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톤 컬러, 그 자유로움으로
멋진 생활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pantonepaint.co.kr
소비자문화센터 : 080 - 944 - 7777(수신자 부담)

프리미엄

팬톤페인트

Color Style 2015

AT2 -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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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Color Style 2015

색,
그 이상의 가치
팬톤페인트는 전 세계 컬러 표준인 팬톤사와 70년간 쌓아온 노루페인트의 기술력을 집약하여 탄생한 국내 유일의 공식 페인트입니다.

2,100여 가지의 세계 표준 팬톤 컬러 선택이 가능하며, 다채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팬톤 컬러를 통해 페인트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고객만의 소중한 공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01_ 국가에서 인증 받은 ‘친환경’ 페인트
팬톤페인트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브랜드로서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으며, 곰팡이 및 유해균을 차단하는 항균제가
함유되어 더욱 안심하고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을 지니
고 있어 최고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02_ 전 세계 컬러전문가들의 컬러 표준을 구현
세계 컬러 표준인 팬톤 컬러로 만들어진 팬톤페인트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컬러가 있습니
다. 미국 팬톤 사의 Color Matching Solution 및 색상 측정 소프트웨어를 국내 독점으로 공
급받아 정확하고 일관된 팬톤 컬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컬러, 인테리어 분야
의 전문가들과 색채 트렌드를 분석해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_ 최고급 원료로 만든 프리미엄 페인트
100% Pure 아크릭으로 구성되어 있어 페인트 튐 현상이 적고, 힘들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발립니다. 특히 친환경 고급원료 사용과 최적의 포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바르지 않아도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팬톤의 아름다운 컬러가 오래 지속됩니다. 팬톤페인트는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쉽고 완벽하게 페인팅할 수 있
는 최고의 프리미엄 페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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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Products

Color Style 2015

Products info
사용가능면적 : 5~7 ㎡/ℓ, 2회 기준(표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조시간 : 1회 30~40분, 재칠 1~ 2시간(20℃ 기준)
희석률 : 물 5~10% 희석(원액 그대로 사용 가능)

작업도구 : 붓, 롤러, 스프레이

도구청소 :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여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주의사항 : 사용전 믹서나 막대로 충분히 저어서 사용, 기본 2회 도포(1회칠 건조 후 재칠)

Products Line

PANTONE Interior Paint : 실내벽면, 벽지전용

•벽지, 벽면(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등), 천정, 베란다 등 모든 실내공간에 최적화된 실내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냄새가 전혀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들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방지 및 항균 효과가 있어 실내용으로 우수합니다.
•롤러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깨끗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광택 :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 포장단위 : 1L용, 4L용

PANTONE Multi paint : 방문, 가구 리폼용

•방문, 가구, 목재, 철재 등 다양한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리폼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부착성이 우수하여 기존 유성 에나멜, 락카 등의 다양한 소지에도 페인팅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냄새가 전혀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들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러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깨끗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광택 :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 포장단위 : 300ml, 1L용, 4L용

대한민국 유일의 팬톤사
공식 페인트
팬톤만의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프리미엄 페인트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팬톤페인트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최고급 페인트에 걸맞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최고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냄새가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곰팡이 방지 기능으
로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 100% 아크릭 에멀젼 페인트로서 2,100여 가지 팬톤 컬러 구현!
•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APEO FREE,

COLOR
고품격 컬러

환경호르몬
FREE

APEO
FREE

독성물질 ETHYLEMNE GLYCOL FREE,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페인트!

• 곰팡이 방지 및 항균기능!
항균

이지 크리닝

편리한
작업성

• 물걸레 세척이 가능한 이지 크리닝!
• 끈적거림 없고 깨끗한 연출 가능, 우수한 은폐성과 편리한 작업성!

PANTONE Exterior Paint : 실외용

•실외 콘크리트 벽, 철문, 창문, 펜스 등 외부공간에 최적화된 실외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치밀한 도막형성으로 오랜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없으며 외관이 깨끗하게 오래토록 유지됩니다.
•2,100여 가지의 아름다운 팬톤 컬러를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끈적임이 없고 은폐력, 부착성이 우수한 프리미엄 페인트입니다.
광택 : 무광(Flat), 에그쉘(Eggshell) / 포장단위 : 1L용, 4L용

5

6

Color Style 2015

PANTONE만의 5가지
Color Style!

