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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팬톤페인트 컬러 스타일북≫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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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팬톤페인트 컬러 스타일북≫의 사진은

인쇄 상태에 따라 실제 페인트 컬러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소 협조

르마블 02-512-4416

박은국 작가(택사) 010-9203-8206

제품 협조

세이투셰 02-6494-0707

극동음향 02-2234-8804

이노메싸 02-3463-7752

홀프레츠 02-6332-7500
김지현 작가 010-5224-3110
노영희의 그릇 02-518-5177

보에 02-517-6326

봄소와 1600-5893

아고라이팅 02-2268-0568
양유완 작가(모와니글라스) 010-2468-2408

더쁘띠뮤제 010-7387-8180

일광전구 053-581-1079

라문 1600-1547

위켄드인 02-6080-1711

라나솔리 010-6414-8303

라이프앤스타일 02-718-8020

르마블 02-512-4416

메종바로바우 02-2646-8586

몰스킨 02-541-6541
몽블랑 1670-4810

몽생드랑 070-7343-8226

애플 080-333-4000

쿠나장롱 070-7778-2309
토탈석재 02-512-4415

페이지메일 070-7757-7427
피브레노 02-741-5495

호프라이프 070-4160-0011
홀프레츠 02-633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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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페인트는 전 세계 컬러 표준인 팬톤사와

77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루페인트의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국내 유일의 팬톤사 라이선스 공식 페인트입니다.

2600여 가지 세계 표준의 팬톤 컬러를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구현해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팬톤 컬러로 페인트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01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 페인트

팬톤페인트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페인트로,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해 중금속을 환경표지 인증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곰팡이 및
유해균을 차단하는 항균제가 들어 있어 더욱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품질로 우수한 성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TVOC,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환경표지 인증 기준 이하.

VOC, VACs 함유량 환경표지 인증 기준 이하. Pb, Cd, Hg, Cr(Ⅵ) 등 중금속 불검출.

02

03

전 세계 컬러
전문가들의
컬러 표준 구현

고급 원료로
만든 프리미엄
페인트

세계 컬러 표준인 팬톤 컬러로 만든 팬톤페인트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컬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팬톤사의 컬러 매칭 솔루션Color Matching Solution 및 색상 측정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정확하고 일관되게 팬톤 컬러를 구현해냅니다. 또한 컬러 및

인테리어 전문가들과 색채 트렌드를 분석해 각각의 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링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100% 순수 아크릴Pure Acrylic로 구성해 페인트 튐 현상이 적고, 힘들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발립니다. 특히 친환경 고급 원료를 사용해 최적화된 포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바르지
않아도 원하는 색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팬톤의 아름다운 컬러가 오래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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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세계적인 색채 연구기관 팬톤에서는 매해

고급스러운 색감의 팬톤페인트는 친환경 프

대한민국 유일의 팬톤사
라이선스 공식 페인트!

‘올해의 색’을 발표하며 컬러 트렌드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팬톤사와의 협

업을 통해 다채로운 컬러의 페인트를 선보이
며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의 컬러 트렌드를

PAINT COLOR
STYLE BOOK

제시합니다.

팬톤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리미엄 페인트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

해 중금속을 환경표지 인증 기준 이하로 관
리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03

04

고품격 페인트에 걸맞은 고급 원료를 사용함

팬톤페인트는 실내용, 방문·가구용, 실외용

팬톤페인트는 우수한
수명을 보장합니다.

으로써 치밀한 도막을 형성합니다. 이에 따
라 뛰어난 내구성을 지녀 오랜 시간이 지나
도 우수한 성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팬톤페인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을 비롯해 우드&메탈용, 타일용, 칠판용, 공

기 정화 기능을 갖춘 기능성 페인트 등 다양
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용도별 최적

화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팬톤 컬러의 색상
구현력과 지속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05

팬톤페인트는 깨끗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냄새가 거의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항곰팡이 기능이 있어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 100% 순수 아크릴Pure Acrylic 에멀션 페인트로 2600여 가지 팬톤 컬러 구현

