

티비엔프렌즈와 함께 일상 속 즐거움을 색칠해보세요.

TV 속 즐거움이 일상 속으로!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내 손으로 채워보는
색다른 즐거움



티비엔프렌즈 ‘공식 즐거움 전도사’ 즐밍이. 

다른 프렌즈들의 즐거움을 위해 어떤 ‘도움’도 

망설이지 않는 즐밍이! 즐밍이와 함께면 누구든 

즐거워집니다. 다만, 열정 한도 초과로 

사건사고를 유발하기도…!

이불 속에 있었던 어제를 추억하며, 

‘이불 망토’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월밍이! 

우울한 성격에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망토 속 월밍이는 칼퇴를 위해 누구보다도 

빠릿빠릿 열일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로 가득 찬 화밍이! 

기분이 급격히 나빠지면 무서운 욕까지 퍼붓는 

다혈질 프렌즈. 사실, 이러한 불 같은 성격은.. 

자신감 부족 콤플렉스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왔다는 건 비밀!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수밍이! 

시사, 교양 등등 아는게 너~무 많아 우유부단한 

결정장애가 되었다는데…. 수첩에 빼곡히 적힌 

수밍의 정보력! 매일매일 필기하는 습관으로 늘 

정보 과잉이랍니다.

깨발랄한 성격의 운동 매니아! 어딜 가든 사랑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랑둥이 관종(?) 목밍이! 

너무 산만하다는 친구들의 불만이 있지만 오늘도 

그저 밝은 목밍이! 티비엔 프렌즈 중 

없어선 안 되는 분위기 메이커 랍니다.

소화는 누워서! 누워서 우걱우걱 먹는 걸 

좋아하는 금밍이. 느긋~한 성격의 금밍이는 

어딜가나 늘 여유롭게 누워있습니다. 

하지만.. 금밍이의 ‘눕먹방’ 시그니쳐 포즈는 

여유롭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왔다는 점!

여행을 사랑하는 프로 투어리스트 토밍이. 

세상 어디든 안 가본 곳 없다고 큰 소리 치는 

토밍이지만 사실 토밍이 말의 절반은 뻥! 

귀여운 허세가 가득하지만 모험심 넘치는 

토밍이는 언제나 씩씩합니다.

소심하고 조용한 일밍이! 오후가 넘어가면 

기분이 미친듯이 널을 뛰는 다중이가 됩니다. 

오락가락 기분이 극에 달하면! 반짝하는 섬광에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월밍이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전파하는 ‘즐밍’이와

월.화.수.목.금.토.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 일곱 프렌즈!

     브랜드 곳곳에 숨어있는

티비엔프렌즈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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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색칠해보세요!

NOROO PAINT는 우리의 일상을 색다르게 만들어 다채로운 추억이 

쌓여가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WE CREATE
COLORFUL LIFE

19-5420 Evergreen

15-1051 Golden Orange

16-1543 Fusion Coral

19-4021 Blueberry

15-1621 Candlelight Peach

18-4140 French Blue

16-1543 Fusion Coral

18-1763 High Risk Red

19-5420 Evergreen15-1051 Golden Orange 19-3540 Purple Magic19-4021 Blueberry



팬톤에서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컬러는 밝은 노란색의 일루미네이팅(Illuminating)과  

차분한 얼티밋 그레이(Ultimate Gray)입니다. 이 컬러 조합은 계속되는 불확실한 현

실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로 가득한 노란색과 바위처럼 

견고한 그레이의 조합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노루페인트의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팬톤페인트’는

전 세계 컬러 표준인 PANTONE 사와 76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루페인트의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국내 유일의 팬톤사 라이선스 공식페인트입니다. 2,600여 가지 세계 

표준의 팬톤 컬러를 구현해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하며, 페인트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

합니다. 2021 올해의 컬러인 ‘얼티밋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 역시 전국 팬톤페인

트 전문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컬러(Color of the year)

컬러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컬러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팬톤(PANTONE)은 매년 그해를 대표하는 컬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의 컬러는 가장 트렌디한 컬러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

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COLOR OF THE YEAR

17-5104 Ultimate Gray

13-0000 Moonbeam

13-0647 Illuminating

17-0115 Oil Green

15-3817 Lavender17-5104 Ultimate Gray13-0647 Illuminating

16-4728 Peacock Blue 14-2311 Prism Pink17-5104 Ultimate Gray13-0647 Illuminating



19-5420 Evergreen15-1051 Golden Orange 19-3540 Purple Magic19-4021 Blueberry









19-4241 Moroccan Blue19-3937 Ocean Cavern 19-0303 Jet Black15-1150 Dark Cheddar



12-1605 Crystal Pink13-4304 Ballad Blue 13-5306 Icy Morn11-4300 Marshmallow



18-1029 Toasted Coconut

11-0202 Baby’s Breath

15-1314 Cuban Sand

12-0404 Light Gray

14-0935 Jojoba18-1248 Rust 16-0213 Tea12-0404 Light Gray



14-1135 Salmon Buff

14-3710 Orchid Petal

13-0905 Birch

13-5306 Icy Morn

14-3710 Orchid Petal11-4300 Marshmallow 13-0905 Birch13-2005 Strawberry Cream



우리의 일상을 색다르게 만들어주는 컬러.

컬러에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COLOR PLAY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일루미네이팅(Illuminating)과

얼티밋 그레이(Ultimate Gray)는

불확실한 현실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니크한 공간을 추구하는 

취향과 잘 맞는 컬러로 

모던하고 시크한 공간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파스텔컬러는

어느 공간이든 밝고, 화사하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TREND
COLOR

URBAN
CHIC

NORDIC
JOY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자연과 가까운 컬러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고채도의 과감한 컬러는 

나만의 개성과 로망을 

자유롭게 표현해 줍니다.

NATURAL 
COZY

RETRO
MOD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