‘색’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는 팬톤페인트, 5가지 컬러 스타일로 생활을 창조합니다!

#1_ Basic Classic

Cozy한 느낌의 스타일링

#2_ Retro Modern
나만의 복고풍 디자인

#3_ Urban Chic
도시적 감성의 발견

#4_ Natural Ethnic
이국적인 자연에서의 힐링

#5_ Nordic Joy
북유럽톤의 경쾌한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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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1

BASIC
CLASSIC
기분 좋은 공간에서 느끼는 생활의 기쁨.

한층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색, 그 조화라는 여유속에서 활력을 충전합니다.

2015년 팬톤 올해의 컬러인 마르살라(Marsala)와 함께 따뜻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고풍스러운 유럽의
클래식 인테리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배색이며, 특히 마르살라는 오래된 몰딩 등
색상 적용이 어려운 인테리어 공간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컬러입니다.

Matching Point

• 호텔식 인테리어를 선호하며 클래식한 인테리어 컬러를 선호하는 고객이 품격있게 쓸수 있는 색상을 제시
• 인테리어 범위가 한정적이며, 과감한 변화보다는 편안한 스타일링을 원하는 고객
• 체리, 마호가니 등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가구 또는 몰딩과 어울릴 수 있는 컬러

Color Range

Cozy&Natural, Rich, Calm

#1_ 베이직클래식

White Swan
12-0000 TPX

Dove
15-0000 TPX

Steeple Gray
17-1500 TPX

Novelle Peach
12-1005 TPX

Toasted Almond
14-1213 TPX

Brownie
18-1321 TPX

Chestnut
19-1118 TPX

Pale Green
13-0522 TPX

Frosty Green
15-5706 TPX

Marsala
18-1438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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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e 15-0000 TPX

Color Style 2015

Steeple Gray 17-1500 TPX

Brownie 18-1321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Marsala 18-1438 TPX

White Swan 12-0000 TPX

Novelle Peach 12-1005 TPX

Cozy한 느낌의 Color Board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Classic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이끄는 배색은 공간 속에서 정교한 세련미를 연출합니다.

2015년 팬톤 컬러인 마르살라를 메인으로, 베이지와 브라운톤이 받쳐주고 있는 강렬한 인상의 배색입니다.

질리지 않는 베이직한 색상으로 엔틱가구나 몰딩에 사용하여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간에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Brownie 18-1321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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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y Green 15-5706 TPX

Color Style 2015

Dove 15-0000 TPX

Chestnut 19-1118 TPX

Novelle Peach 12-1005 TPX

White Swan 12-0000 TPX

Novelle Peach 12-1005 TPX

Toasted Almond 14-1213 TPX

동, 서양의 분위기를 모두 아우르는 Color Board

포근하고 편안한 Sweet Home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배색으로, 라이트 쿨톤의 경쾌하고 시원한 색상은

라이트 웜 컬러가 주는 특유의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강조된 컬러보드로,

고즈넉한 동양적 인테리어와 모던클래식의 서양적 인테리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식을 불문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베이직한 색감입니다.

Chestnut 19-1118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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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2

RETRO
MODERN
원색 발랄한 엑센트,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시간을 잡아 당기는 Retro!
복고는 유행이 아닌 나만의 스타일입니다.

티크 · 월넛 계열의 북유럽 가구에도, 50년대 아메리칸 인테리어를 연상시키는 소품에도 모두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튀는 듯 질리지 않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Matching Point

• 북유럽 혹은 북미 성향의 레트로 가구를 보유한 빈티지룩에 관심이 많은 30대 이상의 고객층
• 과감한 페인트 컬러 사용에 거부감이 없고 DIY 문화에 익숙한 고객층
• 티크, 월넛 소재의 레트로 가구들과 접목할 수 있는 색상 구성
• 중채도, 중명도의 패브릭이나 가죽이 사용된 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인트 색상

Color Range

Refined, Calm, Rich

#2_ 레트로모던

Whitecap Gray
12-0304 TPX

Antique White
11-0105 TPX

Goat
16-0806 TPX

Steel Gray
18-4005 TPX

Dill
18-0108 TPX

Desert Sun
16-1149 TPX

Green Olive
17-0535 TPX

Aqua Sea
15-4715 TPX

Forget-Me-Not
15-4312 TPX

Citrus
14-0955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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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que White 11-0105 TPX
Dill 18-0108 TPX
Steel Gray 18-4005 TPX
Green Olive 17-0535 TPX