•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alkylphenol ethoxylates, APEO가 들어 있지 않은
환경 친화적 페인트

• 곰팡이 방지 및 항균 기능

• 물걸레 세척이 가능한 이지 클리닝

• 끈적임 없이 깨끗하게 연출되는 우수한 은폐성과 편리한 작업성

팬톤 컬러

LOW VOC

편리한 작업성

이지 클리닝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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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NE
사용 가능 면적

희석률

도구 세척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원액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해 세척

5~7㎡/ L, 2회 기준

물 5~10% 희석

작업 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건조 시간

보관 방법

4시간(20℃ 기준)

및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얼지 않도록 상온 보관

1회 1시간, 재칠

주의 사항

팬톤페인트 실내용, 방문·가구용 제품에 대한

기본 2회 도포(1회 칠 건조 후 재칠)

팬톤페인트 홈페이지에서 각 제품에 대한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사용 전 믹서나 막대로 충분히 저어서 사용,

안내서입니다. 타일 페인트 외 다른 제품은 사양이 다르니,

PANTONE
INTERIOR PAINT

PANTONE
MULTI PAINT

PANTONE
EXTERIOR PAINT

벽지, 벽면(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석고보드

방문, 가구는 물론 목재, 철제 등 다양한 표면에

실외 콘크리트 벽면에 최적화된 실외용

최적화된 실내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특히

제품입니다. 부착성이 우수해 유성 에나멜,

형성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실내용

등), 천장, 베란다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에

곰팡이 방지 및 항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냄새가 거의 없는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임산부나 어린이용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러 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PRODUCT INFO

페인트 그 이상의 가치를 드리는

프리미엄 팬톤페인트를 소개합니다.

초보자도 깨끗하고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셸Eggshell

포장 단위 1L, 4L

방문〮가구용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리폼용 프리미엄

래커 등 다양한 소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냄새가 거의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용 공간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롤러 자국, 흘러내림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작업하기에 용이합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셸Eggshell
포장 단위 1L, 4L

PANTONE
GESSO

PANTONE
VARNISH

PANTONE
AIRFRESH PAINT

PANTONE
CHALKBOARD PAINT

PANTONE
WOOD & METAL PAINT

페인트의 접착력을 높이고, 색을 더욱

페인팅 마감 면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실내 벽면이나 인테리어에 칠판 효과를 줄

강한 접착력이 필요한 문, 가구, 시설물 등 실내외

정화하는 프리미엄 공기 정화 페인트입니다. 친환경

소재에 페인팅이 가능하며, 친환경 인증

팬톤 젯소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실내용 다용도

프라이머입니다. 페인트와 표면 사이

밀착력을 높여 페인트가 밀리거나 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팬톤

젯소는 은폐력이 뛰어나 작업성이 우수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광택 무광Flat

포장 단위 500㎖, 1L

팬톤 바니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용 투명

코팅제입니다. 목재 소품 및 내부 목재 마감
면에 적합한 친환경 수성 타입으로 건조성,
내구성, 부착성이 우수하여 유성 에나멜,

에어프레쉬

공기 중 유해 요소를 빨아들여 실내 공간의 공기를
인증 마크와 항균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로 아이방이나 쾌적한 실내 공기가 필요한

래커 구도막에 칠해도 걱정 없는 고기능성

공간 어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00여

광도 무광Flat, 반광Semi-Gloss, 유광Gloss

광택 무광Flat

수성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 1L

가지 아름다운 팬톤 컬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장 단위 1L

칠판 페인트

수 있는 프리미엄 칠판 페인트입니다. 다양한
마크를 획득해 아이방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시카모어, 에보니
광택 무광Flat

포장 단위 500㎖

실외용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도막이 치밀하게

외관이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끈적임이 없고 은폐력,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2600여 가지 아름다운 팬톤 컬러를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광택 무광Flat, 에그셸Eggshell
포장 단위 1L, 4L

PANTONE
TILE PAINT

우드 & 메탈

타일 페인트

다양한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철제용 프리미엄

칠하는 프리미엄 타일 페인트입니다. 내수성과

페인트입니다. 외부 노출 환경에도 물성이

유지되는 우수한 내구성을 지녀 실외 놀이터나

펜스 등의 시설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2000여
가지 아름다운 팬톤 컬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광택 반광Semi-Gloss, 에그셸Eggshell

포장 단위 1L

부착력이 뛰어나 젯소 칠 없이 타일 위에 바로

내구성이 우수해 마찰로 인해 쉽게 벗겨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냄새가 거의 없으며,

포름알데히드 미사용,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컬러 화이트, 브라이트 화이트, 앤티크 화이트,
오이스터 머시룸, 그레이 몬

광택 유광Gloss

포장 단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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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컬러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에서의 컬러는 넓은 면적에 사용되는 만큼

컬러의 선택과 믹스 & 매치가 중요하죠. 어떤 컬러의 공간에서
잠들고 깨어나는지, 생활하는지는 우리의 바이오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섬세하고 때론 과감한 컬러 레이어링 제안,

28p

노루페인트의 팬톤 컬러칩으로 만나보세요.

RETRO POP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일상에 활기 넘치는 컬러를

10p

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스트리트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컬러와 패턴의 아트워크가 우리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바꿀 뉴

TREND
COLOR

럭셔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개성 넘치고 화려한 레트로 팝 컬러로
예술적인 터치를 가미해볼까요?

팬톤이 2022년에 선택한 ‘올해의

컬러’는 기존 컬러 차트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색상 베리 페리Very Peri

입니다. 평온한 분위기의 파란색과
힘찬 에너지가 썬감도는 붉은빛의
보라색이 섞인 오묘한 컬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동적인 활기를
전해줍니다. 대조되는 두 색상이

만나 이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베리

페리는 격변하는 요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컬러입니다.

16p
ELEGANT NEUTRAL

34p

URBANIC MODERN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홈 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집의 공간을 위한 컬러를 제안합니다. 커스터마이징 가구와

매칭한 어바닉 모던 컬러는 작은 공간에 다양한 표정을 부여합니다.

CANDY PASTEL

엘리건트 뉴트럴 스타일은 자연의 색에서 추출한 컬러 구성으로 차분하고

밝고 따뜻한 컬러를 바탕으로 사랑스럽고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책에 끼워둔 말린 꽃잎처럼 차분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즐겁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캔디 파스텔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대지를 연상케 하는 컬러 팔레트는 마치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컬러
조합입니다.

공간을 제안합니다. 공간 속 따스한 컬러가 주는 위안으로 하루를
컬러는 여러 컬러를 사용할수록 공간의 사랑스러움 지수가 더욱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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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BOOK

팬톤, 올해의 컬러

01

팬톤이 2022년에 선택한 ‘올해의 컬러’는 기존 컬러 차트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색상 베리 페리Very Peri 입니다. 평온한

분위기의 파란색과 힘찬 에너지가 감도는 붉은빛의 보라색이 섞인
오묘한 컬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동적인 활기를 전해줍니다.
대조되는 두 색상이 만나 이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베리 페리는
격변하는 요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컬러입니다.

TREND COLOR
Burnished Lilac
Lotus
Muted Clay
Dried Moss

Styling Tip

평온하면서도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베리 페리. 카페나 갤러리 등에 활용했을 때 방문객들에게 충만한 영감을
전달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베리 페리와 차분한 화이트, 그레이의 조합은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공간감을

연출하고, 라일락과 로즈, 모스 컬러 등을 함께 연출하면 튀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Very Peri
Granite Green
Hawthorn Rose
Elderberry

15-1905
Burnished Lilac

14-1905
Lotus

16-1330
Muted Clay

14-0626
Dried Moss

17-3938
Very Peri

16-5907
Granite Green

18-1718
Hawthorn Rose

17-1605
Elder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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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COLOR

SPRING
ENTRANCE
17-3938
Very Peri

14-0626
Dried Moss

17-1605
Elderberry

16-5907
Granite Green

집의 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베리 페리 컬러를
활용해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드라이드 모스 컬러의

바닥 패턴과 엘더베리,

그래닛 그린 등 부드러운
컬러의 소품을 활용해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17-3938
Very Peri

18-1718
Hawthorn Rose

17-1605
Elderberry

14-1905
Lotus

버건디 컬러의 플로어 스탠드 아고라이팅, 디자이너 핀 율의 펠리칸 체어 보에, 씨씨 타피스의 블리스 월 러그 보에

INSPIRATION

우아한 아치형 문이 있는 복도. 호던 로즈와 엘더베리 색의 벽면에 베리 페리로 포인트 컬러를 더해 과감하게
연출했습니다. 부드러운 색조의 가구와 러그를 배치해 컬러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스타일링 팁!