Antique White 11-0105 TPX

Citrus 14-0955 TPX

Desert Sun 16-1149 TPX

레트로 • 빈티지, 복고풍의 트렌드 Yellow Monotone
채도가 높고, 높은 색 온도의 모노톤은 개성 넘치면서, 평온한 일상을 표현합니다.
개성이 강한 색상이지만 동종 색상의 배열로 차분한 느낌 또한 유지합니다.

풍요롭고 차분한 Green Monotone
어느 가구와도 매칭이 잘 되는 그린이 주는 편안함이
레트로한 인테리어와 만나 더욱 트렌디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Goat 16-0806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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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ap Gray 12-0304 TPX

Color Style 2015

Aqua Sea 15-4715 TPX

Citrus 14-0955 TPX

Green Olive 17-0535 TPX

Antique White 11-0105 TPX

Forget-Me-Not 15-4312 TPX

경쾌한 레트로

Mid-Centry Color Board

톤 다운된 블루, 옐로우, 그린을 함께 사용하여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블루와 그레이가 조화된 컬러 배색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공간에 잘 어울리며

보색대비의 리듬감 있는 배색은 다양한 패브릭 및 빈티지 소품과의 매칭을 도와줍니다.

채도가 낮은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레트로 모던 인테리어를 완성한 배색입니다.

Desert Sun 16-1149 TPX

Goat 16-0806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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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3

URBAN
CHIC

그레이톤 심플한 도시의 색은 차갑지만, 때로는 일상에 충실한 따뜻함을 표현하며

시크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2color, 1project’라는 명제에 충실한 고객에게 추천하는 컬러 스타일로 가장 트렌디한 배색입니다.
어떤 컬러와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그레이와 주제 색의 강조로 나만의 느낌을 어필합니다.

Matching Point

• 그레이 컬러를 기본으로 하는 세련된 배색으로 다양한 연출과 개성표현을 원하는 고객
• 도시적인 감성을 지닌 30 ~ 40대 전문직 등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고 디자인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나
색상이나 형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고객층

• 미니멀한 가구를 선호하며 ‘멋’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Basic Classic’ 보다 무채색을 선호하는 고객

Color Range

Refined, Contemporary

#3_ 어반시크

Micro Chip
14-4105 TPX

Sleet
16-3916 TPX

Steel Gray
18-4005 TPX

Ebony
19-4104 TPX

Halogen Blue
13-3920 TPX

Flint Stone
18-3916 TPX

True Navy
19-4030 TPX

Croissant
16-0924 TPX

Dark Ivy
17-5912 TPX

American Beauty
19-1759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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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t 16-3916 TPX

Micro Chip 14-4105 TPX

중성적인 색상의 매력
시크함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절제된 쿨그레이 모노톤과 세련된 딥그린 계열의
조합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어반시크의 인테리어 컬러 배색입니다.

Halogen Blue 13-3920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American Beauty 19-1759 TPX

Ebony 19-4104 TPX

도회적인 강렬함
뉴욕, 시카고 등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연상시키는 도회적인 컬러 배색으로
시크한 쿨톤의 공간에 레드로 강렬한 인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ark Ivy 17-5912 TPX

Ebony 19-4104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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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t Stone 18-3916 TPX

Color Style 2015

Micro Chip 14-4105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Croissant 16-0924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Steel Gray 18-4005 TPX

유러피안 미니멀리즘

무심한듯 편안한 Chic

파리와 밀라노 등 유럽의 대도시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중성적인 색상이 주는 무심함과 질리지 않는 편안함이 강조된 색상 구성입니다.

블루톤이 주는 미니멀한 인상과 전통적으로 잘 매치되는 베이지톤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진 배색입니다.

극도로 자제된 색상표현으로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Dark Ivy 17-5912 TPX

Ebony 19-4104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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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4

NATURAL
ETHNIC
세상이 첨단화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컬러 트렌드 역시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는 힐링을 추구합니다.

이국적인 자연과 힐링의 Color Board
현대인에게 평온함을 전해주는 자연의 색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에스닉한 컬러로
아름다운 생명들과 그들이 지닌 원색들을 오롯이 담은 힐링의 컬러입니다.