레몬 컬러 스트라이프 쿠션 위켄드인
연보라색의 가방과 올리브색

플랫슈즈 피브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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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COLOR

FLOWERY DINING

강렬한 베리 페리 컬러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버니시드 라일락 컬러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 주방과 만나면 서로를 돋보이게 합니다. 톤다운된
핑크와 보라 계열의 소품을 더하면 다채로운 주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7-3938
Very Peri

15-1905
Burnished Lilac

14-1905
Lotus

16-1330
Muted Clay

타원형 다이닝 테이블과 옐로
컬러체어 홀프레츠

IDEAL CAFE

경쾌한 컬러 플레이로 커피 한 잔과 함께 영감을 얻는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드라이드 모스와 베리 페리 컬러로

아라베스카토 대리석을 사용한 키친과 선반 토탈석재 데이비드 호크니의 오리지널 빈티지 포스터 쿠나장롱

양유완 작가의 유리 볼 노영희의 그릇 양유완 작가의 샴페인 잔 모와니글라스 그레이뷰티 대리석 상판의 테이블 르마블
그레이와 퍼플 컬러의 체어는 아르메 제품 르마블 연 핑크 컬러의 화병 블록 스튜디오

클래식한 디자인의 티포트와 커피잔, 접시는 니다빌레흐 제품 메종바로바우 블루베리를 담은 댄싱볼 모와니글라스

14-0626
Dried Moss

17-3938
Very Peri

16-1330
Muted Clay

18-1718
Hawthorn Rose

칠한 투톤의 과감한 벽면에 오렌지, 그린 컬러의 소품을
더해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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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BOOK

섬세하고 정교한 컬러 레이어링

02

엘리건트 뉴트럴 스타일은 자연의 색에서 추출한 컬러 구성으로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대지를 연상케 하는

컬러 팔레트는 마치 책에 끼워둔 말린 꽃잎처럼 차분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컬러 조합입니다.

ELEGANT NEUTRAL
Baby’s Breath
Buttercream
Light Gray
Frappe

Styling Tip

영양이 풍부한 대지가 새싹을 키워내는 것처럼 뉴트럴 톤은 차분하지만 생명력이 돋보이는 컬러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러들은 서로 잘 어우러집니다. 붉은 톤의 갈색 계열을 옐로와 그린 계열의 컬러와
매치하면 자연의 따스함을 간직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Lint
Cameo Rose
Jojoba
Tea
Almond

11-0202
Baby’s Breath

11-0110
Buttercream

12-0404
Light Gray

14-1212
Frappe

14-0216
Lint

14-1310
Cameo Rose

14-0935
Jojoba

16-0213
Tea

16-1432
Almond

18-1029
Toasted Coconut

Toasted Coc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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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NEUTRAL

INSPIRATION

RESTING STAIRS

소재의 벽난로 콘솔을 배치했습니다. 뉴트럴 톤이면서도 반짝이는 소재의

벽면을 카메오 로즈 컬러로, 그 뒤로 펼쳐지는 벽면들은 라이트 그레이,

토스티드 코코넛과 프라페 투톤으로 컬러링한 벽면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클래식한 계단은 복층의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계단이 만들어내는

오브제와 식물들로 스타일링하니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린트 컬러로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차분한 톤의 소파와 러그, 오브제가
18-1029
Toasted Coconut

14-1212
Frappe

있는 장밋빛 벽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웰컴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14-1310
Cameo Rose

12-0404
Light Gray

11-0202
Baby’s Breath

14-0216
Lint

14-0935
Jojoba

11-0110
Buttercream

르 베르니사주 대리석 벽난로 르마블 알바 알토의 전시 포스터와 나이젤 피크 포스터 쿠나장롱
양유완 작가의 테이블 램프와 운해 볼, 디퓨저 보틀, 화병, 원형 오브제 모와니글라스

피에로 리소니가 디자인한 ‘시즌 체어’는 비카르베 보에
독특한 형태의 리퀴파이드 페르시안 러그 세이투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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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NEUTRAL

CINEMATIC
KITCHEN

14-0935
Jojoba

영화〈줄리 & 줄리아〉
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정겨운
주방입니다. 레트로풍의 버터크림 색 주방 가구와
바닥의 토스티드 코코넛 색 포인트 타일까지

마치 미드센추리 모던 시대의 미국 주방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후드를 설치한 튀어나온 벽면은

티 컬러가 포인트가 되고 창가의 오브제들이 공간에

11-0110
Buttercream

16-0213
Tea

18-1029
Toasted Coconut

12-0404
Light Gray

11-0202
Baby’s Breath

재미를 더했습니다.

16-1432
Almond

16-0213
Tea

대리석 벽면은 트래버틴 베이지 토탈석재 라운드 형태의 소파는 미니폼즈 르마블

박스 형태의 대리석 소파 테이블과 오브제 르마블 박은국 작가의 코코 로 테이블 택사
양유완 작가의 유리잔 모와니글라스 스티치 장식의 쿠션 위켄드인

월넛 컬러의 스피커와 스탠드는 제네바 극동음향 박은국 작가의 eLe 체어 택사

RELAXING
LIVING ROOM

햇살이 비치는 거실이야말로 휴식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요? 호호바 컬러의 원형
김지현 작가의 사과 오브제와 과일 스탠드, 세라믹 바스켓 이노메싸

타원형 무쇠 냄비와 프라이팬, 스파이시 밀은 모두 스켑슐트 호프라이프

화이트 컬러 밀크 저그는 필리빗 호프라이프

기둥과 베이지 계열 대리석 벽면으로 둘러싼 공간 속에 아몬드, 베이비 브레스 컬러가

돋보이는 소품들로 스타일링했습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뉴트럴 톤이 만들어내는
컬러테라피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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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BOOK

스트리트 아트의 과감한 컬러 플레이

03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일상에 활기 넘치는 컬러를
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스트리트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컬러와 패턴의 아트워크가 우리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바꿀
뉴 럭셔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개성 넘치고 화려한 레트로 팝
컬러로 예술적인 터치를 가미해볼까요?

RETRO POP
Holiday
Dusty Orange
Deep Ultramarine
Narcissus

Styling Tip

레드, 오렌지, 그린, 네이비 등 강렬한 컬러들이 포진한 레트로 팝 팔레트에서는 한 가지 색보다는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해 대담한 컬러 플레이를 즐겨보세요. 특히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키즈 룸이나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오피스에서 레트로 팝 컬러가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Potpourri
Sun Kissed Coral
High Risk Red
Evergreen
Purple Magic

14-5413
Holiday

16-1344
Dusty Orange

19-3950
Deep Ultramarine

16-0950
Narcissus

13-2004
Potpourri

17-1736
Sun Kissed Coral

18-1763
High Risk Red

19-5420
Evergreen

19-3540
Purple Magic

18-4051
Strong Blue

Strong Blue

24 / 25

RETRO POP

CREATIVE
KIDS ROOM

원과 오벌, 직선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아티스틱한 컬러 플레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스티 오렌지, 하이 리스크 레드, 선 키스드 코럴,

스트롱 블루 등의 밝고 열정적인 컬러 패턴은 책상에 앉은 아이의 열정을 타오르게
할 연료가 됩니다.
18-1763
High Risk Red

16-1344
Dusty Orange

17-1736
Sun Kissed Coral

18-4051
Strong Blue

18-1763
High Risk Red

14-5413
Holiday

16-0950
Narcissus

17-1736
Sun Kissed Coral

19-5420
Evergreen

18-4051
Strong Blue

선반 위의 그린, 레드, 스카이 블루 컬러 캔들 홀더는 앤클레버링 메종바로바우

요세프 알베르스의 ‘Study for Homage to Square: Yellow’ 그래픽 액자 페이지메일
클래식한 패키지의 섬유 향수는 켈렌 메종바로바우