Matching Point

• 나만의 색상을 추구하는 젊은 신혼부부나 싱글 고객
•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나만의 색상군을 활용하길 좋아하는 고객
• 에스닉한 패턴의 패브릭과 다양한 식물을 매칭해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는 공간을 스타일링
• 오직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색상군

Color Range

Passionate, Natural, Rich & Calm

#4_ 내추럴에스닉

White Sand
13-0002 TPX

Tiger’s Eye
17-1038 TPX

Tapestry
18-4417 TPX

Coffee Bean
19-0915 TPX

Dusty Jade Green
15-5711 TPX

Clay
15-1231 TPX

Byzantium
19-3138 TPX

Lemon Chrome
13-0859 TPX

Jolly Green
18-6030 TPX

Flamingo
16-1450 TPX

28

White Sand 13-0002 TPX

Color Style 2015

Dusty Jade Green 15-5711 TPX

Tiger’s Eye 17-1038 TPX

Flamingo 16-1450 TPX

Clay 15-1231 TPX

Tiger’s Eye 17-1038 TPX

Coffee Bean 19-0915 TPX

상큼한 열대과일을 연상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대자연의 일상

파스텔톤 민트와 비비드한 오렌지 계열의 조합은 생동감 넘치는 열대의 식물을 연상케 합니다.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와인 빛깔과 대지를 연상시키는 브라운의 조화로

이슬 향이 나는 상쾌한 아침의 기운을 표현한 배색입니다.

공간에 머물기만 해도 에너지가 충전될 것만 같은 생명력이 충만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Byzantium 19-3138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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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2015

White Sand 13-0002 TPX

White Sand 13-0002 TPX

Jolly Green 18-6030 TPX

Clay 15-1231 TPX

Lemon Chrome 13-0859 TPX

Tapestry 18-4417 TPX

Tapestry 18-4417 TPX

Coffee Bean 19-0915 TPX

생동적인 에스닉

이국적인 갤러리를 연출

꽃과 과일, 야채 등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생동적인 컬러 조합으로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준 아프리카 미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색감들로

내추럴한 인테리어에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한 동적인 배색입니다.

근원적인 색상이 주는 충만한 에너지와 함께 차분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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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5

NORDIC
JOY
아침 설원이 느껴지는 밝고 선명한 회색톤이 갠 하늘처럼 산뜻한 파스텔 풍경과 어울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생활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밝고 화사한 색상과 차분한 그레이가 조합된 NORDIC JOY는
경쾌하고 청아한 북유럽 감성의 컬러보드입니다.

Matching Point

•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젊은 20~30대 소비계층
• 컬러인테리어 초보자들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싱글 및 신혼부부, 아이방 인테리어
• 인테리어를 재구성하기 좋아하고 ‘질림과 변화’에 거부감이 덜한 고객층
• 백색을 베이스로 한 단색 가구나 이케아 등의 심플한 북유럽가구와 매치
• 컬러풀하고 다양한 패턴의 패브릭과 포인트 벽의 조화

Color Range

Pure, Passionate, Vibrant

#5_ 노르딕조이

Sunshine
12-0727 TPX

Glacier Gray
14-4102 TPX

Skyway
14-4112 TPX

Misty Lilac
15-3807 TPX

Lilac Snow
13-3405 TPX

Honeydew
12-5808 TPX

Wild Lime
13-0540 TPX

Blazing Orange
15-1160 TPX

Bubblegum
17-1928 TPX

Cendre Blue
17-4131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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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2015

Sunshine 12-0727 TPX
Bubblegum 17-1928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Honeydew 12-5808 TPX

Lilac Snow 13-3405 TPX

Misty Lilac 15-3807 TPX

북유럽톤의 경쾌한 Color Board
톡톡 튀는 비비드 색상과 맑은 그레이톤의 조화로 차분하면서도 개성있는
감성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배색입니다.
화이트가구 또는 DIY소품에 어울리는 컬러보드입니다.

산뜻한 느낌의 Color Board
파스텔톤의 배색으로 달콤한 솜사탕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화사함을 선호하는 신혼가구와 아이방 등에 어울리는 컬러보드입니다.