INSPIRATION

다채로운 컬러 플레이를 시도할 때 패턴으로 팝아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세탁실에 팝아트적인 분위기를 가미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힘겨운 집안일도 즐거워지는 마법 같은 공간으로 변신할 거예요.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제작한 선반 홀프레츠 꽃 모양의 우드 퍼즐과 스태킹 타워는 라두가 그레이즈 라나솔리 다양한 컬러의 노트 몰스킨 맥북 프로M1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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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 POP

MARINE
BATHROOM

19-3950
Deep Ultramarine

16-0950
Narcissus

18-1763
High Risk Red

18-4051
Strong Blue

19-5420
Evergreen

19-3540
Purple Magic

울트라마린이 창조주를 표현한

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딥 울트라마린과 나르시서스

14-5413
Holiday

투톤으로 컬러링한 욕실에서

태고의 깊고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빨강과 보라,

노랑의 오브제들이 바닷속 여행을
더 즐겁게 해줄 친구가 되어줄

16-1344
Dusty Orange

거예요.

13-2004
Potpourri

18-1763
High Risk Red

타원형 다이닝 테이블 홀프레츠

핑크색 테이블 조명 라문
그린 컬러 아이맥 애플

그린 컬러 테이블 매트 피브레노

셀레티의 그린 컬러 손잡이 티세트

라이프앤스타일

CHEERFUL OFFICE

에버그린, 홀리데이, 더스티 오렌지, 포푸리, 하이 리스크 레드 컬러가 경쾌하게 펼쳐진
패트릭 콜필드의 ‘Crying to the Walls’
포스터 페이지메일

블루와 레드 컬러를 조합한 욕실 세트는
셀레티 라이프앤스타일

벽면은 콘페티 풍선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경쾌한 공간이라면 아이디어가 풍선처럼
팡팡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과감하고 다채로운 컬러의 데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스타일링해 창작욕이 샘솟는 홈 오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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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BOOK

도시의 미니멀한 감성

04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홈 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집의 공간을 위한 컬러를 제안합니다.

커스터마이징 가구와 매칭한 어바닉 모던 컬러는 작은 공간에
다양한 표정을 부여합니다.

URBANIC MODERN
Blanc de Blanc
Lunar Rock
Steel Gray
Ink Blue

Styling Tip

묵직하고 깊이 있는 컬러로 구성된 어바닉 모던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이트부터 와인,

네이비, 딥 그린까지 도회적인 컬러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톤다운된 컬러들은 서재나 오피스, 상업 공간에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Downtown Brown
Chili Pepper
Jet Black
Ocean Cavern
Mauve Wine

11-4800
Blanc de Blanc

14-4201
Lunar Rock

18-4005
Steel Gray

19-4234
Ink Blue

19-1223
Downtown Brown

19-1557
Chili Pepper

19-0303
Jet Black

19-3937
Ocean Cavern

19-1716
Mauve Wine

19-5220
Botanical Garden

Botanical Garden

30 / 31

URBANIC MODERN

CHIC HOME - OFFICE
집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쪽 벽면을 짙은 컬러로 바꿔볼 것을 추천합니다.
스틸 그레이 벽에 머브 와인 컬러로 포인트를 주자 차분하고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톤의 책상과 의자를 매칭해 시크하면서도
화사함을 잃지 않는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18-4005
Steel Gray

11-4800
Blanc de Blanc

19-4234
Ink Blue

19-0303
Jet Black

11-4800
Blanc de Blanc

19-1716
Mauve Wine

19-1557
Chili Pepper

19-5220
Botanical Garden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제작한 선반 홀프레츠 앙리 마티스의 프렌치 그래픽 아트 포스터 쿠나장롱

조립식 공룡과 곰, 유니콘은 스튜디오루프 더쁘띠뮤제 파스텔컬러의 우드 스태킹 타워와 꽃 모양 우드 퍼즐은 라두가 그레이즈 라나솔리

INSPIRATION

잉크 블루로 컬러링한 벽과 커스터마이징한 선반의 조화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잉크 블루와 잘

어울리는 블랑 드 블랑 컬러로 도장한 원목 선반 위는 블랙과 와인은 물론 그린, 옐로 계열의 컬러가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선명한 벽면의 컬러는 선반 위의 오브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원형

테이블과 라이트 그레이
컬러 체어 홀프레츠

버건디 컬러 플로어 스탠드
일광전구

실버 컬러의 아이맥 애플

블루 컬러의 하드 커버

노트 몰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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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C MODERN

NEW MODERN
LIVING ROOM

과감한 보색 대비는 평범한 거실을 유니크하게 바꾸어줍니다.
보태니컬 가든과 톤다운한 머브 와인색 투톤으로 컬러링한

벽면에 화이트 소파를 배치해 세련되면서 아늑한 느낌의 거실로

연출했습니다. 비슷한 색상의 오브제들은 색들이 조화롭게 섞일

11-4800
Blanc de Blanc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9-3937
Ocean Cavern

19-5220
Botanical Garden

19-1223
Downtown Brown

19-1716
Mauve Wine

19-0303
Jet Black

18-4005
Steel Gray

19-1557
Chili Pepper

라 부아뜨의 화이트 컬러 큐브 코리안 스피커 극동음향 골드 화병과 사이드 테이블은 보사 보에

ARTISTIC
FAMILY ROOM

가족 구성원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깨끗한 블랑 드 블랑 컬러 벽과

이탈리아 누벅 가죽으로 제작한 소유 소파 홀프레츠 버건디 컬러 펜던트 조명 아고라이팅

티포트와 컵은 보사 보에 벨벳 쿠션과 퍼 쿠션 위켄드인 섬세한 짜임의 모로칸 러그 몽생드랑

짙은 오션 케번 컬러 포인트 컬러로 안정감 있는 무드를 연출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디자인

가구와 블랙 & 화이트 톤을 맞춘 가구와 오브제들이 눈이 피로하지 않은 완벽한 쉼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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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YLE BOOK

밝고 사랑스러운 긍정의 컬러

05

밝고 따뜻한 컬러를 바탕으로 사랑스럽고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공간을 제안합니다. 공간 속 따스한 컬러가 주는 위안으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캔디 파스텔
컬러는 여러 컬러를 사용할수록 공간의 사랑스러움 지수가 더욱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CANDY PASTEL
Marshmallow
Birch
Creme de Peche
Crystal Pink

Styling Tip

은은한 색깔들이 모여 있는 캔디 파스텔은 비교적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비슷한 계열의
색을 톤온톤으로 매치하면 보송하면서도 러블리한 공간이 연출됩니다. 또 화이트 톤의 공간에 캔디 파스텔
계열의 소품을 여럿 들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소품 몇 개로 새로운 무드의 공간이 탄생할 거예요.

Ballad Blue
Banana Cream
Icy Morn
Iced Aqua
Salmon Buff

11-4300
Marshmallow

13-0905
Birch

12-1110
Creme de Peche

12-1605
Crystal Pink

13-4304
Ballad Blue

13-0941
Banana Cream

13-5306
Icy Morn

13-5410
Iced Aqua

14-1135
Salmon Buff

14-3710
Orchid Petal

Orchid P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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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PASTEL

INSPIRATION

DREAMY BEDROOM

캔디 파스텔의 사랑스러움과 레트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주방의 귀여운 선반입니다.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되 안락함을 잃지 않은 아이의 침실. 크렘 드 페슈 색으로 컬러링한 침대

연출합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캔디 파스텔톤 소품들을 사용해 사랑스런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인도합니다. 창가에 핑크와 그린의 컬러 소품을 스타일링해 눈이 즐거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발라드 블루와 아이시 몬은 오래도록 사랑받는 컬러로 트렌디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를