Glacier Gray 14-4102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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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cier Gray 14-4102 TPX

Color Style 2015

Wild Lime 13-0540 TPX

Blanc de Blanc 11-4800 TPX

Cendre Blue 17-4131 TPX

Glacier Gray 14-4102 TPX

Misty Lilac 15-3807 TPX

Lilac Snow 13-3405 TPX

에너제틱

러블리 & 소프트

진한 블루와 상큼한 라임색상을 가미, 공간을 다채로워 보이게 연출하여

파스텔톤 중에서도 라일락 꽃을 연상시키는 내추럴 파스텔톤으로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비비드한 컬러 소품과도 잘 어울려 신혼 공간에 추천하는 사랑스러운 컬러보드입니다.

Wild Lime 13-0540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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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Info.

Color Style 2015

팬톤페인트, 전국 100여 곳의
팬톤전문점에서 만나세요!
글로벌 컬러 표준인 팬톤 컬러의 정확성, 고채도의 색상, 우수한 도막 외관을 창조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팬톤페인트를
전국 100여 곳의 팬톤전문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삼보페인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6, 031-966-7744

㈜오토케미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59, 041-622-5032

덕운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12 외 101, 031-977-7468
조광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41, 031-975-4070
The paint #(더페인트샵)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731, 031-914-7787
천웅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70, 031-912-0477

전라북도
우성페인트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156, 063-452-1965
청송페인트 전라북도 전주시 소양면 황운리 844-1, 063-251-7311

정우상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874, 031-765-7782

신성페인트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318, 063-532-7704

라인디자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7, 031-796-0974

노루페인트(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88, 063-468-7783

미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26(외 4필지), 031-989-7747

노루표P(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2길 2, 063-854-7780

준상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29, 031-984-4277

수산페인트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73, 063-841-4717

동진상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54, 031-595-6400

전북페인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19, 063-276-4890

현대특수도료·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12, 032-677-7337

Pantone Local Stores

희망도장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49, 032-545-7414
세계상사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716번길 3, 032-438-1886
천일피앤씨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302-1(외 1필지 1층), 032-875-1001

서울특별시

미도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26(남동공단 공구상가 9호), 032-815-7117

칼라메이트㈜ 논현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8, 02-3443-2080

인화도료상사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 98(송림공구상가 C동114), 032-582-0704

㈜케이스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67, 02-887-7704
가가씨앤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14, 02-6713-7704
대원페인트건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86, 02-303-4040
대림상사(무악)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72(내제 1층 3호, 15호), 02-738-1729
강남페인트 앤 코팅 논현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4, 02-545-1753
광일페인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61, 02-906-7704
대명상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90, 02-3437-1349
대성페인트(대성하우징)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71, 02-996-7135
서반페인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29, 02-900-6514
동명하이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47, 02-2214-0713
동성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47, 02-334-7736
노아IP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32, 02-3159-0232
명신상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41, 02-464-4437
명인칼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73, 02-926-6772
하우스데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34, 02-2697-7704
유한상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34, 02-2671-1507
역촌길상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 02-389-7413
원색페인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6, 02-2275-4777
칼라메이트㈜ 천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85, 02-475-7743

부산광역시
㈜통영산업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89, 051-527-1815
은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00, 051-803-1818
대웅상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111, 051-527-2591
대한상사(영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103(영선동1가), 051-414-8396
세원상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9, 051-263-8188

대구광역시

노루표페인트 태영상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3, 031-754-7704
KCC상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시화유통상가 가32동 104), 031-430-6877
대흥상사(안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40, 031-408-7704
㈜서해상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 13, 031-419-7704
대원상사(군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유통상가 16동 133호), 031-479-0779
이원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61, 031-455-7096
순원상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39, 031-442-7704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대동페인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7-2, 061-274-7704
성진페인트㈜ 전라남도 순천시 장자보3길 42-1, 061-743-1789
㈜씨테크건설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140, 061-684-7704

경상북도

세우상사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300번길 43, 031-375-4020

창원상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 89-1, 054-274-6100

삼진페인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158, 042-626-4244

웅비상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031-272-7706

창원상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 75, 054-274-6100

현대사(대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 7, 042-932-1329

의남상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46, 031-339-3067

㈜노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55, 054-284-4000

노루페인트상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7, 042-221-0037

영동상사용인-페인트세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41, 031-338-7747

그린페인트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66-1, 054-474-7710

금강페인트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14번길 5, 042-524-7950

이천칠공사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63, 031-635-2704

칠갑상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6, 042-823-0315

신도상사(광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82, 031-947-6777

경상남도

대전노루표상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46, 042-273-1032

도원상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883, 031-947-0907

한국상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83, 055-333-3063

㈜대전테라코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455, 042-255-7500

홈이마트 경기도 파주시 돌단풍길 10, 031-945-0412

대한도료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로 26, 055-742-3468

주안페인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아동로 151, 031-943-7793

칼라드림 합성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34, 055-297-7617

광주광역시

우리기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55, 031-952-4505

칼라드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1027(1층), 055-231-7617

수안도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462, 062-943-7989

대진상사(송탄)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30, 031-663-5270

태극페인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87, 055-298-1912

칼라페인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중앙로 5, 062-956-1787

대방스상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58, 031-683-8177

거대도장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13길 2, 055-633-7794

㈜대림건업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84, 062-351-7778

대성페인트 포천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37, 031-544-6718

㈜광명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18길 12, 055-687-3344

우진실업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43, 062-513-7002

페인트월마트 팔탄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17, 031-352-7853

부경 P&C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390, 055-385-5356
제일도장산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98, 055-241-6611

㈜동해건업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06, 062-524-7269
㈜한두건업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31-2, 062-521-6708

강원도

대한도료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12, 062-528-2280

노루표상사(강릉)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41, 033-642-7577

제주특별자치도

노루페인트 두리상사(양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23, 033-673-7272

노루페인트한성건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11, 064-762-2727

울산광역시

우성상사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02-1, 033-535-7999

아진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38-1, 064-759-3446

㈜동부테라코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9-1(1층), 052-269-7782

노루페인트 원주점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40, 033-747-7782

석산건업 울산광역시 중구 명난로 25-12, 052-282-7705

제비표페인트 황지대리점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 37, 070-7750-9277

경기도

충청북도

칼라메이트㈜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4-10, 031-932-7204

노루칠공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6, 043-881-0727

대성도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14, 031-923-7702

노루페인트 유진상사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1길 4, 043-853-0077

Pantone Online Stores
칼라메이트㈜ www.colormate.co.kr
가가씨앤씨 www.ggcc.co.kr
노루페인트 데코플러스 www.7haja.com

레인보우페인트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195, 031-595-9772
대한페인트상사(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07, 032-678-6423

충청남도

대웅상사 www.dw704.co.kr

칼라메이트㈜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08번길 14 1층, 031-719-7204

노루페인트(가나상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 6431, 041-357-9284

대한상사(안양) www.paintchil.com

㈜페인트월마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11, 031-418-2520

대한페인트(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109, 041-573-3575

㈜대전테라코 www.handyplus.co.kr

페인트코리아(안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310, 031-406-8733

페인트월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580, 041-575-7114

영동상사용인-페인트세상 www.paintworld.kr

대한상사(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7, 031-452-7707

5BS Color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60, 041-632-4658

유한상사 http://stores.auction.co.kr/hmstore

칼라랜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6, 031-421-9960

㈜인주피앤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580, 041-531-7457

은화 www.egsmall.co.kr

노루페인트 데코플러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1, 031-946-7704

노루페인트원일상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78-1, 041-545-0808

인천광역시

주안페인트 http://stores.auction.co.kr/957ffk

현대상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1리 409-5, 031-773-2010

진우페인트상사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6번길 25-9, 041-547-7785

칼라드림 www.diymart.co.kr

㈜건일도장연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4, 032-469-5705

더페인트샵(강동하남점) 경기 하남시 덕풍3동 250-4, 031-795-7706

진우페인트상사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03번길 10, 041-533-3578

페인트코리아(안산) www.paintkimsajang.co.kr

승리페인트 인천 남동구 간석4동 570-6번지, 032-508-7776

주식회사 프레코 경기 화성 주석로 35(북양동371), 031-356-7831

무지개도장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단로 95, 041-523-7701

홈이마트 www.homeemart.com

노루표페인트·잉크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42, 053-583-7391
종합도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22, 053-354-4213
우림페인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59, 053-767-8598
경북페인트(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3, 053-633-7077
20세기상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766, 053-6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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