주위의 벽과 연보라, 노랑, 하늘색이 섞인 침구류가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며 달콤한 꿈나라로

13-5306
Icy Morn
12-1110
Creme de Peche

13-0941
Banana Cream

13-4304
Ballad Blue

14-3710
Orchid Petal

13-4304
Ballad Blue

14-1135
Salmon Buff

11-4300
Marshmallow

펠트로 제작한 유칼립투스 갈란드 라나솔리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이불 커버와 블루 스트라이프의 베개 커버, 3가지 배색의 블랭킷, 옐로 컬러의 벨벳 쿠션 모두 위켄드인
연한 피치 컬러의 테이블 스탠드 일광전구 옐로 컬러의 초를 꽂아둔 위트 있는 모양의 촛대는 보사 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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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PASTEL

FANTASTIC
WINDOW

언제라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이방의 창가는

바나나 크림, 살몬 버프, 오키드 페털로 컬러링해 환상적인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원목 소재에 컬러링한 소품과

다양한 컬러의 귀여운 아이템이 어우러져 캔디 파스텔의
사랑스러움이 더욱 돋보입니다.

13-0941
Banana Cream

14-1135
Salmon Buff

14-3710
Orchid Petal

12-1110
Creme de Peche

12-1605
Crystal Pink

11-4300
Marshmallow

13-0941
Banana Cream

13-5306
Icy Morn

울리히 에르벤의 포스터 쿠나장롱 엘클레버링의 푸들 모양 저금통 메종바로바우 아이보리 컬러의 플로어 스탠드 일광전구

베이지와 오렌지, 옐로 컬러의 토리 원형 스툴 봄소와 천을 잘라 붙인 듯 아티스틱한 디자인의 러그는 씨씨 타피스 보에

ROMANTIC
LIVING ROOM

핑크빛 벽면과 다채로운 파스텔컬러 소품들이 화사한 무드를 연출하는 거실을 만나보세요. 중앙의 벽난로는
컬러풀한 조립식 꽃다발은 스튜디오루프 더쁘띠뮤제 작은 나무와 과일 모형은 라두가 그레이즈,

토끼, 다람쥐 인형은 키즈카니발, 드럼과 실로폰을 치고 있는 강아지와 쥐 장난감은 사라앤벤드릭스로 모두 라나솔리

마시멜로, 그 주위의 벽은 크리스털 핑크로 컬러링해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캔디 파스텔컬러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러그와 작은 가구들을 활용해 생기를 더했습니다.

팬톤페인트의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해보세요!
팬톤페인트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다양한 후기와 재미난 이벤트가 가득

팬톤페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브랜드 스토리부터 제품 소

blog.naver.com/pantonepaint

팬톤페인트 공식 홈페이지

개, 팬톤 컬러 스토리, 팬톤 올해의 컬러 등 팬톤페인트에 대한

팬톤페인트 블로그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팬톤페인트가 추천하는 다채로

팬톤페인트 시공 전 페인트 컬러가 공간에 잘 어울릴지 고민

www.pantonepaint.co.kr

활용한 셀프 페인팅 노하우와 페인트 시공 후기를 만나볼 수

운 컬러를 만나보세요.

된다면 팬톤페인트 블로그를 방문해보세요. 팬톤페인트를

있습니다. 또 팬톤페인트의 이벤트 소식도 가득하니 놓치지
마세요!

팬톤페인트 블로그

셀프 페인팅 고수들을 만나보세요!

팬톤페인트 작가 컬렉션

팬톤페인트 작가 컬렉션에서는 팬톤페인트 작가들의 다양한
인테리어 스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팬톤페인트로 셀프 페인팅

팬톤페인트만의 감성 공간

팬톤페인트
인스타그램

@pantonepaint
팬톤페인트 인스타그램에는 멋

진 감성 샷이 가득합니다. 팬톤

페인트로 꾸민 감각적인 공간 사

진부터 컬러 리포트, 이벤트 소식

까지, 다양한 정보로 가득한 팬
톤페인트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보세요.

을 했다면 팬톤페인트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매달 우수 후기
를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